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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서  론

진료비지불제도는 종류와 운영방식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

고 국가 보건의료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

성, 비용효과성 그리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1]. 특히 

공급자에게는 서비스의 질 개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

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과다제공

이나 과소제공 등 부정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된 진료비 

지불보상체계는 행위별수가제로, 수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자원 투입량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평균적인 수준의 

수가를 지불함으로 인해 의료계나 일부 연구에서 의료기관 규모, 진

료부문, 지역별로 진료비 지불보상에 있어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

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Park [2]은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 종별로 특정 투입요소에 대한 가격

변화율이나 생산성 변화율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수가조정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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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ee-for-service system is used as the main payment system for health care providers in Korea. It has been argued that it can’t 

reflect differences in the medical practice costs across regions because the fee schedule is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cost. 

So, some researchers and providers have disputed that there is need for adopting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GPCI)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Medicare program for the elderly to the fee-for-service payment system. This study performed to identify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practice costs among regions exists or not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GPCI to Korea 

payment system. For this purpose, we calculated modified-GPCI and examined considerations to introduce GPCI in Korea. First we 

identified available data to calculate GPCI. Second, we made applicable GPCI equations to Korea payment system and computed it 

based on four types of regions (metropolitan, urban, suburban, and rural). We also categorize the regions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medical resources and the capability of utilizing them.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PCI by regional types in general, but the indices of rural areas (0.91–0.98)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ndices of other 

regions (0.96–1.07). Considering the need to use GPCI floor, the pros and cons of using GPCI, and the concern of the regional 

imbalance of resources, the introduction of GPCI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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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실제 7개 질병군별 청구지급자료 등

을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 소재지 유형에 따라 투입요소 가격변화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hin 등[3]은 원가편차가 반영되지 

않은 평균 원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취약

지 등 원가편차를 반영한 수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최근의 자료에서도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편과제의 하나로 

지역조정지수 도입이 제안되었다[4]. 그러나 투입요소의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한 수가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비용차이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수가설정 시 지역 간 진료비용의 차이를 보정하거나 

미충족 의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메디케어의 진료비용 지역보정지수(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GPCI)나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가 가산[5], 일본의 일부 

수가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에 

해당된다[6]. 지역별로 진료비 지불에 총액을 달리하는 국가들 중, 대

만은 총액이 결정된 이후 부문별 지역별 예산을 배분할 때 총액계약

제 도입 초기에는 주로 해당 지역의 과거 진료비 수준을 반영하였으

나 현재는 지역인구비중을 반영하고 있으며, 산간지역의 경우 

diagnosis-related group (DRG) 지불액을 산정할 때 2%의 가산을 적

용하고 있다[7]. 독일은 외래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의료이용, 경제수준, 

인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조합연합회와 주 보험의사협회가 

협상하여 실질적인 진료비 총액을 결정한다. 병원 총액 결정을 위한 

운영비용 산정 시 주별로 DRG 기본율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병원

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던 기본율의 차이를 2010년 주 단위로 수렴하

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비용자료기반 차이라고 볼 수 없다[8]. 네덜

란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수가 설정 시 전문간호사, 격외

지 여부와 같은 특성을 보험자와 기관 간 협상 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

으며 병원에 대한 포괄수가(diagnosis treatment combination)는 평

균 자원사용량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9]. 프랑스는 동종질병군

(groupe homogène des maladies)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지역별 예산을 작성한다[10]. 영국은 국정수가(national tariff)를 설정

할 때 임금이나 기타 보건의료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등 지역 간 비용

의 차이를 반영하는 마켓포스지수(market forces factor, MFF)로 진료

비 지불금액을 보정하고 있다[11]. 따라서 미국의 GPCI와 영국의 

MFF 이외에 진료에 투입된 요소를 지역 간 비용의 차이로 지수화하

여 수가 산정에 활용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행위별수가제 기반 진료비 지불보상체계 안

에서 지역별 진료비 지불보상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지역보정지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12]. 먼저, 미국 메디케어

의 GPCI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한 

지역보정지수 산출방법과 자료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지역보정지

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미국 메디케어의 지역보정지수

1989년 이전 미국의 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였다. 

지방은 의사 채용과 보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양질의 진료를 받기가 어려웠다. 또한 지방병

원들은 입원에 대한 사전 정액진료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영상

의 어려움에 직면, 폐업하는 기관들이 발생하였다. 많은 의사들에게

는 수입의 변이가 문제가 아니라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13]. 이에 1989년 예산총괄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9, OBRA-89)에 따라 GPCI를 도입하

게 되었으며[14], 1992년도에 메디케어 의사비용 지불에 처음 적용한 

이후 매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15,16]. 미국 메디케어의 GPCI는 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2014년 기준, 미국 메디케어의 GPCI는 89개의 지역단위

로 산출되고 있다. 구성요소는 크게 업무량지수, 진료비용지수, 의료

사고배상보험료(위험도)지수로 나뉘고, 진료비용지수는 다시 근로

자 임금, 임대료, 치료재료 및 의료장비 등 서비스 구매지수로 나뉜다. 

지역별로 산출된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지수는 전체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 상대가치 총점에 반영되어 최종 지역별 상대가치 총점

이 산출되게 된다.1)

1. 의사업무량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업무량 GPCI ( )는 지역별 전문인력의 인건비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치로,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고용통계

(Occupation Employment Statistics)에 포함된 7개 직업군2) 내 직업

들의 시간당 임금 값과 각 자치구(county)별 업무량 상대가치 총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산출과정은 우선 군 단위로 직업군별 평균 시간

당 임금 값을 산출하고, 직업군별 임금 점유율을 반영하여 임금지수 

1) 본 논문에서는 미국 GPCI 산출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함. 단계별 산출과정은 O'Brien-Strain 등[13]의 보고서를 참고할 것.
2) 건축가 및 설계, 컴퓨터 · 수학 · 생명 및 물리과학, 사회과학 · 사회 및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서비스 및 법률, 교육 · 훈련 및 라이브러리, 간호사, 약사, 

예술 · 디자인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및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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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을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 내 자치구들의 업무량 상대가

치 총점( )을 반영하여 지역별() 의사업무량 GPCI가 최종 

도출된다.

 
∈




∈

 × 

(1)

2. 진료비용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진료비용 GPCI ( )는 진료에 투입되는 비용의 지역별 차

이를 반영하는 수치로 임대료, 보건의료 근로자 인건비, 장비 · 치료

재료 등 기타 진료비용, 서비스 구매비용요소가 반영된다. 이 중 임대

료, 보건의료 근로자 인건비, 장비 · 치료재료 등 기타 진료비용 요소

별 지수를 각각 산출한 후 가중평균하여 진료비용 GPCI를 산출한

다.3) 먼저, 지역별 임대료지수()는 자치구별 임대료지수( )에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 )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




∈

 × 

(2)

지역별 보건의료 근로자 인건비지수( )는 업무량 GPCI와 같

은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임금지수( ) 산출대상 직업군이 보건의료

인력4)이라는 차이가 있다.

 
∈




∈

 × 

(3)

끝으로, 장비 · 치료재료 등 기타 진료비용지수( )는 대부분의 

상품이 전국 시장을 통해 구매되므로 지역 간 변이가 없다고 가정하

여, 모든 지역의 지수를 1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3개의 지수를 

통해 진료비용 GPCI ( )가 산출되는데,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에서 임대료( ), 보건의료 근로자 인건비( ), 장비 · 치료재

료 등 기타 진료비용()의 비중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  ×  × (4)

3. 위험도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위험도 GPCI ( )는 특정 전문 진료과목의 총 의료과실보

험료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치로, 자치구별 보험료지수( )를 산출하

고 위험도 상대가치 총점( )을 반영하여 최종 지역별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




∈

 × 

(5)

국내 지역보정지수의 산출

1. 자료원

국내 지역보정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병원회계조

사(2012년),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조사(2012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상대가치점수(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병원회계조사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시스템의 기본 자료로, 이를 이용하여 지역별 종

합병원(300병상 이상, 미만 구분)의 업무량(전문인력 인건비)와 진료

비용(보건의료 근로자, 서비스 구매비용, 장비 ·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택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가 2006년 1

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한 자료로, 이를 이용하여 2012년 1분기 기준(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회계자료 기준) 읍 · 면 · 동 단위의 단독/다가구 전월세 실거

래가 가격정보를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는 

업무량, 진료비용 최종 지역보정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역별 가중

치 산출에 이용하였다(Table 1).

2. 지역 구분

지역보정지수 산출 단위지역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Kim과 Choi [17]의 연구에서 분류한 유형으로, 의료의 공급 ·

수요량과 사회경제적인 요인(노령화 지수, 소득 · 교육수준 등)들을 

반영하여 전국(시 · 군 · 구 단위)을 7개 지역5)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7개 지역으로 구분 시 자료의 수가 충분치 않아 공급활

성화 대도시형과 일반 지역형의 세부분류를 고려하지 않은 4개의 대

분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는 행정구역 단위기준으로 대도

3) 서비스 구매비용은 외부로부터 회계, 법률, 광고, 자문, 조경, 기타 다른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으로, 전국에 걸쳐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음.
4) 간호사, 사무실, 관리지원, 면허실무간호사 및 간병 전문간호사, 의료기사, 진료보조원, 기타 보건의료인력 등
5) 공급활성화 대도시형(I), 공급활성화 대도시형(II), 의료 자급자족형, 일반 지역형, 의원전문화 일반 지역형, 농촌 지역형, 의료활성화 농촌 지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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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별시와 광역시), 중도시(구가 있는 시), 소도시(구가 없는 시), 농

어촌(군지역) 4개 지역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Table 2).

3. 국내 지역보정지수 산출방법

1) 업무량 지역보정지수( )

업무량 지역보정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요양기관별() 주

시술자의 종사자 수( )를 고려하여 임금의 평균값( )을 산출하

였고,

 
  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일반의

 ×


(6)

이를 이용하여 지역유형별 주시술자 임금의 평균값()을 산출

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업무량 상대가치 총점()을 반영하여 

전국 주시술자 임금의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 

 (7)

최종적으로 지역보정지수는 지역유형별 주시술자 임금의 평균값

()을 전국 주시술자 임금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8)

2) 진료비용 지역보정지수 ( )

임대료지수()는 지역유형별 임대료 중앙값()6)을 산출한 

후 진료비용 상대가치 총점을 반영하여 전국 임대료 평균값()을 산

출하였고,









 × 

 (9)

최종적으로 지역유형별 임대료 값에서 전국 임대료 값을 나눠서 산

출하였다.

 

  (10)

그리고 근로자 임금지수는 업무량 보정지수와 동일하게 산출되지

6) 지역유형별 임대료의 경우 편차가 크게 나타나 극단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중앙값을 사용함.

Category Type 1 Type 2

1 Supply activated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2 Medical self-sufficiency area City

3 Local area Small town

4 Rural area Rural area

Table 2. Regional type

Type of GPCI Source

Physician work GPCI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system (2012)

Practice expense GPCI

Employee wage index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system (2012)

Office rent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2012) 

Equipment/supplies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system (2012)

Weights of three indices Hospital accounting standards system (2012),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2012),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2)

Malpractice insurance GPCI All regions the same 1

Weights of locality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2012)

GPCI,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Table 1. Data sources for the GPCI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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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시술자 임금이 아닌 보건의료 근로자 임금 값을 적용하게 된다. 

먼저, 요양기관별() 근로자7) 종사자 수(
′ )를 고려하여 임금의 

평균값(
′ )을 산출하였고,


′ 

  간호사  사무직 등


′


  간호사  사무직 등


′ ×
′ 

 (11)

이를 이용하여 지역유형별 보건의료 근로자 임금의 평균값(
′ )

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업무량 상대가치 총점()을 반

영하여 전국 보건의료 근로자 임금의 평균값( ′)을 산출하였고,

 ′ 







 ×
′ 

 (12)

지역유형별 임금의 평균값(
′ )을 전국 임금의 평균값( ′)으

로 나눠 산출되었다.

  ′


′
 (13)

최종적으로 GPCI ()는 근로자 임금, 임대료, 장비 · 치료

재료 등 기타 진료비용의 전국 평균 비중을 산출하고, 이를 임대료, 근

로자 임금지수에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  ×  × (14)

근로자 임금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항목과 관리운영비의 

복리후생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고, 임대료는 지역유형별 평균 병

원면적과 1 m2당 임대료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재료비는 손인

계산서상의 재료비항을, 장비비는 대차대조표에서 장비비용(기계장

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의 합계에 내용연수 8년8)으로 

정액 감가상각하여 산출하였다.

3) 미국 메디케어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산출방법과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미국 GPCI 산출에 관련된 모든 수식을 그대로 반영

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여건상 맞지 않는 부분과 자료수집이 불가

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GPCI의 산출방법의 차이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미국 GPCI는 지역 안의 자치구(county)를 최

소 분석단위로 사용하였지만 국내 환경과는 맞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

다. 두 번째로, 미국 GPCI는 7개 전문직업군9)의 임금을 사용하여 업

무량 지역보정지수를 산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주시술자10) 인건비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세 번째로, 미국은 

의료사고배상보험료지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였지만, 국내 여건상 모

든 지역에서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지역별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종적으로 업무량 지역보정지수는 주시

술자 인건비로, GPCI는 근로자 임금(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직, 의

료기사 등), 임대료, 그리고 그 외 진료비용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7) 근로자에는 간호사, 사무직,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포함됨.
8) 조달청고시 제2011-18호, 내용연수
9) 건축가 및 설계, 컴퓨터 · 수학 · 생명 및 물리과학, 사회과학 · 사회 및 SOC 서비스 및 법률, 교육 · 훈련 및 라이브러리, 간호사, 약사, 예술 · 디자인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및 미디어
10) 전문의와 일반의

Physician work GPCI Practice expense GPCI Malpractice insurance GPCI

Type 1

Supply activated metropolitan 0.96 1.00 1.00

Medical self-sufficiency 1.07 0.98 1.00

Local area 1.05 1.02 1.00

Rural area 0.92 0.96 1.00

Type 2

Metropolitan 0.98 0.99 1.00

Small city 1.00 1.04 1.00

Small town 1.05 0.99 1.00

Rural area 0.91 0.98 1.00

GPCI,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Table 3. Summary of GPCI calc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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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결과

지역보정지수 산출결과, 지역구분 1에서 비용기준으로는 의료 자

급자족형과 일반 지역형에서 업무량 지역보정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GPCI는 일반 지역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분 2에서는 비용기준

으로는 소도시에서 업무량 지역보정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중도시에

서 GPCI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결  론

본 연구는 수가 산정 시 지역 간 진료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공

급자에 대한 지역 간 진료비 지불보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

장이 제기됨에 따라 실제 지역 간 진료비용 차이의 존재 여부와 크기

를 확인하고, 미국 메디케어의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보상제도에

서 사용하고 있는 GPCI의 활용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국내 지역보정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전체적으로 지역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촌 지역형(농어촌) 지역보정지수

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지역보정지수를 적용하는데 대한 타당성을 고찰하면 다

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의사업무량 GPCI를 적용할 때에는 2003년도 

메디케어 현대화법(Medicare Modernization Act of 2003)에 따라 

GPCI가 1 미만인 지역은 1로 설정하고 있으며(GPCI floor), 환자 및 

공급자를 위한 메디케어 개선법(Medicare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of 2008)에 따라 알래스카는 1.5로 설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지역보

정지수 최저한도를 설정하거나 특정 지역의 경우 상향해야 할 필요성

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제 의사업무량 지역보정지수

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도 지역보

정지수는 지역 간 다른 값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 

GPCI의 지역유형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

대가치점수체계에 있어 지역보정지수를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보정지수는 지역 간 비용차이를 보정해주

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한 낮은 인건비 등

으로 인한 비인기 분야의 발생,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등 취약 진료분

야,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의 존재 등 주요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거나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국내에서 GPCI의 도입 타당성을 논

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보정지수 활

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화되고 정교한 비용자료

의 수집이 필요하다. 지역별, 비용요소별 상세자료뿐만 아니라 국세

청, 통계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 이용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보정지수는 단순히 진료비 지불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

의료제공체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료취약지의 발생,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등의 산적한 문제 해

결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업무량 GPCI를 사용하

는 데 있어서는 도입과 관련하여 초기에 미국에서 제기된 논쟁 중 일

부는 국내 상황과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8]. 

먼저, 업무량 지역보정지수의 도입 찬성 주장의 논거로는 지역 간 생

활비의 차이를 보상하고, 의사나 보건의료전문가의 업무를 진료비용

이나 의료사고배상보험료와 같은 서비스 생산요소의 하나로 간주해

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의 논거로는 업무량이 동일하면 보상

도 동일해야 하며, 노동시장이 전국적이라는 점, GPCI 산출에 사용되

는 전문가 직업군의 급여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점, 의료인들이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낮게 드는 지역이라도 

의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청구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계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산출시점이 2012년도로 최신 

자료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보정지수가 특정 수치

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比)를 나타내므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유형을 행정단위와 의료공급 · 수요량 및 

사회경제적 요인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각각의 지역보정

지수 산출 지역단위를 4개로 구분함에 따라 지역단위 구분의 적절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보정지수 산출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Kim과 Choi [17]가 사용했던 7개 지역구분을 

사용하지 못한 점,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요

양기관 소재지 유형을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군, 시, 군으로 구분하

여 사용한 점[2],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의 크기가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비용 차이의 관점에서 지역세분화의 필요성이

나 적절성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업무량 GPCI 산출 시 의사인건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이다. 미

국의 경우 업무량 GPCI를 산출할 때 의사와 보건의료전문가의 수입

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6]. 먼저 GPCI가 변동

하면 수입이 변동되고 이는 다시 GPCI에서의 더 큰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의사와 보건의료전문가의 수입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경

우 의료기관의 이윤이 높은 지역과 서비스 제공량이 많은 지역은 높

은 GPCI를, 그 밖의 지역은 낮은 GPCI를 부여받게 되고, 이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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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GPCI에 반영되어 지역 간 더 큰 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향후 지

역보정지수 사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사인건비 사용의 적

절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위험도 GPCI는 지역별로 달리 산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역

별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미국 위험도 GPCI의 경우 의료과실 

보험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전국 단위의 보험사와 지역 내

에서 활동하는 보험사 등 다수의 보험사가 존재하고 각 보험사는 지

역별로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위험도 GPCI를 산출할 때는 지

역별 보험료지수를 각 주별로 최소한 2개의 회사를 선정하고 시장점

유율이 50%가 넘도록 하기 위해 그 이상의 보험회사를 분석에 포함시

키기도 한다[19]. 따라서 위험도에 있어서 지역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의원의 경우 의료사고 책임보험료보

다는 자체비용으로 해결하는 곳이 많고, 병원급 이상 기관의 경우 책

임보험료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책임보험료 자료를 활용하

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자료, 

의료사고책임보험료 단체보험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자료 등

을 활용하여 의료사고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과, 한방, 치과 등 부

문별, 행위유형별, 진료과목별 위험도 금액은 산출하고 있으나[19], 

지역별 위험도 금액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위험도 GPCI를 산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는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의 지

수를 적용하였다.

한편, 의료자원의 지역쏠림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이나 

의료 취약지역 발생 해소, 취약 진료분야의 해소 등 정책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보상과 관련한 정책으로 분만 취약지 소

재 요양기관 분만가산, 응급의료 야간 가산 등 수가 가산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건강보험분야 이외에는 의료취약지나 응급의료취약지 소

재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의 보조나 취약지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수가가산, 시설

정비교부금이나 운영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

역 간 진료비 지불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국의 보건의료체

계가 직면한 자원불균형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가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국의 GPCI를 참고하여 한국의 GPCI를 산출하

는 방법론을 정의하고 사용 가능한 자료원을 소개하였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지역보정지수의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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