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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reviations

A&E

Accident & Emergency (department, services)

사고 및 응급(진료과, 서비스)

AC

Autonomous Community

자치지구(스페인)

ACCC

Australian Casemix Clinical Committee

호주 사례구성임상위원회

ACHI

Australian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호주 보건의료중재분류

ACRA

Advisory Committee on Resource Allocation

자원배분자문위원회

ACSS

Central Administration of the Health System
(Portugal)

보건의료체계중앙행정부(포르투갈)

ADRG

Adjacent DRG

ADRG

AFS

Annual financial statement(s)

연차 재무제표

AFSSAPS

Agency for Safety of Medical Products (France)

의약품안전청(프랑스)

(A)LOS

(Average) Length(s) of stay

(평균)재원일

AMI

Acute myocardial infarction

급성심근경색

AN-DRG

Australian National DRG

AN-DRG

AOTM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gency (Poland)

보건의료기술평가단(폴란드)

AP-DRG

All-Patient DRG

AP-DRG

APG

Ambulatory Patient Group(s)

통원환자군

AR-DRG

Australian Refined DRG

AR-DRG

ARH

Regional Hospital Agencies (France)

지역병원국(프랑스)

ARS

Regional Health Agencies (France)

지역보건국(프랑스)

ATIH

Technical Agency for Hospital Information
(France)

병원정보기술국(프랑스)

ATU

Temporary access for treatment (France)

임시사용허가(프랑스)

AWBZ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Act (Netherlands)

특별의료비보장제도(네덜란드)

BQS

Federal Office for Quality Assurance (Germany)

연방의료의질보장국(독일)

CART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분류회귀나무

CAT

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체축)

CC

Complication and co-morbidity

합병증 및 동반상병

CCAM

French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France)

프랑스 시술분류(프랑스)

CCSAE

Clinical Costing Standards Association of England

영국 진료원가계산기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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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근거개발급여(네덜란드)

CHS

Catalan Health Service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

CM

Major category (France)

주요 범주(프랑스)

CMA

Severe/acute/complicated episode(s) (France)

중증/급성/합병된 사례(중증합병증)
(프랑스)

CMBD

Joint standardized minimum basic dataset (Spain)

공통표준 최소기본자료세트

CMD

Major diagnostic categories (France)

주진단 범주(프랑스)

CMI

Casemix index

사례구성지표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센터

CMU

Casemix unit (Ireland)

사례구성 단위(아일랜드)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만성 폐쇄성 폐질환

CQUIN

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framework)

질 및 혁신위원회(체계)

CT

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

CVZ

Healthcare Insurance Board (Netherlands)

건강보험위원회(네덜란드)

DBC

Diagnosis–treatment combinations (Netherlands)

진단-치료조합(네덜란드)

DBC-DIS

DBC information system (Netherlands)

DBC 정보시스템(네덜란드)

DBC-O

DBC onderhoud
(Netherlands DBC administrative organisation)

DBC 사업단
(네덜란드 DBC 관리 기관)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괄분석

DG

Day grouper

당일입퇴원 그룹화 프로그램

DIM

Medical information units (France)

의료정보단위(프랑스)

DIMDI

German Institute of Medical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독일의무기록 및 정보연구소

DoHC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Ireland)

보건 및 아동부(아일랜드)

DPG

Day-patient grouper

당일입퇴원환자 그룹화 프로그램

DRG

Diagnosis-related group

DRG

ED

Emergency department

응급의학과

EHESP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anté publique
(School of Public Health)

보건대학원

EHIF

Estonian Health Insurance Fund

에스토니아 건강보험기금

ENC

National Cost Study (France)

국가원가연구(프랑스)

ENCC

Hospital cost database (France)

병원원가데이터베이스(프랑스)

ESRI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Ireland)

경제사회연구소(아일랜드)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U15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rior to May 2004

2004년 5월 이전의 EU 구성원 수

Abbreviations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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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

Case Fees Act (Germany)

사례당 지불에 관한 법률(독일)

G-BA

Federal Joint Committee (Germany)

연방공동위원회

GHCA

General Health Care Act (Spain)

일반보건의료법(스페인)

GHJ

Homogeneous groups of days
(French patient classification tool)

동질재원그룹

GHM

Homogeneous groups of patients
(French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동질환자군

GP

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

HAS

High Health Authority (France)

고위보건당국(프랑스)

HCAT

HIPE Coding Audit Toolkit (Ireland)

HIPE 코딩감사도구(아일랜드)

HCFA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미국)보건의료재정청

HDG

Main diagnosis group (Austria)

주요진단군(오스트리아)

HES

Hospital Episode Statistics

병원 사례통계

HIPE

Hospital In-Patient Enquiry (Ireland)

병원 입원환자조사(아일랜드)

HNDP

Hospital Network Development Plan

병원네트워크발전계획

HPID

Health Policy and information Division (Ireland)

보건의료 정책 및 정보부(아일랜드)

HRG

Healthcare Resource Group(s) (Ireland)

보건의료 자원군(아일랜드)

HRID

Health Reserch and Information Division (Ireland)

보건의료 연구 및 정보부(아일랜드)

HSE

Health Service Executive

보건의료집행부

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보건의료기술평가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WHO)

국제질병분류(WHO)

ICD-9-C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Ninth Revision, Clinical Modification

국제질병분류 9차 개정 임상적 수정판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Tenth Revision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판

ICD-10-A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Tenth Revision, Australia Modification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 호주 수정판

ICD-10-G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Tenth Revision, German Modification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 독일 수정판

ICHI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국제의료중재분류

ICP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in Medicine

국제의료시술분류

ICS

Catalan Health Care Institute (Spain)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연구소(스페인)

ICU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IGZ

Healthcare Inspectorate (Netherlands)

보건의료감시기관(네덜란드)

InEK

Institute for the Hospital Remuneration System
(Germany)

병원보수체계연구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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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ES

Institute for Research and Information in Health
Economics (France)

보건경제정보연구소(프랑스)

IR-DRGs

International Refined DRGs

IR-DRGs

IRF-PPS

American Inpatient Rehabilitation Facility Prospective
Payment System

미국 입원환자 재활시설 전향적
지불제도

IT

Information technology(ies)

정보기술

JGP

Homogeneous groups of patients
(Polish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JGP(폴란드 환자분류체계)

KAKuG

Federal Hospitals Act (Austria)

연방병원법(오스트리아)

KHEntgG

Hospital Remuneration Act (Germany)

병원보수에 관한 법률(독일)

KMÅ

Swedish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non-surgical 스웨덴 비외과적 시술 국가분류체계
procedures

KRUS

Agricultural Social Insurance Fund (Poland)

농업사회보험기금(폴란드)

KVÅ

Swedish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surgery and
non-surgical procedures

스웨덴 외과적 및 비외과적 시술
국가분류체계

LDF

Procedure- and diagnosis-oriented case groups
(Austria)

시술 및 진단기준 사례군
(오스트리아)

LKF

Performance-oriented hospital financing framework
(Austria)

성과중심병원 병원재원조달체계
(오스트리아)

LTR

Swiss performance-oriented payment system for
rehabilitation

스위스 재활치료 성과중심
지불제도

MAS

Major ambulatory surgery

주요 통원수술

MBDS

Minimum basic dataset

최소기본자료세트

MDC

Major diagnostic category

주진단범주

MEL

Single medical procedure (Austria)

단일의료시술(오스트리아)

MERRI

Missions d’enseignement, de recherche,
de reference et d’innovation
(teaching, research, recourse and innovation, France)

수련, 연구, 준거와 혁신
(프랑스)

MFF

Market forces factor

마켓 포스 지수

MIGAC

Missions of general interest and assistance with
contracting, including payments for education,
research and public health programmes

교육, 연구와 공중보건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적인 지원사업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MS-DRG

Medicare Severity DRG

메디케어 중증도 DRG

NCECI

NOMESCO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y

NOMESCO 상해외인 분류

NCSP

NOMESCO Classification of Surgical Procedures

NOMESCO 외과적 시술 분류

NFZ

National Health Fund (Poland)

국가 건강기금(폴란드)

Abbreviations

NHS

National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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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서비스

NOMESCO Nordic Medico-Statistical Committee

노르딕 의학통계위원회

NordDRG

Nordic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노르딕 환자분류시스템

NPR

National Patient Register

국가 환자 등록

NUB

New Diagnostic and Treatment Methods
Regulation (Germany)

새로운 진단과 진료방법 규제
(독일)

NZA

Dutch Healthcare Authority

네덜란드 보건의료당국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 협력기구

OPCS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British
Classification of Surgical Operations and Procedures)

인구센서스 및 조사국
(영국 외과적 수술 및 시술 분류)

OPS

Procedure classification codes (Germany)

시술 분류 코드(독일)

OR

Operating room

수술실

P4P

Pay for performance

성과지불제도

PbR

Payment by Results

결과에 따른 지불

PCCL

Patient Clinical Complexity Level

환자단위 중증도 점수

PCS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환자분류체계

PCSI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

국제 환자분류체계

PCT

Primary Care Trust

일차의료트러스트

PERFECT

PERFormance, Effectiveness and Cost of
Treatment episodes

PERFECT

PLICS

Patient-Level Information and Costing Systems

환자중심정보 및 원가계산시스템

PMSI

Hospital activity database (France)

병원활동데이터베이스

PRIKRAF

Private Hospitals Financing Fund (Austria)

민간병원재정기금(오스트리아)

QMS

Quality management system(s) (Germany)

질 관리시스템(독일)

RBG

Rehabilitation Treatment Groups (Germany)

재활치료그룹(독일)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

RRI

Relative resource intensity

상대자원강도

RSS

Patient discharge summary (France)

환자 퇴원요약(프랑스)

RUM

Departmental discharge summary (France)

진료과퇴원요약(프랑스)

RV

Relative value(s) (Ireland)

상대가치(아일랜드)

SALAR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

SAM

State Agency of Medicines (Estonia)

주 의약품관리국(에스토니아)

SD

Skewed distribution

치우친 분포

SGB V

German Social Law, Fifth book

독일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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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F

State Health Fund (Austria)

주건강기금(오스트리아)

SHI

Statutory health insurance

법정건강보험

STAKE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Health and Welfare

국가보건복지연구개발센터

TB

Tuberculosis

결핵

TUB

Berlin University of Technology

베를린공대

UBA

Basic Care Unit (Spain)

기본진료단위(스페인)

UMBDS

Uniform minimum basic datasets (Portugal)

단일최소기본자료세트

VAT

Value-added tax

부가가치세

VHI

Voluntary health insurance

민간건강보험

VW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Netherlands)

보건복지체육부(네덜란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XHUP

Public Hospital Network (Spain)

공공병원네트워크(스페인)

ZBC

Independent Treatment Centre (Netherlands)

개업의원(네덜란드)

ZUS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Poland)

사회보험청(폴란드)

ZVW

Health Insurance Act (Netherlands)

건강보험법(네덜란드)

Foreword

서문

xvii

한국어판 서문

신영수 박사(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 사무총장)는 예일 대학교의 로버트
페터(Robert Fetter) 박사 연구진의 일원으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 DRG 초
기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병원지불방식으로
의 DRG 채택이 이 책에 소개된 유럽국가들에 비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2012년 5월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수준 높은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기술
적용면에서도 이 책의 저자들이 소개한 국가를 포함해 그밖의 많은 국가들을 앞서고 있음
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체계 또한 OECD 국가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에 직면하고 있다. 행위별수가를 근거로 상환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급증하는 의료비와
비효율적인 의료 전달, 공급자의 수요 창출, DRG 지불제도 도입에 대한 공급자의 강한
반발이 그것이다.
병원과 의사 모두 DRG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DRG 지불제도하에서 수입이 큰 폭
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DRG 방식에 따른 유인으로 공급자의 진료 선택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기우와 주로 연관이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의사가 이미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적정 수준의 상환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
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DRG의 도입이 의사에게도 유익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DRG는 환자에게 제공된 개별 서비스에 대해 병원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사례 단위로 병원에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재
원기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의 양은 상환과 관련이 없다. DRG는 이상적으로는 특정 환자
의 치료에 필수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만을 제공하며 환자당 진료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유
인을 가진다. 1983년 미국에서 DRG 병원지불방식이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면서 처음 도
입되었을 때, 총 병원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병원 수입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병원지불방식과 공급자 수입의 관계가 직선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DRG
기반 지불제도가 공급자에게 얼마나 환대를 받을지는 사례당 상환액을 지불자가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DRG를 도입함에 있어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체계
를 고안하고 또한 도입 초기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진지
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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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불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국가에서 규제 당국은 환자 분류, 원가 계산, 의료의
질 보장 등의 유사한 문제들에 봉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DRG가 어떻
게 적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특정 DRG에 관
한 정보는 단지 자국의 언어로만 제공되어 왔다. 따라서 EuroDRG 사업(www.eurodrg.
eu)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여러 국가의 DRG 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고서
를 발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효율성, 원가 계산, 의료의 질과 같은
DRG와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논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외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앞
으로 DRG를 도입할 국가에서 그 개발 과정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토의되었던 많
은 사항들이 이 책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의 한국어 판이 한국에 널리 보급
되어 DRG에 관한 논의가 한층 더 객관적인 수준으로 유도되었으면 한다.
책의 번역, 특히 DRG와 같이 전문적인 서적의 번역서를 출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
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산병원 연구소의 노고에 매우 감사한다. 개인적으로
한국인 동료들과 협력하며 DRG에 대한 우리의 작업이 한국의 DRG 지불방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에
서 DRG의 도입이 있기를 고대한다.

2012년 7월 베를린에서
Reinhard Busse, Alexander Geissler and Wilm Que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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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이 책의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지도자, 의료 기술자,
병원 그리고 의사와 같은 독자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 DRG를 시행해 온 지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DRG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설계상의 차이가 낳을 수 있는 결과의 차별성에 대
한 국가간 비교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태이다. 적정한 DRG군의 수는 어느 정도이며, 어
떠한 경우에 지나치게 많아지는가? DRG 방식은 어떠한 조건에서 행위별수가제와 유사해
지는가? 최적의 원가계산시스템은 무엇인가? DRG 전문가 대다수가 한두 개 또는 소수의
DRG 시스템에 정통할 뿐, 여러 다른 형태의 DRG를 시행해 온 많은 유럽연합국가들에 대
한 심도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다양한 정책 및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발전 과정과 배경
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DRG와 관련해 ‘모
든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one size fits all’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음을 제안한다. 향후 동일
한 DRG 방식이 전 유럽에 걸쳐 적용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펴보
건데 임상범주, 환자분류체계, 원가 계산과 배부, 의료의 질, 그리고 모든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서로 상
이한 방식을 취해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비교 및 진단은 흥미롭고
유용한 일로서, 개발 단계에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구성시스템casemix

system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DRG 방식의 단
기적인 차이들은 각 구성 요소 내 기술적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해결 방안들을 제공해 준다.
유럽의 진료비 지불 방식이 DRG와 총액 예산제가 혼합된 형태로 단일화할 수 있는 길
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이를 위해 개별 구성 요소에 관한 사항
들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주의 및 감독하고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방
침이 제공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의 미국 메디케어 책임자였던 윌리엄 로퍼(William
Roper) 박사는 한때 DRG 시스템은 자체적인 복잡성과 관료적인 무게로 인해 붕괴될 것
이며 더욱 단순하고 효과 있는 인두제 capitation로 대체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때가 아
직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 책은 외래진료를 포함하는 체계와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전체
사례에 대해 지불하는 방식이 도래할 미래를 확신있게 일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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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책은 유럽연합과 OECD 가입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
이다. 필자는 세계은행 World

Bank의

보건경제학자로서 중·저소득 국가들의 지도층 방문

시, 보건부 장관과의 첫 회의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우선 순위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
으로 보건의료를 위한 자금 마련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로 시작되는 회의는 대개의 경우
재정 여력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호하고 두서 없는 토론이며, 여기서 나는 보건부
장관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몇몇 질문을 하곤 한다. 이때, 최대의 논
점은 바로 새로운 자금이 아니라 자원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유
럽과 북미에서처럼,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체계가 변화하는 인구 구조, 질병 양상 및 이
와 관련된 대처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과의 향상을 위해 인센
티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게 된다. 그 후 복지부 장관은 대개의 경우에 예외 없
이 보건의료체계가 DRG를 필요로 함을 표명하고, 잇달아서 몇 주 안에 DRG 체계를 실
행할 수 있을지 알고자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1990년대의 구소련에서, 금세기 첫 10년
동안은 중동에서, 지난 몇년 간은 남부와 동부 아시아에서 실제로 벌어져 왔다. 그리고 필
자의 동료들은 이러한 토론의 예가 남미와 가장 최근에는 아프리카(예: 가나, 케냐, 남아
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 왔다.
OECD 비회원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금력이 있는 병원 분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급성기 입원 치료비의 비중이 통상 전체 의료비의 50%를 초과하는데, 중국
에서는 58%이고, 브라질에서는 60% 이상이며, 구소련 국가들에서는 보통 70% 이상이
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술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제 line-item budget 또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보건의료 분야
의 성과 향상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주요 열쇠가 된다.
동시에, DRG 체제로의 전환이 위험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OECD 가입국이 아닌
국가들은 흔히 호주, 미국, 노르딕국가에서 그룹화 프로그램 software grouper을 수입하여 사
용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메디케어 웹 사이트에서 350개 항목과 삼단계 증증도를 포함한
공개 DRG 그룹화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시작했다. 또한 보건부 장관의 보좌관에게서 “우
리는 바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경험이 말해
주듯이,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데는 통상 5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채택되어야 할 다양한 방식들, 때로는 병행되
고, 때로는 맞물려 적용되는 방식들에 대해 통찰력있고 유용한 안내를 제공하며, 또한 가
장 신속하고 직접적인 시행 방식를 찾도록 돕기 위한 대안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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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세계은행은 새로운 지불방식의 설계와 구축 및 시행을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발
간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사례구성에 관한 장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이었다. 국가들이 ‘무
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단지 중앙아시아의 소수 국가의 예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과 비가입국은 오늘날의 유럽에서와 같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이 예로서 자주 제시되는 체계를 구
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급진적 변화를 이룬 전형이
되었다. 이처럼 발전되고 비교적 유사한 유럽국가 체계들은 투명성, 효율성, 의료의 질과
같은 DRG 의 영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궁극적 토대가 된다. 이 책이 보여 주듯이, 재원
일수의 단축, 병상수의 변화, 입원 및 병상점유율과 같이 예측 가능한 DRG의 영향이 있
는 반면, 유럽연합 가입국들 간의 상당한 차이 또한 존재한다. 보통 유럽국가들이 어느 정
도 동질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 책은 또한 보건의료의 조직, 재원조달 및 전달 체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사례 연구들은 각 국가들
이 사용한 정치적, 경제적, 관료적 접근 방식들을 상세히 설명해 서로 배울 수 있고, 또한
개별 국가의 역사와 특정한 이슈들을 반영해 독특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성공적인 체계의 디자인에 관한 중심 메시지는
정치적인 지지, 필요한 법 체계, 전달체계의 자치성, 훌륭한 정보체계 그리고 적극적인 의
료의 질 보장시스템과 관련한 성공적 시스템의 전제 조건들과 잘 혼합되어 있다.
즐기고, 배우고, 비교하며 또한 설계와 시행 단계에 주의하기를 바란다. 세계은행은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의 설립 파트너이며,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이 책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세계은행 전문가들은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의 책들과 간행물을 통해 기고하는 동시
에 모든 상황에서 배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고객 국가들과 함께 배워 가고 있으
며,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체계를 열망하고 있다.

Jack Langenbrunner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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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

모든 유럽국가에게 중요한 공통 이슈를 다루는 이 책을 개인적인 예를 들어 소개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990년대 이후 불가리아는 사회주의 모델인 중앙계획의 보건의료체계로부터 단일 보
험자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간 품목별 예산제를 사용했던 병원지불
방식은 점차 ‘임상경로clinical pathway’라고 알려진 보고된 활동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시작했
다. 각각의 임상경로는 일련의 유사 진단명 집합으로 정의되며 고정수가로 지불된다. 또
한 보험자와 의사집단 간의 협상을 통해 수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40년간 사용되
었던 체계와 상반되는 것으로, 불가리아가 예산, 수가 및 임금을 중앙에서 결정하던 시대
를 마감하며 자유 병원시장에 대한 희망으로 시작한 체계인 것이다. 하지만, 몇 년의 시간
이 지난 후, 임상경로에 대한 수가를 결정하는 데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
고, 다른 진단명의 비율과 한 진단명 내에서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실질 비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임상경로가
주진단 및 시술명에 근거했기 때문에 환자의 중증도와 동반질환을 반영하지 않은 데서 기
인했다. 따라서 병원은 많은 임상경로를 보고 할수록 더 많은 상환을 받았으며, 경미한 사
례를 치료할수록 더욱 ‘비용 효과적’이 되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
으로 불가리아의 입원율은 10년 내에 68%까지 증가하였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임
상 진단이 증가하였음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증가는 수가가 높은 치료에 대한
전문화된 민간병원의 증가에도 일부 기인하였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실제로는 놀라운
일이 아닌데), 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 또한 증
가하였다.
급증하고 있는 입원 및 관련 비용을 고려해서, 병원 단위에서의 총액예산제가 도입되었
으며 임상경로를 이용한 원가 계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떻게 적정한 총액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성과가 높은 병원들을 격려하고 비효
율적인 병원들을 줄여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과다한 진료
비 소비를 촉진하지 않으며 의료의 접근성과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두드러
지게 많아졌다. 임상경로 체계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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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불가리아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여러 유럽국가들의 예를 따라 DRG
지불 방식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입 목적에 따라 국가별로 명백한 차이
를 보이는 유럽각국의 DRG 시스템은 물론 이 시스템들의 장점, 단점, 기회 및 위협 요소
들을 밝혀 내고 비교한다는 것은 환자의 필요와 실제 비용을 반영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적정하고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DRG 지불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불가리아와 같은 국가에게는 큰 도전 과제이다.
따라서, 이 책의 1부에서는 DRG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초점을 두고 2부에서는 유럽
12개국의 DRG 시스템을 비교함으로써 DRG를 도입하여 병원지불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
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책은 필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슈와 관계된 모
든 이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다. 질문을 하고,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한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필독서이다.

Stefan Konstantinov
불가리아 보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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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

DRG 시스템의 출범과 유럽국가에서의 도입
Miriam Wiley

1.1 서론
병원의 모든 문제는 다음의 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환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얻은 진료 결과들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병원 리포트 방식을 공식화 formulate해야 한다. 각 병원은 표준화된 방
식에 따라 병원 리포트를 발간해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발간된 리포트들의 비교분
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병원 리포트를 이해의 출발점으로 함으로써 우리
는 병원 관리나 병원 효율성에 관해 질문할 수 있게 된다.
(Dr Eugene Codman, Address to the
Philadelphia County Medical Society, 1913)1

20세기 초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외과 의사 커드먼(Codman)
박사가 제기한 ‘병원의 문제’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Fetter, 1991). 커드먼 박사가 최초로 제기한 문제는 1960년대 후반 예일 대학 교수 로버
트 페터 박사(Robert Fett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재조명되고 발전되었다. 이 연구는 지
역 대학병원에서 자원 이용 평가 utilization

review

및 의료의 질 보장 quality

assurance

프로그

램 개발을 의뢰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서 병
원의 성과 측정’이라는 이 작업은 향후 20년 간 수행된 과제의 시작이었다(Fetter, 1991,
p.4). 흥미로운 것은 1965년 메디케어 Medicare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프로그램 등록 조건
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친 DRG 시스템
1

Codman, 1913~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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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음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이 결국 1983년의 메디케어였다는 것이다.
병원의 성과 측정과 비용 계산 방법의 고안을 위해서는 병원에 있는 막대한 양의 환자
자료를 다루어야 했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이를 위해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을 개
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Fetter, 1993). 1973년 개발된 DRG 시스템의 첫 번
째 버전은 54개의 주진단 범주 Major Diagnostic Categories와 333개의 DRG 그룹으로 구성되
었다. 두 번째 버전은 연방사회보장국 Feder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개발했고, 83개

의 주진단 범주와 383개의 DRG 그룹으로 구성되었다(Fetter et al., 1980). 세 번째 버전
은 1978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개발해 처음 사용했다. DRG 시스템의 최종 버전은 예일 대
학의 보건의료체계 관리 그룹Health

Systems Management Group이

미국 보건의료재정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과

계약을 맺고 개발했는데,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원 의료자원의 양을 구분하고 임상적 결과가 비슷한 그룹들로 임상
적 동질성이 있는 환자분류체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Rodrigues, 1993). 23개 주
진단 범주 및 470개 DRG 그룹으로 구성된 소위 HCFA-DRG 시스템은 ‘전향적 지불제도
Prospective Payment System’라고

불리며 1983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도입되어 병원지불제도

로 정착되었다.
메이즈(Mayes)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전향적 지불제도의 법적 도입이 ‘의료 회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이며(Mayes, 2007, p. 21), ‘공급자인 병
원과 의사가 반세기 이상 성공적으로 축적해 왔던 정치적, 경제적 힘이 의료비용을 지불하
는 기관으로 이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ibid, p. 21). 메이즈가 언급한 이러한 힘의
이동은 일반 대중에게는 사실상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보적인 환자분류체계인 DRG 시스템의 도입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전역에서 이와 관련한 힘의 이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고
자 한다.

1.2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어서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1983년 미국 정부의 DRG 시스템 도입이
일으킨 세계적 파급 효과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 쉽다. 오늘날 우리는 관심분야의 중
요한 업적이나 의미 있는 세계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는 학술지를 구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참고문헌을 검토하고, 국외의 전문
가들과는 팩스나 전화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전향적 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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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적 파급 효과는 유럽과 호주 등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유럽에서는 1984년 프랑
스 보건부 장관 주최로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 등 총 5개국이
모여 미국 DRG 시스템 개발팀의 리더인 로버트 페터(Robert Fetter) 박사를 초청해 회의
를 개최했다. 2년 후 더블린에서는 유럽 11개국이 모여 심도 있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1987년 리스본에서는 15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환자분류체계와 관련된 이
슈에 관심 있는 국가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환자분류
체계기구Patient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 (PCSI)로 오늘날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2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1984년에 전국 DRG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 이
후 많은 DRG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 DRG 관련 분야를 중요 연구
분야로 급부상시키고 호주 DRG 시스템 개발과 적용에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이
끌었다.
예일 대학 DRG 개발팀의 주관으로 1986년 런던, 1987년 워싱턴, 1988년 시드니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미국 이외 국가의 의료시스템에 DRG 방식을 적용하
는데 있어 호환성 및 적합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예일 DRG 팀에서 이 문제
를 해결할 국제적 개발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제회의를 통해
DRG 개발 관련 국가간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연구자들과 정책 입
안자들이 일대일 연락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제회의
와 PCSI에서 주최한 국제회의는 DRG 분야 선두 주자들의 정보 공유를 가속시켰고, DRG
를 배우고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렇듯 많은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DRG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도 가속도가 붙었다. 1985년 유럽의회는 당시 유럽에서 행한 DRG 관련 연구들을 지원했
고,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DRG 방식으로 산출된 평균
재원일수의 국제적 비교분석 결과를 출간하기 시작했다(Rodrigues, 1989). 1980년대 말
의료와 보건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프로그램은 DRG 원가계
산과 DRG 도입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 과제에 대한 재정을 지원했다. 또한 유럽 병원들에
게 적합한 환자분류체계 개발을 지원했다(Casas & Wiley, 1993; Leidl et al., 1990). 같
은 시기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병원 예산과 병원 업무 관리를 위한 DRG 도입에 관한 많
은 회의를 지원하였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DRG 시스템의 연구 개발부터 정책 입안, 도입
에 이르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유럽과 호주에서 DRG 지불제도의 국
가적 도입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추진되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유럽에서는 포
르투갈이 1988년 산재보험의 병원지불제도로써 DRG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최초의 국가
2

PCSI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PCSI 웹사이트 참조(www.pcsinternational.org, 2011. 7.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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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다(21장 참조). 포르투갈의 산재보험 병원지불제도는 당시 전체 병원 의료서비스
의 약 30%를 차지했다. 다음은 노르웨이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선택된 시범 병원에서
DRG 병원지불제도를 도입했다(Magnussen & Solstad, 1994). 아일랜드는 1993년 일부
급성기 병원에서 예산 할당에 DRG 방식을 도입했다(15장 참조). 호주의 첫 DRG 도입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주 연방 보건당국은 호주 연방과 8개 주 및 특별 구역에
서 1988~1993년 메디케어 합의안에 DRG 도입을 포함하도록 했고, 1992년부터 사용하
기 시작한 호주의 AN-DRG 개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
는 1993년에 공립 병원의 예산을 세우는 데 DRG를 최초로 도입한 주가 되었다(McNair
& Duckett, 2002).

1.3 이 책의 목표: DRG의 현주소 조망
DRG 사례구성casemix 분류 시스템의 개발(적용 범위의 확대까지)을 국제적 현상으로 보아
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Kimberley et al., 2008). 연구 개발부터 적용, 세계적 보급까지
이토록 빠른 진전을 보인 경우는 보건의료체계 개발 분야에서 흔치 않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에게 유럽국가들의 이 분야 개발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전달하는 것이다. DRG 시스
템과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병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과 의료
의 질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DRG를 도입한 국가에서 이러한 목표들
이 성취되었는지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럽의 DRG 시스템에 있어
서의 경험과 발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책은 EU의 제 7차 다자간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me(FP7)에서 결
의한 EuroDRG 프로젝트3 (연구 자금 지원)에 초점을 두고 기술한다. 이 책에 거론된 12개
EuroDRG 프로젝트 참여국(오스트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
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은 지리적 위치(포르투갈 vs. 핀란드, 폴
란드 vs. 프랑스)와, 보건의료체계 유형(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vs. 법정건강
보험 Statutory Health Insurance), EU 참여 기간(에스토니아 vs. 네덜란드)을 고려하여 선택하
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 국가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다. 한편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DRG 시스템 개발에 관해 연구한 이 책의
자매편의 출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밝혀 둔다.
이 책을 유럽과 세계 곳곳의 보건의료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바친다. 또한 여
러 국가의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통 언어’의 출현
3

추가 정보는 EuroDRG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www.eurodrg.eu, 2011. 7.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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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1부에서는 DRG의 주요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유럽
12개국의 경험을 검토함으로써 DRG 시스템을 도입, 발전 및 최적화하고자 하는 국가들
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환자 및 지불방식에 대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의 중요성
이 커져감에 따라, 유럽 DRG 시스템의 협력과 궁극적으로는 표준화 가능성을 타진해 본
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은 1세기 전 커드먼 박사로부터 시작된 DRG 시스템의 변천사를 설
명하는 한편, 로버트 페터 박사가 제기한 ‘다소 이상한 병원의 비용 행태’(Fetter, 1993,
p. v)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DRG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변천사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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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론
1983년 미국에서 DRG를 메디케어의 병원지불제도로 채택한 이후, DRG 지불제도는 비
록 국가별로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에서 병원지불 및 의료서비스 측정 방식으
로 사용되어 왔다(Paris et al., 2010). DRG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는 국가간 혹은 한 국
가 내에서도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DRG를 주
로 병원의 사례구성 casemix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한편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는 DRG를 병원지불액 payment

rate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DRG

도입 시기 및 적용 과정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DRG를 각국의 서로 다
른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설계하고 적용했기 때문이다(Busse et al., 2006;
Schreyogg et al., 2006).
이 장의 2.2에서는 유럽국가들의 DRG 도입 목적 및 적용 이후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들, 그리고 DRG 도입 초기부터 지불제도로 사용하기까지 과정상 겪었던 복합적인 어려
움들을 설명한다. 많은 국가에서 이 과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이는 DRG 지불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결과 때문이다(6장 참조). 또한 DRG 시스템의 세
계적인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병원지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2,
3장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와 총액예산
제 global budgets에 대해 설명한다. 2.4에서는 DRG 시스템이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병원
지불제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병원지불제도로 도입된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하는 병원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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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DRG 사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 책의 간략
한 구조적 개요를 설명할 것이다.

2.2 DRG 도입의 기대와 목적
각국의 다양한 형태의 병원 시스템에도 불구하고(2.4 참조) DRG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첫째는 병원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
스 즉, 환자 분류, 병원의 생산성 측정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이다. 둘째는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 건수와
진료 형태를 기술함으로써 병원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유인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투명성 증가 및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전반적 의
료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적어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표 2.1은 유럽 여러 국가의 DRG 도입 목적이 처음 도입 당시와 2010년에 어떻게 달라
졌는가를 보여 준다. 흥미롭게도 DRG를 일찍이 도입한 포르투갈과 프랑스 같은 국가는
투명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DRG 도입의 후발 주자인 네덜란드나 폴란
드는 병원 진료비 지불제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1 DRG 시스템의 도입 연도와 도입 목적
국가명

DRG 도입 연도

도입 목적

2010년의 운영 목적

오스트리아

1997

예산 할당

예산 할당, 계획

영국

1992

환자 분류

지불

에스토니아

2003

지불

지불

핀란드

1995

활동의 명세화,
벤치마킹

계획 관리, 벤치마킹,
병원 비용 청구

프랑스

1991

활동의 명세화

지불

독일

2003

지불

지불

아일랜드

1992

예산 할당

예산 할당

네덜란드

2005

지불

지불

폴란드

2008

지불

지불

포르투갈

1984

성과 측정

예산 할당

스페인(카탈로니아)

1996

지불

지불, 벤치마킹

스웨덴

1995

지불

벤치마킹, 성과 측정

출처 : 이 책의 2부에 언급된 국가들의 정보에 근거하여 저자가 편집
주석 : DRG 도입 목적이 병원지불이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기간의 전환 시기를 거친 후 병
원지불 목적으로 DRG를 적용할 수 있었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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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은 1980년대 초 이후 여러 국가의 DRG 도입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각국은 서
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DRG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환자 분류
를 목적으로 도입했고 나중에는 병원지불 목적으로 도입했다. 일부 국가는 DRG를 환자
분류의 목적으로만 상당 기간 사용했는데, 그것은 DRG 지불제도 도입 이전에 미리 DRG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함이었다. 영국에서 10년 동안 환자 분류로 사용한 것이 그 예이
다. 다른 국가는 대부분 짧은 기간을 거쳐 DRG를 병원지불제도로 채택했다. 그 예로 아
일랜드는 1992년에 DRG 도입 후 1993년부터 예산 할당에 사용했다.
DRG 시스템의 도입이 투명성을 제고시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DRG 시스템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정보가 공통의 특성을 갖는 그룹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DRG 시스템은
환자들을 비슷한 질병군과 시술 방법으로 분류함으로써 표준화된 단위들로 병원 의료서

NordDRG

JGP
폴란드

AP-DRG
(CMS-DRG)

DBC
네덜란드

AP-DRG

AR-DRG

GHM
프랑스

아일랜드

NordDRG
핀란드

G-DRG

NordDRG

HRG
영국

에스토니아

LKF

연도

오스트리아

비스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병원 관리자들과 정책 입안자

현행 DRG
시스템

2010
2005

2000

1995

1990

1985

DRG 도입
DRG 병원지불

그림 2.1 DRG 도입부터 DRG 기반 예산 배정과 지불까지
출처 : 이 책 2부의 해당 국가별 정보에 근거하여 저자가 편집
주석 : 아일랜드는 1993년에 HCFA-DRG를 시행했고 2003년에 AR-DRG로 전환하였음

스웨덴

스페인
(카탈로니아)

포르투갈

독일

1980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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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동일 DRG 내 재원일수, 진료비용, 의료의 질 등을 병원간 또는 병원 내 부서간 비교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RG 방식은 환자의 진단과 시술 등이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특정
환자 진료비용의 정확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DRG는 이전부터 고질적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정책 결정 분야에 있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벤치마킹과 업무 성과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병원지불제도로 총액예산제를 사용했던 국가들은 병원에
서 어떤 종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또는 의사가 병동이나 부서에서 얼만큼의 비용
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졌다. 1990년대 말부터 2000
년대 사이에 DRG를 병원지불제도로 도입한 국가들은 매우 야심찬 목적을 가졌다. 공급
자인 병원에 대해 적절한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며, 효율적인 최적
의 진료 제공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유럽국가에서 의료비용이 증가하
는 가운데, DRG 지불제도는 선물시장의 한계 생산비용과 같은 재무적 압력을 주고 효율
적인 자원 사용을 조장하는 거시경제학의 원칙을 따르는 정책설계에 잘 부합한다(Shleifer, 1985) (7장 참조).
유럽국가 중 포르투갈은 1980년대 말 산재보험의 병원지불을 DRG 방식으로 운영하는
선두주자였다. 최근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여러 유럽국가에서 효율성, 의료서비
스, 서비스 투명성의 제고, 진료 대기시간과 입원 기간 단축, 환자의 선택권 확대, 의료의
질 향상, 병원 간 경쟁 촉진 등의 총체적인 목적을 두고 DRG 지불제도를 적용, 발전시켜
왔다. 한편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DRG는 여전히 병원 의료서비스의 계획과 운영에서 투
명성 제고를 위해 일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2.1에 대한 앞 절의 설명처럼, 대부분의 국가는 각국의 특색에 맞는 DRG 시스템
을 사용한다. 다만,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호주의 AR-DRG나 미국의 AP-DRG와 CMSDRG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국가는 외국의 DRG 시스템을 도입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자국의 특성을 살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다. 핀란
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같은 노르딕국가는 특별히 NordDRG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그
것을 기본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사용한다(16장 참조). 이러한 방식은 범 유럽
적 DRG 시스템의 상호 적용, 또는 통합된 DRG 개발의 예로서 적용될 수 있기에 특별하다.
여러 국가가 그 전에 사용한 병원지불제도의 형태(2.3 참조) 또는 매우 다른 구조적 상
황(2.4 참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RG 지불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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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러 병원지불제도와 유인
대부분��������������������������������������������
의�������������������������������������������
국가에서 DRG 지불제도는 병원의 성과 향상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었다(Langenbrunner & Wiley, 2002). DRG 지불제도 도입 이전에는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와 총액예산제 global budgets의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다. 이 두 방식은 DRG 방식과는 다른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DRG 지불제도의 전 세계적 확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불
제도들이 갖는 유인을 인식하고 병원지불제도를 통하여 달성해야 하는 목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병원지불제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시행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공급자를 유인해야 한다. 또한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와 그
에 관련된 비용들을 잘 관리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극
대화해야 한다. 최적으로 설계된 병원지불제도는 환자, 공급자, 의료서비스, 비용 지불
자, 그리고 크게는 사회적 측면까지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특성 때문에 모든 관
점에서 최적의 지불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각각의 지불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는다. 표 2.2는 병원지불제도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대한 각 지불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했다.

2.3.1 행위별수가제
에스토니아와 같은 일부 유럽국가들과 미국에서는 DRG 지불제도 도입 전에 행위별수가
제 fee-for-service

payment를

사용해 왔다. 행위별수가제에서 총진료비는 실제 환자 개개인

에 대해 발생한 총의료비용을 잘 반영해 준다. 행위별수가제는 공급자 측에게는 상환비용
이 적어도 제공된 의료비용과 같거나 사실상 이익을 남기게 되므로 공급자는 이를 공정하
게 느끼고 선호한다. 행위별수가제는 공급자에게 생산적이고 환자당 진료량을 늘리는 데
있어 강한 유인을 준다. 따라서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상
표 2.2 서로 다른 병원지불방식 간의 이론적 장점과 단점
병원 활동

범위

환자수

환자당
의료서비스량

지출 통제

기술적
효율성

의료의 질

행정적
간편성

투명성

행위별수가제/
비용 상환

+

+

-

0

0

-

0

DRG 지불

+

-

0

+

0

-

+

총액 예산

-

-

+

0

0

+

-

지불방식

출처 : Barnum et al. (1995)과 WHO(2000)에 근거하여 저자가 편집
주석 : + /-: 증가/감소; 0: 중립 혹은 불명확; 기술적 효율성의 정의는 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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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행위별수가제는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조장할
수 있고, 심지어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어 환자의 진료 결과와 효
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예산의 제한이 없는
순수 행위별수가제하의 공급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게 되므
로 사실상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로 병원에 지불하
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구체적인 최신 의료수가 목록이 있어야 하며, 시행한
각각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등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비용 통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의료 수가 목록을 세분화해서 각각의 항목에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2.3.2 총액예산제
유럽에서 총액예산제 global budgets는 DRG 지불제도 도입 전 병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보편
적인 방식이었다. 총액예산제에서 다음 해의 의료비용은 병원과 비용지불기관 간의 협상
하에 전향적으로 정해진다. 지불비용은 일반적으로 진료 환자수나 재원일수 같은 병원서
비스의 양에 따라 책정된다. 총액예산제는 행정적 관리가 간단하고 지출비용이 정해져 있
는 특성상 효율적으로 비용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장하는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환자의 요구 need
가 무시되거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들은 일당
비용을 청구 단위로 하는 목표예산제target budgets를 사용한다. 목표예산제하의 병원은 환
자의 재원일수를 늘려 병상이용률을 증가시키려는 분명한 유인을 갖게 된다.
행위별수가제와 총액예산제는 의료서비스나 의료비용 통제 측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유인을 갖는다(표 2.2).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를 과다 제공하게 하고 총액예산제
는 적게 제공하게 하기 때문에 두 방식 모두 최적의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행위별수가제와 총액예산제의 중간 정도의 유인을 갖는
DRG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3.3 DRG 지불제도
이 절에서는 DRG 지불방식의 이론적 유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론적 유인은 이 책에
나온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는 DRG 시스템의 실제적 유인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 DRG 지불제도 DRG-based payment는 환자 진료 건수를 증가시키고 제공되는 의
료서비스의 강도는 감소시키는 데 강한 유인을 갖는다. 행위별수가제와는 반대로 DRG 지
불제도는 병원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게 하는 유인이 있고, 총액예산제와는 달리 병
원이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장려한다. 비용 통제 측면에서 DRG 지불제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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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 진료 건수가 증가했는지 혹은 환자당 제공되는 총 의료서비스의 강도가 감소했는
지에 따라 평가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위별수가제에서 DRG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는 의
료비용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총액예산제에서 DRG를 도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만약 DRG에서 환자군 간의 차이와 동일 DRG 내 제공된 서비스의 차이가 충분히 통제
되지 않는다면, 매우 복잡한 환자 사례의 비용은 낮게 측정되고, 단순한 환자 사례의 비용
은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 부담을 피하려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DRG 지불방식은 진단과 시술에 대하여 상세하고 표준화된 코딩을 요구
할 뿐만 아니라 각 DRG별 평균비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에 행정 관리가 복잡하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각각의 지불방식은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표 2.2).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서로 다른 지불제도의 특성들을 접목시켜 왔다. 현행 DRG 시스
템은 DRG를 정의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지불된다. 행위별수가제의 특성이 DRG 지
불제도에 도입되어 병원은 제공한 서비스에 근거해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받는다. 또한
총액예산제 운영 방식대로 특정 의료서비스나 고가 의약품, 예외적인 장기입원 등에 추가
비용이 지불된다(그림 10.2). 이러한 비용 지불방식의 개선은 매우 다양한 병원 환경하에
서 시행되어 왔다. 2.4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2.4 병원 형태
병원은 상당히 오랫동안 단순히 환자들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병상과 음식, 간호
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간주되어 왔다. 병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증진한다(Miller, 1977). 그러나 병원의 정의는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병원서비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설명까지 확장
되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병원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효율성
은 증진시키기 위해 입원진료를 외래진료로 전환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에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가져 왔다(McKee & Healy, 2002). 의료 기술 혁신과 진료 절차의 재구성
으로 인해 외래환자수가 증가하고 병원 밖이나 병원 내 외래 전담 과에서 행하는 외래 수
술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입원과 외래진료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표 2.3은 DRG 지불제도 도입 전인 1995년과 도입 후인 2008년에 대해 2부에 제시된
유럽 12개국의 병원 관련 특정 지표들 간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한다. 제시된 숫자들과 변
화율은 DRG 도입 이전뿐만 아니라 도입 후에도 국가마다 진료 절차가 다르고 병원 구조
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2개국 중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 사이에 급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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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1995년과 2008년의 유럽의 급성기 진료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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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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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병상수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인구 1인당 급성기 병원 및 병상수는 2008년에 12
개국에서 3~5배로 다양했다. 1995년의 3~6배의 차이가 경미하게 줄어들었다. 급성기
병원의 입원 경향은 명백하지 않다.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18.1%, 영
국은 42.5%의 급성기 병원 입원이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2.6%), 핀
란드(4.7%), 스웨덴(6.6%) 그리고 아일랜드(7.2%)에서도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반면 오
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는 각각 22%와 15% 증가했다.
급성기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는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감소했다(에스토니아
45% 감소, 프랑스 2% 감소). 그러나 1995년처럼, 2008년에도 급성기 병원의 평균 재원
일수는 국가마다 2배까지 다르다(핀란드와 독일 비교 참조).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와는 달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서는 199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병
상점유율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아일랜드(89%)와 네덜란드(56%)의 병
상점유율은 1995년보다 큰 차이를 보여 1.6배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 지출에서 입원환자 지출을 비교하면 각국이 같은 종류의 환자
들을 다른 방식으로 입원이나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2008년 각국의 병원 의
사의 총수를 비교할 때도 보여진다. 핀란드와 비교해 독일의 병원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
는 수의 의사가 일을 하고 있다. 국가간의 비교에서 항상 비교 변수 간의 정의가 완전히 일
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병원의 의료서비스가 국가마다 어느 정도 다
르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병원의 소유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에서는 민간영리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 대부분의 병원 병상은 공립
혹은 민간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표 2.4).
요약하면 DRG는 각 국가마다 다른 다양한 병원 구조에 도입되었다. 또한 DRG 지불제
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계속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DRG 지불제도
는 다양한 병원 구조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개발이나 적용 형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서로 다른 의료제도하에서 DRG 시스템이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보장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것
이 이 책의 주된 목적이다.

2.5 책의 구성
유럽국가 간 각기 다른 DRG 시스템에 대한 비교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각국의
DRG 시스템의 특성이 병원의 투명성과, 효율성, 의료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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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 간 병원 소유 유형별 백분율(급성기 진료 병상 %), 2008년
국가

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

오스트리아

73

19

9

핀란드

89

0

11

프랑스

66

9

25

독일

49

36

15

아일랜드

88

0

12

네덜란드

0

100

0

폴란드

95

0

5

포르투갈

86

7

8

스페인

74

17

9

스웨덴

98

0

2

영국

96

4

0

출처 : Paris et al., 2010
주석 : 에스토니아에서는 모든 병원이 사법하에서 운영되지만 대부분 공공병원이다(17장 참조).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책의 목표는 이러한 이해의 부족한 부분을 채
워주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1~10장)는 DRG 지불제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다루고, 의료서비스 전달의 질과 효율성 그리고 의료기술 혁신에 있어 DRG 시스
템의 영향을 설명한다. 1부의 목적은 각국의 DRG 시스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DRG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 과제들을 짚어 보는 것이다. 이와 동시
에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검토는 유럽 전역에 걸친 DRG 시스템 및 DRG 지불제도의 통합
가능성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3장은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구성요소를 설명
한다. 4장에서는 유럽의 DRG 시스템과 환자분류체계(PCS)의 차이를 분석한다. 5장은 유
럽국가의 원가회계시스템의 문제점 및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한다. 6장은 환자분류체계의
사용을 넘어서 DRG 지불제도의 사용이 유발하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설명한다. 7장과 8장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에 미치는 DRG 영향의 증거들을 제시
한다. 9장은 이 책에 거론된 12개국이 DRG 지불제도하에 의료기술 혁신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주
요 문제들을 요약하고 DRG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한다.
2부(11~23장)에서는 EuroDR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2개국의 각 DRG 시스템 특성에
대한 상세하고 구조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2개국은 오스트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
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이다. 각
국가마다 자국에 맞는 독특한 보건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DRG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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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들은 대부분 그 국가의 언어로만 쓰여 있다. 또한 국가마다 다른 구체적인 용어
들로 DRG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어 이는 국가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2부에서는 유럽
의 DRG 시스템의 비교를 시도하는 연구자들 및 정책입안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점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의 DRG 시스템을 설명하는 장으로써 그 국가의 병원서
비스 및 DRG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개요를 제1절에서 제공한다. 제2절에서는 DRG 시스
템의 개발 및 개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3절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비용적으로 동질적
인 DRG그룹들로 환자들을 분류하는 현행 DRG 시스템을 설명한다. 제4절은 DRG 지불
액을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원가회계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제5절은 그 국
가의 DRG 지불제도를 설명하고, 제6절은 현행 DRG 지불제도하에서 새로운 의료기술 혁
신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7절은 그 국가의 DRG 시스템의
평가방법을 논하고 제8절은 향후의 DRG 시스템 발전 및 개정에 관한 개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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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론
전 세계적으로 DRG 시스템 및 지불제도가 많은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imberly et al., 2008) 이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단편적이다. 또한 각국
의 구체적인 DRG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DRG 시스
템 개발에 있어 아직까지 최적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France, 2003). 즉 각국의 서
로 다른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및 비교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RG 시스템 및
DRG 지불제도의 최적의 설계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없다. 또한 DRG 지불제도하에서의
병원의 효율성, 의료의 질, 기술혁신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불분명하며(Brügger, 2010),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개발된 DRG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국가의 DRG 시스템 및 지불제도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DRG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최적화하고자 하는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 뿐
만 아니라 ‘EU의 범국가적 환자 권리의 적용 선언Directive on the Application of Patients’Rights in
Cross-Border Healthcar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1)’에서 언급된 국가 간

증가하는 환자의 이동과 EU 국가 간 표준화된 DRG 지불제도 도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 DRG 지불방식이 동질화되지 않으면 한 EU 국가 환자가 다른 EU 국
가의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효율성 및 의료 원가 면에서 국가 간 차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의
수가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비교는 각 국가의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이 없어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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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Chapko et al., 2009; Busse et al., 2008 참조).
이 책의 전반부는 (1)유럽 12개국의 DRG 시스템 및 지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와
(2)DRG 도입 이후 병원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및 기술혁신 측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총체
적인 분석을 통해 DRG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유럽에서 병원지불제도로 어떻게 사용되었
는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유럽 여러 국가의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비교를 위한 개요를 제시한다. 따라서 DRG 지불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DRG 시스템 도입 이후 병원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신의료기술의
적용에 예상되는 효과를 소개하려 한다. 또한 특정 주요 개념들을 강조하고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를 설계하거나 최적화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을 제시한다. 이 책의 4장
부터 9장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 유럽의 DRG 시스템의 표준화나
더 깊은 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은 여러 장에 걸쳐 계속 다룰 것이다. 10장에서는 이
러한 여러 문제들을 열거하며 1부의 1장에서 9장까지의 결론을 도출한다.

3.2 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이해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가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단일화된 비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 없이는 각 국가별 시스템의 특성들 내
에서 방향을 잃기 쉽고, 또한 각국의 유사성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로 인한
혼돈이 초래된다. 그림 3.1은 이 책의 전반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모든 국가는 어떤 형태든지 DRG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4장), 병원
의 원가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으며(5장), 병원지불방식으로 DRG를 사용하고 있다
(6장). 3.2.1에서 이 구성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와 상호작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성(7장)과 의료의 질(8장), 기술혁신(9장)에 대한
DRG 지불제도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3.2.2에서 설명하고 있
다. DRG 시스템이 병원서비스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으로 기술
하지 않았다. 그러나 DRG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한 투명성 증진은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과 의료의 질 모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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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스템
(또는 DRG식 환자분류체계)

병원 원가 정보

환자 특성

진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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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시스템

공급자 특성
개발과 개정에 사용

다른 국가로부터
전문가 의견

DRG

DRG 가중치의
계산과 협상,
조정에 사용

재원일수 자료(대안적)

원가 계산의
영향

DRG 시스템과 가중치의 개정

화폐적 환산 및 조정

6장

DRG 가중치

기본요율, 점당 점수 등

DRG 병원지불방식

상대 가중치

구조적 조정: 지역, 임금 수준 등

DRG 기반 사례 지불

점수

이상치, 추가 지불

DRG 기반 예산 할당

수가

DRG 기반 예산 협상
지불금액 설정 기전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

기술혁신

의료의 질에 대한 영향

효율성에 대한 영향

병원 의료의 질

병원 효율성

비용 절감 기술혁신 장려

진료 경로 최적화

재원일수 감소

비용 상승 기술혁신의 문제

다른 의료제공자와의 긴밀한 협력

DRG 병원지불의 개정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9장

8장

7장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그림 3.1 책 전체 개요

3.2.1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DRG 시스템(4장)
DRG 시스템은 환자분류체계(PCS)로 다음의 네 가지 주된 특성을 갖는다. (1)정기적으로
수집된 환자의 퇴원 정보를 이용해서 (2)관리 가능한 수의 그룹, 즉 DRG로 분류한다. (3)
분류된 그룹들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4)비용적으로 동질적이어야 한다. DRG 시스
템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많은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비용적으로 동질적인 관리
가능한 수의 그룹들로 요약한다. 이를 통해 병원의 활동에 대한 간결한 측정 수단을 제공한
다. 다시 말해, DRG는 병원 성과물을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DRG 시스템은 병원의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비교 가능하게 하고 병원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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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스템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도입된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 중인 DRG 시스템을 그
대로 도입하거나 처음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처음에
는 다른 국가의 DRG 시스템을 도입한 후 자국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여 사용했다(4장). 이
책이 소개하는 8개국(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
덴)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로 소개된 HCFA-DRG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DRG

시스템과 적어도 어느 정도 유사한 DR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독일과 아일

랜드는 호주의 AR-DRG Australian

Refined-DRG

시스템을 도입하여 발전시켰다. 오스트리

아, 영국, 네덜란드는 자국의 DRG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하여 사용했다. 한편, 폴란드
는 영국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자체 개발된 DRG 시스템
은 환자들을 반드시 진단 관련 그룹으로 분류하지는 않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말 그대
로의 DRG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이 책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 모든
환자분류체계에 대해 ‘DRG’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DRG 시스템의 실제 환자 분류는 일반적으로 전산화된 분류 소프트웨어에 의해 수행
된다. 환자 분류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의료서비스의 진단과 시술이다. 따라서 DRG 운영
의 필수 요구 조건은 병원의 진단과 시술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의한 분류이다. 진
단 분류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을

사용하

고, 수술과 시술 분류에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구성된 영국 인구조사국 OPCS the English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를

사용하는 것이 일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가 DRG를 정의하는 데 적용되는 방법은 세부 DRG 분류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다. 여러
DRG 시스템들 간의 전반적 구조는 서로 비슷하더라도(4장 참조) 특정 DRG에 대한 정확
한 정의는 매우 상이할 수 있다(Quentin et al., in press).
이상적으로는 의료자원 소비가 가장 많은 부분이 DRG 분류 변수가 되어야 한다. 즉,
진단이나 시술을 기준으로 환자의 DRG를 분류해야 한다. 한편 DRG 시스템이 원가면에
서 그룹을 동질적으로 정의하지 못한다면 DRG를 기준으로 한 성과 비교에서 DRG 환자
들간의 차이를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DRG 지불제도는 일부 환자들
에게는 너무 높거나 낮아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들이 유리한 DRG로 조정
하기 위해 분류나 진료 행태에 있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6장 참조), 그룹화 변수
의 선택에 있어서는 이 변수들의 조작의 용이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혁신과 다른 변수들로 인해 진료 방식이 바뀌고 비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DRG
시스템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동질적인 비용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DRG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9장 참조). 대부분의 국가는 DRG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정하기
위해 그림 3.1과 같이 일종의 병원 원가 정보를 사용한다(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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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환자를 DRG로 분류하는 방식 또한 여러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DRG 시스템에서는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환자에게 하나의 DRG를 부여한다. 반면 환자가
경유한 진료과마다 DRG를 부여하는 DRG 시스템도 있다(18장, 핀란드편 참조). 또 다른
DRG 시스템에서는 특정 진단과 관련된 특정 치료에 대하여 DRG가 부여되고, 여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원과 외래진료가 포함될 수도 있다(23장, 네덜란드편 참조). 마지막으로
어떤 환자군을 DRG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사례 중
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비용적으로 동질적인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정신과 환자들은 많은 국가의 DRG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이 그룹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단과 시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면에서 동질적인 그룹들
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Lave, 2003; McCrone & Phelan, 1994). 그러
나 여러 국가에서 현재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DRG가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과정에 있다
(4장, 10장 참조).

병원 원가 정보(5장)
표 3.1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병원 원가 정보는 (1)DRG를 정의하고 (2)(조정)지불액을 결
정한다. DRG 시스템의 개발 및 개정과 공정한 DRG 지불제도의 보장을 위해 양질의 병원
원가 정보는 필수적이다. 만약 병원 원가 정보가 환자 개인 간의 원가 차이를 구분하지 못
한다면, 비용적으로 동질적인 DRG 개발을 위한 자료 기반 접근법 data-driven approach이 불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병원 원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특정 DRG의 계산된 가중치는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계산될 수 있으며, 병원은 특정 DRG에 대하여 더 많거나 적은 지
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DRG 지불제도의 공평성 및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과 DRG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병원 원가
정보의 질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유럽국가에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한 양질의 원가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수준의 양질의 원가 정보가 없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몇몇 국가들은 국외에서 DRG 가중치를 포함한 DRG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다. 다
른 국가에서 도입한 DRG 가중치를 보다 통합적인 원가 계산 단위 aggregated cost-accounting
figures

(예: 진료과 수준)를 이용하여 해당국가의 비용 상호관계에 맞추어 적용시켰다. 일

부 국가는 환자의 재원기간을 기준으로 한 자체 DRG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것
은 DRG 그룹 내 비용의 동질성 보장을 어렵게 한다. 한편, DRG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행
위별수가로 계산한 금액(특히 DRG 시스템 도입 전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던 일부 국가에
서), 개인 원가 연구, 심지어 전문가의 의견 등이 의료 원가 정보를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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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럽국가에서 DRG 도입은 병원의 원가회계시스템 향상에 기여했다. DRG 도입
목적이 DRG 시스템 도입이든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든, 표준화되고 때로는 의무화된
원가계산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시범 병원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국
가 원가 계산 지침서가 있는 국가는 지침서를 통해 사용할 원가 분류 목록에 관한 상세한
규칙과 정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표준화된 원가 계산 정보의 수집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숫자나 국가 원가 계
산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상세 정보의 수준은 국가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상
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 bottom-up micro-costing approach을 사용한 상세 환자 정보(5장 참
조)와 방대한 병원 정보를 수집해 국가 원가 정보를 구축하려는 목표는 상충될 수 있다
(Schreyögg et al., 2006). 복잡한 원가 계산 방식은 정보 수집 자체의 원가를 증가시키
고, 정보 수집 병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게 한다. 한편, 병원 원가 정보의 중요성이 증
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수집되는 병원 원가 정보의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기적
으로 원가 정보 관리를 해 왔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의료 원가회계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DRG 지불
제도의 도입 후 병원 관리자들 사이에서도 사용하던 원가회계시스템을 최적화하려는 내
부적 동기부여가 증대되어 왔다(Berki, 1985). 정확한 원가회계시스템 없이는 병원 관리
자들이 병원이 상환받는 액수보다 적은 원가로 DRG를 수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병원 관리자들은 DRG 시행으로 병원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 손
해를 보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DRG를 관리하고 DRG의 원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 병원 관리자들은 DRG의 자세한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정확한 원가회계시스
템을 통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림 3.1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병원 원가 정보는 효과적
인 DRG 지불제도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한 정확한 병원 원가 정보는 DRG 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된 유인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DRG 지불제도(6장)
병원 관리와 보고를 위한 DRG 시스템의 도입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책에 언급된 대부분
의 국가는 주로 병원지불을 목적으로 DRG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DRG 지불제도
는 두 가지 주요 모델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DRG 사례별 지불제도에서는 각 퇴원환자는
해당 DRG로 배정되고, 병원은 (화폐환산 및 적정한 조정 후에) DRG 가중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사례당 지불액을 상환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DRG 예산 배분 방식에서는, 이
용 가능한 지역 또는 국가 병원 예산을 개별 병원이 과거 몇 년 중 한 해 동안 생산한 DRG

03장

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의 이해

29

또는 다음 연도에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DRG의 수와 종류에 따라 개별 병원에 분배한다.
사례구성(병원이 생산하는 모든 DRG 가중치의 합)과 사례구성지표(CMI, 사례구성을 총
퇴원수로 나눈 값)는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조적 지표
와 특정 고비용 사례들에 대한 조정 여부도 고려의 대상이며, 특정 DRG 내의 한 환자가
병원 수입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함축적인 화폐환산지수 또한
존재한다. 독일이나 핀란드 등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을 시행하는 몇몇 국가들은 DRG
를 사용하여 병원 총예산을 협상하는데, 이러한 병원 총예산에 따라 병원이 DRG 기반 지
불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총지불액을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된다.
DRG 병원지불방식은 병원에 세 가지의 주요 유인을 제공한다: (1)진료 환자당 원가
절감, (2)환자당 수입 증대, (3)전체 환자수 증대. 이러한 유인은 효율성, 의료의 질 그리
고 기술혁신에 있어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유인의
강도는 DRG 병원지불방식의 종류에 따라(지불방식 대 예산 배분방식), DRG 병원지불이
병원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그리고 DRG 가중치와 환산지수가 특정 병원의
원가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DRG 병원지불방식의 실제 지불액은 DRG 가중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3.1이 보여 주듯이 이 책에 사례로 제시된 국가들은 DRG 가중치
를 (1)상대 가중치 relative weights, (2)수가raw tariffs, (3)점수scores의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각각 특정한 화폐환산 방식에 해당한다. 상대 가중치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상대 가중치는 하나의 DRG 내의 평균적인 환자 진료 원가를 그 국가
의 DRG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환자들을 진료하는 평균원가에 관련시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척도를 제공한다(6장 참조). 표 3.1은 위에서 기술한 각기 다른 세 방식에 따라 가상
DRG에 해당하는 DRG 가중치로 병원지불액을 계산하는 예를 보여 준다. 이 세 가지 방
식의 논리는 동일하다: DRG 가중치는 대부분의 경우에 특정한 DRG에 속하는 환자를 진
료하는 평균 또는 기대 원가의 척도를 제공한다. 실제 병원지불액은 DRG 가중치를 국가
별 환산지수와 곱하여 계산하며, 또한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지역적
또는 병원 간 차이를 일반적으로 고려한다.

표 3.1 DRG 가중치와 금전적 환산 예
가상 예
DRG 가중치 접근

DRG 가중치(단위)

화폐환산/조정(단위)

병원지불액(€)

상대 가중치(Relative weight)

1.95

×

2,000 €

=

3,900 €

수가(Raw tariff)

3,000 €

×

1.3

=

3,900 €

점수(Score)

130점

×

30 €

=

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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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는 DRG 지불액을 조정하는 국가별 방식과 병원의 종류(예: 전문화의 정도나
지역적 위치에 따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전적 환산지수는 때로는 개별 병원별
로 계산되기도 하는데, 병원을 예산 삭감에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DRG 병원지불방식의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18장의 핀란드 시스템 참조). 또한
DRG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병원에 오래 머무르거나 DRG 지불방식에서 적절하
게 상환되지 않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는 고비용 환자들에 대하여 조정이 된다. 더욱이,
DRG 기반 지불방식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병원 총예산, 분야별 예산 또는 수가
절감과 같은 거시적 수가/진료량 통제 방식을 적용하여 과도한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3.2.2 DRG 지불제도의 영향
병원 효율성에 대한 영향(7장)
많은 국가에서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가장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병원 의료서비스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였다. DRG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는 증가시키고 의료 원
가를 감소시키는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경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성과를 극대
화하거나 특정 결과를 얻는 데 자원을 최소화하는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효율의 극
대화를 위하여 투입 자원과 창출 결과를 적절히 조율하는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그
리고 특정 결과를 얻는 데 대한 원가를 최소화하는 원가 효율성cost efficiency이다.
DRG 지불제도는 비교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on을 사용한다(Schleifer, 1985). 예를
들어 특정 상품(특정 DRG)의 가격이 다른 회사의 동종 상품(동종 DRG) 평균 가격 정도
로 책정되는 것이다. DRG 지불제도에서 병원이 다른 병원의 평균원가보다 낮은 원가로
DRG를 이행한다면 발생한 차액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는다. 반대의 경우에는 병원은 적
자를 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파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병원, 현재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병원까지도 계속해서 원가 감소를 시도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병원의 기술 효율
성과 원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은 진료일수를 줄여
진료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검사들은 생략할 수 있으며, 값비싼
진료들은 비슷한 효과의 저가 진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병원이 무리하게 원가 감소를 추진하거나, 규제 기관에서 병원이 제공하
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감시, 감찰하지 못한다면, DRG 지불제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6장 참조). 예를 들어 병원이 환자를 조기 퇴원시킬 수도 있다.
또는 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시행하지 않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줄어들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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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런 경우 원가 감소는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효율
성에 대한 DRG 지불제도가 주는 영향은 상당히 논쟁 가능성이 있는 주제이다.
한편 병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DRG 지불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연구만이 자료포괄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es (DEA)이나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es(SFA)과 같은 확립된 연구 방법론을 이용해 효율성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

는 실정이다(Jacobs et al., 2006).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들은 측정은 간단하나 단편적
분석만을 가능하게 하는 진료 활동, 재원기간, 의료 원가 등과 같은 효율성 지표들을 사
용했다. 국가 간의 DRG 효율성 비교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최근 이루어진 연구는 병
원의 DRG 지불제도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병원 효율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종단적 관
점longitudinal perspective을 채택해 왔다. 7장에서는 효율성의 분석 연구와 효율성 지표 분석
연구의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할 때 의료 기술이나 새로운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은 외적
영향들과 DRG 지불제도 도입의 영향을 완벽히 분리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종단적 관점longitudinal perspective 연구들에서 DRG 지불제도
도입 후에 측정된 결과는 이 시스템의 도입 이전에 사용하던 병원지불방식과 상관관계가
있다. 행위별수가 방식에서 DRG 지불제도로 변경한 미국에서는 DRG 지불제도가 원가를
줄이는 데 강한 유인을 제공했다(Berki, 1985). 반면 총액예산제를 DRG 지불제도로 바꾼
유럽에서는 DRG 지불제도의 유인이 병원 활동을 증가시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의료의 질에 대한 영향(8장)
병원 의료의 질에 DRG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Davis
& Rhodes, 1988; Farrar et al., 2009). DRG는 병원 진료 활동을 명확하고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측정 수단을 제공하고 병원 의료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교를 가능하
게 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이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면 DRG 지불제도에서의 원가 절감 유인은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과 외래 진료기관, 장기요양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는
원가 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나 DRG 지불방식이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
하지 않는다면 병원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원가 절감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
려가 지속적으로 있었다(Rogers et al., 1990). 예를 들어 특정 환자를 진료하는 데 어떤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지는 DRG 지불제도에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병
원은 특정 검사를 하지 않거나 안전 기준을 무시하거나 병상당 의료진 비율을 낮춤으로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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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막연하다는 것은 DRG가 병원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Legido-Quigley et al., 2008). 이 책에서는 진료 과정 동
안 환자에게 유익한 병원서비스 혹은 진료 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병원서비스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규정한다(Chalkley & Malcomson, 1998). Donabedian(1966)이 개발한 의
료의 질 측정 방법은 의료의 질을 구조 지표, 과정 지표, 결과 지표로 구분한다. 의료 종
사자의 자격 요건이나 사용 가능한 의료 장비 등과 같은 구조 지표는 이것이 의료의 적정
한 질을 보이는 조건이 된다면 의료의 질은 평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쉽다.
과정 지표도 상대적으로 쉽게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특정 환자의 진료 혹은 구체
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의료의 질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측정되어야 한다(Smith et al., 2010). 따라서 과정 지표는 항상 행위에 대한 분명한
과정을 제공한다. 결과 지표는 사망률 등과 같이 정책 입안자나 환자들에게 가장 의미있
는 지표이다. 그러나 의료 결과를 기준으로 의료의 기여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간단한 것
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료 결과는 관찰되지 않은 환자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 지표 사용 시에는 신중한 위험보정 risk adjustment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이러한 지표들의 범위에서 DRG 시스템과 DRG 지
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주는 영향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고 유럽에서도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8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의료의 질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을 해석할 때 DRG 도입 이전에 어떠한 병원지불방식을 사용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DRG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명백히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 구조, 과정, 결과적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은 DRG 지불제도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원가적 유인들을 설명하는 모든 시도
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된다(8장 참조).

기술혁신의 영향(9장)
DRG 지불제도 도입 이후, DRG 시스템이 의료서비스의 신기술 도입과 사용에 유인을 제
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OTA, 1983; MedPAC, 2003; Shih & Berliner,
2008). 특정 기술혁신에 DRG 지불제도가 주는 영향은 기술혁신이 입원환자당 병원 총원
가(자본 원가와 운영 원가 모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혁신은 자본 원가나 운영 원가 또는 이 두 원가를 모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DRG 지불제도는 환자당 총진료비를 감소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는 지향하
고, 환자당 높은 원가를 창출하는 기술혁신 도입은 지양한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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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지는 기술혁신이 의료의 질을 얼만큼 개선시
키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혁신이 의료의 질은 개선하지 않고, 단지 원가만 높이는 경우에
는 DRG 지불제도의 영향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병원이 이러한 기술혁신을 채택하
지 않으므로). 그러나 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기술혁신이 원가 또한 증가시킬 때
에는 DRG 지불제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병원에 대한 지불이 과거에 수집된 병원의 원가 정보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신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첫 진입 시에는 현재 DRG 가중치에 이 기술의 높
은 가격이 아직 계산되지 않은 상태이다. 병원이 특정 신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일정
기간의 진료 수행 후 이 신기술의 사용 원가와 관련된 의료 정보가 수집된 후에야 비로소
DRG 시스템과 DRG 가중치에 진료 방식과 원가의 변화가 반영되어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DRG 지불제도가 기술혁신에 반응하는 것은 (1)DRG 시스템과 DRG 가중치의
개정 횟수와 (2)이러한 개정에 사용된 자료의 시간차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 책에 언급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DRG 지불제도에 기술혁신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의료의 질을 개선하면서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신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추가적인 유인들을 개발해 왔다. 기술혁신에 따른 DRG 지불제도가 주는 영향에 관한 증
거는 흔하지 않다. 따라서 9장은 제한된 문서들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럽국가들
이 기술혁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3 요약 : 무엇을 이해하고자 하는가?
이 장은 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DRG 지불제도의 구성요소들을 소개하고 효율성, 의료의 질 및 기술혁신 측
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DRG 지불제도 설계 시 거론되는 몇 가지 대안들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설계 형태가 DRG 시스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된 표 3.2는 1부의 나머지 장에서 기술된 중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1부의 결론인 10장은 4장에서 9장까지 문제제기한 내용들을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열거한다. (1)각국의 구체적 목표와 방법에 따라 최적의 DRG 지불제도를 설계하도록
정책 입안자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고, (2)유럽 전역의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
도의 표준화에 대한 잠재력을 검토한다.

34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표 3.2 이 책의 주요 질문과 해설
장

주요 질문들

4장:
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식 환자분류체계

1.
2.
3.
4.
5.

DRG 서비스 도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진단과 시술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어떤 분류 변수가 사용될수 있는가?
어떠한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는가?
얼마나 많은 환자 분류 그룹이 적절한가?

5장:
DRG와 원가 계산:
어느 쪽이
영향력이 큰가?

1.
2.
3.
4.
5.

원가 계산은
얼마나 많은
병원 원가를
어떠한 원가
어떠한 비용

6장:
DRG 기반 병원지불: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1.
2.
3.
4.
5.

병원은 어떻게 DRG 방식으로 상환받는가?
DRG 지불제도의 유인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유인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DRG 지불제도를 보강할 수 있는가?

7장:
DRG 기반 병원지불과
효율성:
이론, 근거 및 과제

1.
2.
3.
4.

DRG 지불제도는 어떻게 병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DRG 지불제도의 효율성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실제로 DRG 지불제도는 효율성을 향상시키는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8장:
DRG와 의료의 질:
For better or worse?

1.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는 어떻게 병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2. DRG 지불제도의 의료의 질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
3. DRG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의 향상 혹은 저하를 초래하는가?
4. DRG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가?

9장:
유럽 DRG 기반
병원지불제도하에서의
기술혁신

1.
2.
3.
4.

왜 중요한가?
병원이 자료 샘플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계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인들은 무엇인가?
계산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분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DRG 지불제도는 기술혁신의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유럽의 국가는 기술혁신을 어떻게 장려하고 있는가?
기술혁신은 DRG 병원지불제도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가?
DRG 지불제도하에서 기술혁신 관리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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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식 환자분류체계
Conrad Kobel, Josselin Thuilliez,
Martine Bellanger and Karl-Peter Pfeiffer

4.1 서론
환자분류체계 Patient Classification System (PCS)의 핵심은 고유한 특성을 가진 수많은 개별 환
자들을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제한된 수의 환자군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다. DRG 시
스템은 환자분류체계로서 다음의 네 가지 주된 특성을 갖는다. (1)정기적으로 수집된 환자
의 퇴원 정보를 이용해서 (2)관리 가능한 수의 그룹, 즉 DRG 그룹으로 분류하고 (3)분류
된 그룹들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4)비용적으로 동질적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DRG
는 1970년대에 예일 대학의 로버트 페터(Robert Fetter) 박사를 위시한 여러 연구자들이
개발한 DRG (Fetter et al., 1980; Fetter, 1999)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DRG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환자분류체계(PCS)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12개국 중 8개국(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은 미국 보건의료재정청(HCFA)이 개발한 DR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오스
트리아, 영국, 네덜란드와 폴란드가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류체계(PCS)는 미국의 DRG 시
스템을 근간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 4개국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한 환자분류체계
(PCS)는 앞서 언급한 DRG의 네 가지 기본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DRG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환자분류체계(PCS)만이 DRG 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23장 참조). 따라서 이 책이 소개하는 모든 환자분류체계(PCS)를 ‘DRG식 환
자분류체계 DRG-like PCS’라고 지칭한다.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앞서 기술한 네 가지 기본 특성상 많은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서로 다른 국가보건의료체계로 인해 환자군이나 병원서비스 항목을 서로 다르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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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필요에 맞게 DRG를 수정한 것은 유럽국가들이 성공적으로
DRG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환자의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병원 효율성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공통 정의가 없다
는 것이 점차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1).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세부 주제들로는 먼저 4.2에서 유럽 12개국의 DRG식 환자분류체계
(PCS)의 기원을 살펴본다. 4.3에서는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몇몇 주요 특성을 살
펴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진단 범주 Major Diagnostic Categories
(MDC)를 비교한다. 4.4에서는 모든 환자분류체계(PCS)의 근간이 되는 진단 및 시술 코
딩 시스템을 살펴볼 것이다. 4.5는 환자분류체계(PCS)의 분류 알고리즘을 다루며, 4.6에
서는 환자분류체계(PCS)가 환자군의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알아
본다. 4.7은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현재의 경향을 보고, 4.8에서는 유럽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통합과 이를 위한 필수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장을 마
무리한다.

4.2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역사적 기원
그림 4.1은 이 책이 소개하는 유럽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기원을 보여 준다. 현존하는 모든 DRG 시스템은 미국 보건의료재정청(HCFA) (현재의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이 개발한 최초의 DRG 즉, HCFA-DRG와 어
느 정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그림 4.1의 오른편이 보여 주는 것처럼 일부 DRG식 환자분
류체계(PCS)들이 HCFA-DRG와 반드시 연관된 것은 아니다(Fischer, 2008). 예일 대학
이 최초로 개발하고 1970년대 말에 소개한 DRG 시스템인 예일 DRG는 본래 병원의 자원
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보건의료재정청(HCFA)은 예일
DRG의 병원 성과 평가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메디케어 medicare 노인 환자들의
병원 진료를 감시하고 상환하는 목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1986년 프랑스는 HCFA-DRG 시스템을 변형하여 프랑스의 DRG 시스템인 GHMGroups
Homogènes des Maladies (동질환자군)을

건의료정보시스템 Health

개발하였다(ATIH, 2010). 그 후 1988년 3MTM의 보

Information System에서는

비노인 인구의 병리 pathologies를 더 잘 반

영하기 위하여 HCFA-DRG를 확대하였다(3M, 2005). 그 결과물인 AP-DRG All Patients
DRG는

미국 내에서 널리 적용되었으며, 개정된 AP-DRG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유

스페인

미국

미국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호주

AR-DRG 6.0

AR-DRG 5.1

AR-DRG 5.0

AR-DRG 4.0
AR-DRG 4.1

AN-DRG 1.0

호주

독일

G-DRG

독일

미국

MS-DRG 25.0

CMS-DRG 18.0

HCFA-DRG 12.0

HCFA-DRG 8.0

HCFA-DRG 4.0

HCFA-DRG 2.0

HCFA-DRG

Yale DRG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NordDRG Est

NordDRG Est

NordDRG Fin

핀란드

노르딕국가

NordDRG

NordDRG

NordDRG

노르딕국가

스웨덴

NordDRG
Swe

스웨덴

영국

HRG 3.5

HRG 1

DBC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JGP

합동 개발

자체 개발

LKF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부 수정 개발

채택

영국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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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 중단된 시스템은 표시하지 않음;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에서의 HCFA-DRG 이용, 독일에서의 정액(flat-rate)/추가 지불(additional payment) (Fallpauschale/Sonderentgelt) 접근

출처 : Fischer(2008), Schreyögg(2006), ATIH(2010), 3M(2005), Australian Government(2004), InEK(2009), 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2010)와 이 책의 2부에 나오는
국가별 정보를 저자가 편집

포르투갈

AP-DRG 25.0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APR-DRG

미국

AP-DRG 23.0 포르투갈

AP-DRG 21.0

AP-DRG 18.0

AP-DRG 12.0

AP-DRG

포르투갈

스페인

스페인

GHM

GHM

미국

그림 4.1 역사적 경과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프랑스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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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여러 국가가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호주 등의 국가 DRG 시스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이후 AP-DRG는 사례의 중증도 severity와 자원 사용 강도resource

intensity

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개정되어 결국 APR-DRG All Patient Refined DRG로
발전되었다. AP-DRG와 APR-DRG는 호주의 국가 DRG 시스템인 AN-DRG Australian
National DRG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다. AN-DRG는 한 번 더 수정되어 AR-DRG Austra-

lian Refined DRG로

개명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04). 2003년에는 아일랜드

가 AR-DRG를 채택했고(15장 참조), 독일은 AR-DRG를 근간으로 독일 DRG 시스템인
G-DRG German-DRG를 개발했다.
노르딕국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1996년에 북유럽 공통 DRG 시스템인
NordDRG (HCFA-DRG에 근거한 환자분류체계[PCS])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
다. NordDRG의 개정은 협력 국가들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각 협력 국가들은 개정된
NordDRG를 채택한 후에 국가별로 수정하여 사용한다(16장 참조). 이 책에서 다루는 국
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가 NordDRG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에스토니아는 NordDRG를
2003년에 채택한 이래로 2010년 1차 개정까지 같은 NordDRG를 사용하였다(17장 참조).
이 책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NordDRG’는 노르딕국가가 공동으로 개발한
Full NordDRG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영국,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자국만의 고유한 환자분류체계(PCS)를 개발하였다.
1992년 영국의 HRG Healthcare Resource Group (보건의료자원그룹)시스템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이후 폴란드에서 채택되었다. HRG는 프랑스의 GHM과 같은 의미인
‘동질 환자군’으로 번역되는 JGP Jednorodne Grupy Pacjentow의 개발로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는 자체 개발한 환자분류체계(PCS)인 LKF performance-oriented

hospital financing system (성과

중심 병원재정체계)를 1997년부터 사용하고 있다(17장 참조). 네덜란드 또한 자체 개발한
(또한 매우 특이한) 진단-치료 조합 시스템인 DBC Diagnose Behandeling Combinaties를 개발해
서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23장 참조).

4.3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 개관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기원이 보여 주듯이, 현재의 환자분류체계(PCS)는
자체적으로 개발되었거나 최초의 예일 DRG를 계승한 여러 시스템에 기원을 두고 있다.
표 4.1은 9개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무
엇보다도 모든 환자분류체계(PCS)는 환자군 수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
분류체계(PCS)는 650~2,300개의 환자군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의 JGP는 환자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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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의 기본 특성(2008년 기준)
APDRG
환자군(group)
주진단 범주(MDC)
/장(chapter)

ARDRG

G-DRG
(독일)

GHM

NordDRG

HRG

JGP

LKF

DBC

(프랑스) (노르딕 국가) (영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679

665

1,200

2,297

794

1,389

518

979

≈30,000

25

24

26

28

28

23

16

-

-

2

3

3

4

2

내·외과계
부문(partition)

2*

2*

2*

-

출처 : 노르딕 사례구성센터(Nordic Casemix Centre [2011]) 자료와 이 책의 2부의 관련 국가별 내용을 이용해 저
자가 편집
* HRG, JGP, LKF는 내·외과계 부문(partition) 자체를 정의하여 사용하지는 않지만, 질병 에피소드가 치료 중심
(treatment driven)인지 아니면 진단 중심(diagnosis driven)인지를 구분한다.

(PCS) 중 가장 적은 518개의 환자군을 사용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DBC 시스템은 극단적
인 경우로 2010년에는 약 3만 개의 DBC들로 구성되었다.
HCFA-DRG에서 파생된 모든 시스템의 DRG는 주진단 범주(MDC) 내에 편성되어 있
다. 심지어 영국의 HRG와 폴란드의 JGP와 같은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도 환자군
을 ‘장 chapter’을 이용해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LKF와 네덜란드의 DBC는
이러한 주진단 범주 및 장을 이용한 세분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진단 범주 및 장
은 특정 신체 부위body parts 또는 특정 질병개체disease entity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모든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이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총 DRG 수는 환자분류
체계(PCS)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주진단 범주 및 장의 수는 환자분류체계(PCS) 간
의 큰 차이 없이 약 25개 정도이다. JGP 시스템은 예외적인 경우로 영국의 DRG를 참조
하여 도입할 당시에 많은 장을 제거하였다. 모든 DRG 시스템에서 각 주진단 범주 및 장
은 하나의 신체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류체계(PCS)의 주진단 범주 및 장의 구
조는 의료 전문 분야의 구조와 상응한다.
더욱이 네덜란드 DBC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부문 partition (내·외과계)을

사용해서 환자사례를 좀 더 동질적인 그룹으로 분류한다. 부문은 진료

의 종류로 크게 ‘외과계(또는 ‘수술실(OR)’)’와 ‘내과계’로 구분한다. 또한 몇몇 DRG 시스
템은 외과계를 수술실 시술과 비수술실 시술로 한 번 더 구분한다. 프랑스의 GHM만이
일부 주진단 범주에 네 번째 부문이 있어서 분류 과정에서 시술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는
다(ATIH, 2010).
그림 4.2는 DRG 환자군이 주진단 범주 및 장으로 분류되는 방식을 보여 준다. 그림의
왼편은 HCFA-DRG에서 파생된 ‘메디케어 중증도 DRG(MS-DRG)’가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주진단 범주의 목록을 보여 주며, 여러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와 비교해 보기 위해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42

포함하였다. LKF 시스템은 주진단 범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LKF 환자군의 이름을 이
용해서 메디케어 중증도 DRG와 비교될 수 있도록 배치했다. 네덜란드의 DBC 시스템은
그림으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비교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별 칸 cell은 각 환자분류
체계(PCS) 내의 하나의 주진단 범주이다. 칸 안의 글자는 각 환자분류체계(PCS)가 각 진
단 항목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다. 코드들의 순서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상당
히 유사한 진단 항목을 사용해서 주진단 범주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비슷한 순서
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영국의 HRG조차도 유사한 순서와 항목
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진단 범주는 특정 환자분류체계(PCS)만이 사용하고 있
는데, ‘혈관질환’(JGP)과 ‘유방질환’(NordDRG), 그리고 ‘HIV 감염’(AP-DRG, G-DRG,
GHM)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림 4.2에서는 경계선을 이용해서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2에서 세로행이 넓을수록 특정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총 환자군 개수
가 다른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들과 비교해서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로의
폭이 길수록 특정 환자분류체계(PCS)의 주진단 범주들 간 특정 환자군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GHM의 경우는 셀의 가로가 폴란드의
JGP 셀의 가로 길이보다 네 배나 넓다. 또한 셀의 높이를 비교해 볼 때, 특정 주진단 범주
또는 장으로 분할되는 정도가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시스템이 유사한 비율의 환자군을 이용해 특정한 질병 범주 내에 질
병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사소한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환자 진단
범주의 ‘순환계통’은 대부분의 환자분류체계(PCS)에서는 전체 환자군 수의 약 10%를 차지
하지만, 영국 HRG 시스템의 경우에는 4.5% 정도만 차지한다. 더욱이, ‘Pre-MDC’ 항목은
구체적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프랑스 GHM 시스템의 ‘장기이식’과 같이 불명확하게 정의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주진단 범주/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환자군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군 간 분할 비중의 차이는 보이는 것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4.4 자료의 요건: 진단 및 시술의 코딩
진단과 시술에 관한 정보는 환자군을 결정할 때 근간이 되는 요소이므로, 모든 DRG식 환
자분류체계(PCS)에서 진단과 시술의 코딩은 매우 중요하다. 진단명 코딩에 관해서는 국
제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보건기구의 ICD-10 International
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국제질병분류

Classifica-

10차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스페인과 포르

투갈은 AP-DRG 시스템이 ICD-9코드를 기초로 하기에 여전히 ICD-9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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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노르딕 사례구성센터(Nordic Casemix Centre)에서 자료제공(2011); 이 책의 20장(폴란드)에 관련 정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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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8개의 DRG 시스템 및 DRG식 환자분류체계의 주진단 범주 비교

신생아 및 주산기(Newborn & Other Neonates [Perinatal Period])
혈액, 조혈기관 및 면역장애(Blood, Blood Forming Organs & Immunological Disorders
골수증식성 질환(Myeloproliferative DDs [Poorly Differentiated Neoplasms])
감염 및 기생충 질환(Infectious & Parasitic DD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정신 질환(Mental Diseases & Disorders)
알코올/약물사용 및 관련 질환(Alcohol/Drug Use or Induced Mental Disorders)
손상, 중독 및 약물중독(Injuries, Poison & Toxic Effect of Drugs)
다발성 손상(Multiple Significant Trauma)
기타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a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기타(Other)

남성 생식 계통(Male Reproductive System)
여성 생식 계통(Female Reproductive System)
임신, 출산 및 산욕기(Pregnancy, Childbirth & Puerperium)

신장 및 요도(Kidney & Urinary Tract)

피부, 피하조직 및 유방
(Skin, Subcutaneous Tissue & Breast)
유방 질환(Breast Problem only NordDRG), 화상(Burns)
내분비, 영양 및 대사 계통(Endocrine, Nutritional & Metabolic System)





간담도 계통 및 췌장(Hepatobiliary System & Pancreas)

근골격 계통 및 연부 조직
(Musculoskeletal System & Connective Tissue)



소화 계통(Digestive System)

혈관 질환(Vascular Diseases only JGP)

 #



신경 계통(Nervous System)

 &


1SF "

AP-DRG AR-DRG
(678)
(665)
Error DRG
Pre-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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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진단 및 시술 분류
국가

진단 분류

시술 분류

오스트리아

ICD-10-BMSG-2001

Leistungskatalog

영국

ICD-10

OPCS

에스토니아

ICD-10

NCSP

핀란드

ICD-10-FI

NCSP-FI

프랑스

CIM-10

CCAM
Classification Commune des Actes Médicaux

독일

ICD-10-GM

OPS
Operationen- und Prozedurenschlüssel

아일랜드

ICD-10-AM

ACHI
Australian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네덜란드

ICD-10

Elektronische DBC Typeringslijst

폴란드

ICD-10

ICD-9-CM

포르투갈

ICD-9-CM

ICD-9-CM

스페인

ICD-9-CM

ICD-9-CM

스웨덴

ICD-10-SE

KVÅ
Klassifikation av vårdåtgärder(스웨덴형 NCSP)

NordDRG

ICD-10

NCSP
Nomesco Classification of Surgical Procedures

출처 : 노르딕 사례구성센터(Nordic Casemix Centre[2011]) 자료와 이 책의 2부의 관련 국가별 내용을 이용해 저자가
편집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ICD-10코드를 국가별 개정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하기 때문에,
ICD-10을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표 4.2). 국가별 자체 개
정 방법은 일반적인 ICD-10코드의 구조에 다섯 번째 자리를 부가하여 특정 진단을 좀 더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국가별 개정의 결과는 특정 질병에 대한 ICD-10의 논리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ICD-10의 독일 개정판인 ICD-10-GM은 ‘다태 분만’을 위한
‘O84’코드를 포함하지 않는 대신에, 분만의 결과를 보여 주는 단일 출생 또는 복수 출생
등의 ‘Z37’코드를 사용한다. 더욱이, 각국은 국가별 상세 분류 기준과 지침이 따로 있다.
시술 분류의 경우는 유사한 국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이가 더욱 크다. 대부
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시술 분류 방식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이러한 시술 분류 방식들은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술 분류 방식
은 호주의 호주보건의료중재분류Australian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ACHI)와 같이 순
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목록화하는 방식에서부터, 프랑스의 시술 분류인 CCAM classification commune des actes médicaux ,
multi-axial procedure classifications

오스트리아의 Leistungskatalog 와 같은 다축 시술 분류

방식까지 다양하다. 또한 세분화에도 큰 차이가 있다. 오스

04장

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식 환자분류체계

45

트리아의 LKF는 선별된 시술만을 포함하므로 1,500개의 항목만 포함하는 반면, 독일의
시술 분류 시스템 코드Operationen-und Prozedurenschlüssel (OPS)는 모든 시술들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오스트리아 시스템의 20배 이상인 30,000개 이상의 시술 항목을 포함한다.

4.5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분류 알고리즘 classification algorithm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관리 가능한 수의 군으로 환자를 분류한다. 이를 위해 DRG
식 환자분류체계(PCS)는 특정한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분류 방식은 환자
분류체계(PCS)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모든 DRG 시스템 간에 유사하다. 특별히 진단명
은 주로 사용되는 분류 기준이다. 영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DRG식 환자분류체계
(PCS)는 분류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술이 더 중요하고 진단은 단지 부수적인 역할만 한다
는 점에서 유사성이 떨어진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10; BMG, 2009). 네덜란드에서는 환자를 그룹화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진료과를 사용
한다(23장 참조).
다음은 HCFA-DRG에서 파생된 여러 환자분류체계(PCS)들과 그 외의 다른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환자 분류 알고리즘과 분류 시스템의 환자군 내 및 환자군 간 유사
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4.5.1 HCFA-DRG에서 파생된 환자분류체계(PCS)
그림 4.3은 HCFA-DRG에서 파생된 환자분류체계(PCS)에서 일반적인 알고리즘 및 기본
알고리즘이 각 DRG 시스템별로 수정된 형태를 보여 준다. NordDRG의 경우에는 일반적
인 알고리즘이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표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는 않았다.
모든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여섯 단계를 통해 환자를 분류한다. 실제 분류가 시작
되기 전에 먼저 (1)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있어서 제외해야 하는 사례인지를 확인한
다. 다음으로 (2)고가 사례(예: 이식수술)는 다른 모든 사례에서 분리하여 ‘Pre-MDC’로
별도로 분류한 뒤, (3)주요 진단명을 사용하여 사례들을 상호 배타적인 주진단 범주로 할
당한다(일부 시스템은 나이와 같은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여 신생아 neonatal 주진단 범주로
할당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4)수술실 시술OR procedure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환자
를 ‘외과계’ 또는 ‘내과계’ 부문으로 배정한다. 또한 AR-DRG, 독일의 G-DRG 그리고 프
랑스의 GHM 시스템은 서로 연관이 있는 비수술실 시술 non-OR procedure 사례(즉, 특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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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에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저자가 편집. ATIH(2010), InEK(2009), Australian Government(2004), 3M(2005), 13장(프랑스), 14장(독일), 15장(아일랜드)

그림 4.3 HCFA-DRG 관련 환자분류체계의 분류 알고리즘(시스템별 변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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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범주 내에서 관련이 있는 사례들)를 별도 구분하여 ‘기타/비수술실 시술other/non-OR’
부문으로 배정한다. 결과적으로 NordDRG 시행 국가의 내과계 부문에는 다른 국가의 시
스템에서 ‘기타/비수술실 시술’ 부문의 사례를 포함할 수 있다(실제 부문명은 각 시스템마
다 다르다). 프랑스 GHM 시스템의 특이한 점은 어떤 주진단 범주 내에는 구분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는 것이다(13장 참조).
부문 배정 후에 (5)모든 DRG 시스템은 주진단과 간혹 2차 진단의 복잡성, 시술의 종
류, 이 두 요소 즉 진단의 복잡성과 시술 종류의 조합, 그리고 때때로 나이, 재원일수 또
는 의료기관의 종류 등 사례의 세부적인 특성들을 확인한다. 그 후에 AP-DRG에서는 클
래스로 다른 시스템에서는 ‘기본 DRG base-DRG’로 배정한다. 분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
로 더 복잡한 사례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여 환자가 특정 사례의 자원 사용을 가장 잘 반영
하는 기본 DRG로 분류되도록 한다(그림 4.3에서 기본 DRG 간의 화살표가 이를 보여
준다).
AP-DRG 시스템은 특이하게 부진단 목록을 확인해서 ‘major-CC class’로 분류되는
‘주요 합병증과 동반질환’이 있는 사례를 구분한다(3M, 2005). 이것은 합병증과 동반질
환을 일반적으로 환자 분류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다른 DRG 시스템들과
다른 점이다(독일의 G-DRG 시스템의 경우 예외). 더욱이 AP-DRG는 다른 DRG 시스템
에는 없는 증상이나 기타 병태를 위한 명확한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AP-DRG
는 주진단 범주와 관련이 없는 수술을 동반하는 사례를 찾는 방법론적 면에서 AR-DRG
나 G-DRG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신경계 주진단 범주 내의 고관절 골절 hip fracture을 동
반한 사례는 수술과 관련없는 클래스/기본 DRG로 분류되어 AR-DRG와 G-DRG의 마
지막 분류 과정에서 ‘Error DRG’로 배정할 것인지 결정한다.
환자 분류 방법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6)각 사례를 최종 DRG 그룹에 배정한다. 일반
적으로 class/base-DRG는 자원 사용 강도가 다른 점을 반영하는 여러 개의 다른 DRG
로 나뉜다(표 4.3에서 DRG 사이의 화살표가 2개 이상의 DRG로 나뉠 수 있음을 보여 준
다). 그 외 분야/기본 DRG는 기본 DRG 내의 환자군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일 경우에는 나
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최종 DRG가 기본 DRG와 동일하게 된다. 최종 DRG로의 배
정은 분류변수에 따라 정해지며 분류변수는 DRG 시스템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2차 진단명, 시술, 나이, 퇴원 종류(사망 포함)를 고려해서 최종 DRG를 배정한다.

4.5.2 영국,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자체 개발 DRG식 환자분류체계(PCS)
그림 4.4는 자체적으로 개발된 DRG 방식인 HRG, JGP 그리고 LKF 시스템의 분류 알고
리즘의 기본 구조를 보여준다. JGP는 HRG에서 파생되어 두 DRG 시스템 간에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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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HCFA-DRG 이외의 환자분류체계(PCS)의 분류 알고리즘(시스템별 변형 포함)
출처 : 다음에 제공된 정보를 기초로 저자가 편집; ATIH(2010), InEK(2009), Australian Government(2004),
3M(2005), 13장(프랑스), 14장(독일), 15장(아일랜드)

유사점이 존재한다(20장 참조). 이 세 시스템의 분류 알고리즘은 그림 4.4가 보여 주는 것
과 유사하며, 5~7개의 연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단계들이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HCFA-DRG에서 파생된 분류 알고리즘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시술이 분류 알고리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경우 진단명은 상대적으로 덜 중
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세 시스템 모두는 공통적으로 특정 사례의 환자가 컴퓨터 단층촬영
(CT), 중환자실 진료 또는 화학 치료 등과 같은 명확히 규명 가능한 전문 진료를 받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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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식별한다. 환자가 특정 시술을 받았거나(HRG와 JGP의 경우) 전문 부서(예: LKF의
노인의학)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환자분류체계(PCS)는 환자를 최종 분류 그룹 외에
특정 부속 그룹 add-on groups으로도 분류한다. 이러한 방식의 주된 목적은 이질적인 환자군
에 제공된 진료(반드시 그룹 내의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음)를 다른 진료와 구분함
으로써 동질적인 환자군을 규명하는 환자분류체계(PCS)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다. HCFA-DRG에서 파생된 환자분류체계(PCS)는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명
확히 규명 가능한 특정 전문 진료를 구분해서 별도로 상환한다(4.8과 6장 참조).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이 항상 분류 알고리즘 내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사용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영국 HRG 시스템에만 존재하는데, Pre-MDC 분류 방식과 유사하다.
신체의 두 부위 이상의 외상 사례인 다발성 손상 multiple trauma 사례는 Pre-MDC의 한 종
류로 구분되어 HRG로 지정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시스템에서 주요 시술 동반 사
례는 시술 중심 부문 procedure-driven partition으로, 주요 시술 미동반 사례는 진단 중심 부문
diagnosis-driven partition으로

분류된다.

그 다음으로, 영국 HRG와 폴란드 JGP 시스템은 주시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시
술 순위 목록을 사용(HRG 시스템)하거나 공급자가 결정(JGP 시스템)하도록 한다. 그리
고 나서 두 시스템 모두 사례를 전문 진료 과목을 나타내는 장 구분과 세부 장 구분으로
지정하는데, 장 구분과 세부 장 구분은 HCFA-DRG에서의 주진단 범주와 유사하다.
그룹화 알고리즘의 다음 단계에서 오스트리아의 LKF는 다시 HRG 및 JGP와는 다른 방
식을 사용한다. HRG와 JGP의 시술 중심 부문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시술이 기
본 그룹 base-group/root을 결정한다. 기초 그룹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판명된 주요 시술로 곧바
로 분류된다. 그러나 특정 수준 이하의 시술에 있어서는 주요 진단명까지 확인하여 기초 그
룹이 결정된다. 오스트리아의 LKF 시스템은 명확한 시술 순위를 사용하는 대신에 모든 시
술에 관련 그룹의 점수가 계산되어 가장 높은 값을 가진 그룹으로 지정되는 시술이 주시술
로 선택된다. 진단 중심 부문에서는, 항상 주 진단을 이용해서 기초 그룹을 결정한다.
그룹화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는 HCFA-DRG 시스템에서 파생된 환자분류체계
(PCS)의 분류 알고리즘과 유사하며, 이 단계에서 환자는 최종 환자군으로 배정된다. 기
초 그룹은 서로 다른 자원 소비 강도에 따라 몇 개의 최종 환자군으로 분기되거나 그대로
그룹화된다. HRG와 JGP 시스템에서 특정 합병증이나 부진단이 그룹화 알고리즘과 관련
여부는 장 구분별로 다르다. LKF 시스템에서는 나이가 환자군 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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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네덜란드의 DBC 분류
네덜란드의 DBC 분류체계는 다른 모든 시스템들과는 매우 상이하다. DBC 시스템은 대부
분의 사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1)첫 번째 단계에서 환자 사례는
진료가 이루어진 27개 진료과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리고 나서 (2)다섯 가지 종류의 진료
형태 중 하나로 결정된다(예: 일반 입원진료 또는 중환자실 진료). 다음 단계로 (3)마지막
으로 분류하기 전에 환자의 진단명을 고려하고 (4)진료 형태(입원 또는 외래)와 진료 종류
(보존진료 또는 수술)를 구분하여 환자를 분류한다. 몇 가지 특정 의료전문분야는 다섯 번
째 단계를 포함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 상태 여부를
결정한다(예: 11세 이하 또는 2차 수술 필요). 각 단계에서 세부 항목이 선택될 수 있기 때
문에, 아주 많은 수의 환자군이 생기게 된다(Warners, 2008; 23장 참조).

4.6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분류 변수와 중증도
본 항에서는 분류 과정에서 고려되는 변수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며, DRG
또는 DRG식 그룹으로의 마지막 분기 split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본 그룹 base-group의
중증도/복잡성의 개수 차이와 합병증 및 부진단을 이용한 접근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4.6.1 분류 변수
유럽의 모든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환자 분류를 위해 환자의 퇴원 자료를 정기적
으로 수집한다. 표 4.3은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에서 사용되는 임상적, 인구/
행정적, 자원 소모 변수들에 대한 개관을 제시한다. 진단 및 시술 관련된 임상 정보는 모
든 시스템에서 환자군 분류를 위한 변수로 사용된다. 또한, 네덜란드의 DBC 시스템을 제
외한 모든 환자분류체계(PCS)는 하나의 주진단을 사용하여 환자를 분류하는데, 가장 순
위가 높은 퇴원 진단명을 사용한다. 그러나 주진단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는 국가
마다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예: AR-DRG, 독일의 G-DRG와 오스트리아의 LKF) 주
진단명을 병원 재원의 ‘주된 이유’로 정의한다. 여러 진료과의 퇴원 정보를 종합해 퇴원
정보를 구성하는(예: 프랑스의 GHM 또는 영국의 HRG) 일부 국가는, 진단명 계층 구조
diagnosis hierarchy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진단명을 결정한다. 시술 또한 모든 시스템에서

분류 변수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분류 알고리즘에서의 시술의 중요성은 시스템마다(심지
어 비슷한 시스템 간에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G-DRG의 경우에는 독일 시스템
의 근간이 된 AR-DRG와 비교해 볼 때, 시술의 정보가 환자를 분류하는 데 더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InEK, 2009). 자체 개발된 영국의 HRG, 폴란드의 JGP와 오스트리아의

-

자원 소모 변수
재원일수/ 동일 날짜 여부

기계 환기

진료형태

전문의 진료과

전문과목

진료에 대한 필요성
PCC

4

-

-

-

-

-

×

×

-

×

PCC

무제한

-

-

-

-

×

×

×

-

×

×

×

-

-

×

×

×

독일
G-DRG

×

5†

-

-

-

×

-

×

-

-

×

×

×

-

-

-

×

×

프랑스
GHM

-

2

-

-

-

-

-

×

-

×

×

-

×

-

-

-

×

×

노르딕국가
NordDRG

-

3

-

-

-

-

-

×

-

-

×

-

×

×

-

-

×

×

영국
HRG

-

3

-

-

-

-

-

×

-

-

×

-

×

×

-

-

×

×

폴란드
JGP

-

무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LKF
DBC

출처 : ATIH(2010), InEK(2009), Australian Government(2004), 3M(2005), BMG(2009), 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2010),
Warners(2008)와 노르딕 사례구성센터(Nordic Casemix Centre[2011]) 자료 그리고 이 책의 2부의 관련 국가별 내용을 이용해 저자가 편집
* 명시되지 않음(주진단 범주 수준에서의 주요 CCs에 DRG 수준에서의 2수준 중증도 가산
† 단기입원이나 외래진료를 위한 4단계 중증도에 1을 더함

-

-

법적 정신 건강 상태

종합 사례 복잡성 척도

-

성별

3*

×

퇴원 유형

중증도/복잡성 수준

×

출생 시 체중(신생아)

×

-

-

×

-

진료 종류

×

×

×

종양/악성

×

×

연령

×

AR-DRG

행정 변수/인구학적 변수
입원 유형

×

시술

AP-DRG

진단

임상 변수

분류 변수

시스템

표 4.3 유럽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분류 변수 및 중증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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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F 시스템에서는, 시술에 관한 정보가 진단 정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4.5.2 참조).
연령, 퇴원 유형(예: 사망 또는 전원)과 같은 인구학적 그리고 행정적 변수는 네덜란
드의 DBC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환자를 분류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변수이다. 성별은
NordDRG만이 분류 변수로 사용하지만, 다른 많은 시스템에서도 환자 정보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예: 산과 진단이 여성 환자에게만 적용되는지
확인).
자원 소모 변수 또한 여러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에서 환자 분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재원일수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자원 소모 변수이다.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ion와
같은 자원 소모 변수들은 시스템에 따라 분류 변수로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환자 분류 변수로서 정기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
어 독일의 G-DRG 시스템이 환자를 분류하는 데 기계의 기간을 명시하여 고려하고 있는
반면, 다른 시스템들은 기관절개술 tracheostomy 시술 코드를 사용해서 기계호흡의 사례를
규명하고 있다.

4.6.2 중증도
표 4.3은 또한 여러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중증도 분류 수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한된 수의 중증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NordDRG는 중증도 수를 두 개로
만 제한하고, 영국의 HRG는 세 개로 제한한다. 필요할 경우에만 기초 그룹을 나누는 동
일한 시스템 로직이 다른 분류체계(AR-DRG와 HRG)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그룹이 프랑스의 GHM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항상 네 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단기 재
원short stay이나 당일입퇴원 사례day cases에 관한 그룹이 더 있다. 극단적인 경우로 독일의
G-DRG와 오스트리아의 LKF는 중증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각 환자군 내에서 자원소
모를 상대적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 시 기초 그룹을 여러 개의 많은 최종 그룹으로 세
분화한다. 네덜란드의 DBC는 환자를 그룹화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 그룹을 나
누지 않는 유일한 시스템이다.

4.6.3 합병증과 부진단
네덜란드의 DBC와 오스트리아의 LKF 분류체계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에서는, 2차 진단이
사례를 다양한 수준의 중증도 및 복잡성 등급으로 분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부
분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합병증과 부진단을 나타내는 2차 진단 목록을 사용하고
있고, 영국의 HRG를 제외한 분류체계들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합병증과 부진단 목록을 적
용하고 있으며, 각 장별로 특정 합병증 및 부진단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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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목록을 갖춘 시스템일지라도 거의 항상 특정한 예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흔히 주진
단이나 부진단 및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2차 진단 등이 예외 조건이 된다. 환자분류체
계(PCS)의 중증도 및 복합성 등급에 따라, 합병증과 부진단 목록은 각 진단별로 중증도 수
준이 정의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개의 2차 진단명이 있는 경우에는 AR-DRG와 독일의 G-DRG 시스템은 환
자단위 중증도 점수Patient Clinical Complexity (PCCL)라고 불리는 척도를 적용해 모든 2차 진
단명을 누적하는 반면, 다른 DRG들은 가장 순위가 높은 2차 진단명을 이용해 중중도를 결
정한다. 프랑스의 GHM 시스템은 순위가 가장 높은 2차 진단명 뿐만 아니라 나이, 재원일
수, 입원 기간 중 사망 여부를 기준으로 중증도를 결정한다. 네덜란드의 DBC의 경우에는
2차 진단명은 고려하지 않는 대신 환자가 추가 진단명을 포함하는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새
로운 DBC를 배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4.7 경향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시간에 따라 세 가지 주요한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첫째,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원래 단기 병원 입원의 경우를 위해 발전되었으나 점진적
으로 다른 진료 분야에까지 적용되었다. 둘째, 환자군의 개수가 모든 시스템에서 계속해
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DRG 시스템은 복잡성이 높은 고비용 진료를 적절히 고
려하기 위해 환자 분류를 위한 척도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다.

4.7.1 서비스의 범위
1990년대 초 이래, 연구자들은 DRG의 개념을 급성기 병원 입원진료를 넘어선 개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표 4.4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DRG 시스템을 당일입퇴원day care
에도 사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RG 시스템을 당일입퇴
원에 사용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환자분류체계(PCS)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핀
란드, 프랑스, 스웨덴) 다른 분야 DRG에 대해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입원과 외래에 같은 환자분류체계(PCS)를 적용하는 국가는 다른 분류 알고리즘을 이
용해서 외래 사례를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GHM은 기본 DRG를 입원일에
따라서 나눔으로써, 입원일이 0인 경우를 외래로 규명한다(ATH, 2010). 스웨덴과 핀란
드가 사용하는 NordDRG의 경우, 환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진료 분야에 따라 환자를 입
원과 외래로 나눈다(19장 참조).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의 경우는, 그룹화 과정에서 외래
사례를 명백하게 확인하지는 않지만, 재원일수가 0인 사례에 대해 조정하여 지불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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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국의 HRG 시스템은 외래 사례로만 적용되어야 할 특정 시술을 규정하고 있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10).
더욱이, 많은 국가들이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를 정신과와 재활치료로 확대 적용
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표 4.4).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환자분류체계(PCS)가 제
안되기는 하였으나 진료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 소비량이 다르다는 점과 주요 시술 dominant
procedure의

부재가 동질의 환자군을 정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병원

진료와 대조적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사례 또는 진료일수(또는 진료주수) 분류에 사용
할 수 있다. 독일의 재활치료 그룹 Rehavilitation

Treatment Groups (RBG)

시스템(Neubauer

& Pfister, 2008) 또는 미국의 입원 재활시설 전향적 지불제도Inpatient Rehavilitation Facility
Prospective Payment System (IRF-PPS)

(Med-PAC, 2009)는 사례를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장애, 가능한 동반질환, 나이와 관련된 점수를 고려하여 환자를 분
류한다. 프랑스의 GHJ Groupe Homogène de journées (Homogeneous groups of days) (동질 재원 그룹)
(Metral et al., 2008)와 스위스의 LTR Leistungsorientiertes Tarifmodell Rehabilitation (재활치료
성과중심 지불제도) (Fischer et al., 2010)은 일수나 주수를 이용하여 환자를 분류한다.

4.7.2 환자군의 개수
그림 4.5에서 보여주듯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환자군 수는 모든 시스템에
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연간 변화가 제한적이었으나, 프랑스(GHM)와 영
국(HRG) 두 국가에서 최근 분류 방식의 주요 개정으로 인해 환자군의 수가 모두 두 배 이
상 증가하였다. 독일의 G-DRG는 2010년 전까지는 환자군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한 유
일한 환자분류체계(PCS)였으나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 멈추었다.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환자군 수가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
다. 첫째, 대부분의 시스템이 이질적인 환자군의 진료 사례에 대한 복잡성의 차이를 반영
하는 기능을 향상하려고 노력해 왔다. G-DRG 시스템에서는 사례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기본 DRG당 최종 DRG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해 왔다. 프랑스는 최근에 코딩
알고리즘을 개정하여 대부분의 기본 DRG에 네 개의 중증도 등급을 부여했고, 영국의 경
우에는 더 많은 중증도 등급을 적용한 것이 환자군 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유럽국가들은 외래진료 사례를 점차적으로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에 포함하
고 있다. 같은 환자분류체계 안에 외래를 포함한다면, 외래진료의 자원 소모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환자군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세 번째로, 새로운 의료장비, 약, 의
료기술의 도입은 진료 경향에 영향을 주며 또한 결과적으로 특정 사례와 관련된 하나의 환
자군을 임상적 비용적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그룹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을 제기할

04장

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식 환자분류체계

55

표 4.4 유럽 DRG식-환자분류체계의 적용 범위
국가

입원

당일입퇴원 사례

오스트리아

×

×a

정신과 진료
-

재활치료

영국

×

×

확대 중

에스토니아

×

×e

-

-

핀란드

×

×

×b

×b

프랑스

×

×

확대 중

독일

×

×a

2013년에 시행할 계획임

-

네덜란드

×

×

×

×

아일랜드

×

×

-

×

폴란드

×

×a

확대 중

포르투갈

×

×a

-c

스페인

×

d

-

-

-

스웨덴

×

×

×

×

-

-c

출처 : 이 책의 2부의 관련 국가별 내용을 이용해 저자가 편집
노트 : a 환자들의 그룹화 과정의 일부로 명확하게 사용되지는 않으나 당일입퇴원(day care) 사례를 지불을 위해
명확하게 고려된다; b DRG가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모든 병원들에서 정신과 환자와 호흡 정지 환
자와 같이 장기 집중진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DRG를 적용하지 않는다(18장 18.5.1 참조); c 정신과 진
료와 재활치료로의 DRG 확대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으나,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d 통
원수술 사례(surgical day cases)의 분류와 재원조달은 입원진료처럼 AP-DRG를 사용한다; 국제 개정 DRG
(International Refined [IR-] DRG)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e 통원수술 사례는 DRG를 적용
하여 분류하고 지불된다.

그림 4.5 유럽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그룹수
2,500

AP-DRG(스페인)

HRG(영국)

AR-DRG(아일랜드)

JGP(폴란드)

G-DRG(독일)

LKF(오스트리아)

GHM(프랑스)

Common Full NordDRG

그룹 수

2,000

1,500

1,000

5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처 : 노르딕 사례구성센터(Nordic Casemix Centre[2011]), 이 책의 2부 국가별 장에 제공된 정보와 그 저자들로부
터 개별 자문을 통해 저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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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9장 참조). 또한 진단과 사례에 관한 기초 코딩 시스템들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
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코딩 시스템의 정확성이 향상된다면, 사례나 환자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욱 동질적인 환자군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
로, 향상된 병원의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방식은 규제기관이 진료비용의 결정 요인들을

찾도록 도움으로써 환자분류체계(PCS)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5장 참조).
네덜란드의 DBC 시스템은 DBC의 개수가 다른 환자분류체계(PCS)의 환자군의 수와 상
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림 4.5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DBC는 개정 시마다
환자군의 수를 줄이고 있다. 2005년에 약 10만 개의 DBC로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DBC의 수는 약 3만 개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DBC의 수를 약 3,000개 정도로
줄이고 또한 DRG와 유사하게 중증도 등급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Warner, 2008).

4.7.3 특정 고비용 서비스(비포괄unbundling / séances 및 보충지불)
서로 다른 DRG식 환자군에 속하는 이질적인 환자군별로 요구되는 특정 고비용 서비스를
확인하여 그룹화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모든 DRG식 환자분류체계의 당면 과제이
다. 이를 위해 영국의 HRG는 ‘`비포괄 unbundling’의 개념을 개발하였다. `비포괄 unbundling
은 특정 진료의 집합(항암제 치료,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신장투석, 고비용 약)을 핵심
HRG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9). 이러한 진료들을 분리하여 핵심 HRG의 비용적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보충
지불supplementary payments방식을 통해 적절한 상환을 보장하려 하는 것이다(6장 참조). 프
랑스의 GHM은 ‘세션 séances’이라고 불리는 항목이 있는데, 신장투석, 항암제 치료 및 방사
선 치료를 분리해 영국의 비포괄 unbundling과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독일에
서는 보충 지불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14장 참조), 환자 분류 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영국의 비포괄 unbundling이나 프랑스의 세션 séances과 같은 목적을 완
수하고 있다.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또 다른 국제적인 추세는 동반질환과 낮은 의료의 질에
의한 합병증을 더 잘 구분해 내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MS-DRG만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급자로 하여금 진단 코드 부여 시 입원 시 존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
고 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할 특정 질환이 입원 시 진단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낮은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가 지불액을 조정하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요르와 해치넨(Or & Hakkinen)이 8장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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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결론: 공통 EuroDRG 시스템의 가능성
유럽의 병원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공통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를 통해 병원 산
물을 동일하게 정의하는 것은 환자의 국가간 이동과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표준화 가능성을 수립하는 것은
(다시 말해 유럽 공통의 DRG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은) 정치인 및 환자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는 네 가지의 주요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정의되었다: (1)정기적으로 수집된 환자의 퇴원 정보를 이용해서 (2)관
리 가능한 수의 그룹 즉, DRG로 분류한다. (3)분류된 그룹들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4)비용적으로 동질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특성들을 사용해서 공통 EuroDRG 환
자분류체계(PCS)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4.6에서 소개한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유사한 정보들을 이용해 환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병원의
퇴원 요약 정보를 이용해서 쉽게 얻을 수 있다. 반면 4.4에서는 각 시스템이 각기 다른 방
식으로 환자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따라서 유럽 공통의 DRG식 환자분류
체계(PCS)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단과 시술의 코딩을 일치시키는 것
또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의 코드를 유럽 공통분류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매핑시스템mapping system을
Programme의

개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건강모니터링 프로젝트 Health

Monitoring

일부인 병원 자료 프로젝트Hospital Data Project는 병원 자료가 동일한 포맷을 갖

도록 제안하고 있다(Magee, 2003). 진단 분류에 관해서는 WHO의 ICD-10이 모든 국가
에서 사망 원인의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ICD-11이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동일
한 코딩 시스템을 갖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하기에 적합한 환자군의 수에 관한 것이다. 현재 유럽의 DRG
식 환자분류체계(PCS)에서는 1,000~1,500개의 환자군을 병원의 진료활동을 나타내는
데 적절한 수로 보는 듯하다. 모든 국가가 환자를 환자군으로 분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기 때문에, DRG 시스템의 관리 용이성은 각 환자군 내에서 환자당 평균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에 달려 있다. 유럽의 DRG 시스템의 환자군 내에서
환자당 평균원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모집단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각국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DRG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용면에서 동질적인 환자군을 규정하기 위해,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의 그룹화
알고리즘은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을 반영해야 한다. 유럽 각 국가들 간 비
용 결정 요인들이 동일하다면, 같은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를 사용해서 환자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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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연구비에 의한 EuroDRG 프로젝트와 같
은 과제들은 11개 유럽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결정 요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는데, 이 연구의 결과가 유럽 공통의 DRG 시스템 개발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개발되려면 충분히 많은 수의, 대표성이 있는 병원들의
표본을 이용해 구체적인 원가 계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5장 참조). 또한 공
통 DRG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개정하는 장치도 개발되어야 한다.
4.2에서 설명했듯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DRG 시스템은 최초의 HCFA-DRG에 근간을
두고 있다. 심지어 자체 개발된 DRG식 환자분류체계(PCS)조차도 현존하는 DRG 시스템
과 많은 공통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필요에 맞는 EuroDRG 시스템의 개
발을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현존하는 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개정된 시스템이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환자군의 원리를 고수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DRG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유럽 공통의 DRG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한편으로는 동일한 코딩
시스템, 원가회계시스템, 심의 절차 등의 개발과 같은 많은 필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
다. 다른 한편으로는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를 적용한 국가들은 10년 이상 축적된 경
험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를 갖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DRG
식 환자분류체계(PCS)는 새로운 EuroDRG를 개발하는 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유럽 병원의 자원 소비 양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스템을 찾기 위한 연구도 필
요하다. 그러나 DRG식 환자분류체계(PCS)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시작된
것처럼, 유럽 공통의 환자분류체계(PCS) 또한 동일 유럽 병원 시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
치적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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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론
원가계산시스템cost-accounting systems은 병원 관리자가 병원서비스에 관한 상환 reimbursement 및
자원 분배와 관련된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 요약, 분석 및 관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Finkler et al., 2007; Horngren et al., 2006). 한편 종합원가계산시스템은 DRG와 같
은 분석 단위에서 원가 계산을 가능하게 하고, 표준화된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상환율 설
정 방식을 활용한 DRG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Nathanson, 1984).
병원이 행위별수가제나 총액예산제와 같은 전통적인 지불방식을 사용하던 과거에는 원
가 계산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되
는 보편적 질환에 대한 비용이 반드시 개별 보건의료서비스 원가의 적절한 추정치를 나타
내지는 않는다(Cohen et al., 1993; Ott, 1996). 한편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원
가는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 분산형 정보시스템에 입력된다(Feyrer et al., 2005). 총액예
산제는 대부분의 유럽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재원조달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총액
예산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비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특정 의료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금액이 사전에 책정되고, 병원 상환액은 환자당 비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다(6장 참조). 그러나 추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인 총액예
산제는 급속히 증가하는 병원 비용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Feyrer et al.,
2005).
1983년 이후 많은 유럽국가는 병원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DRG 지불제
도를 채택해 왔다(2장 참조). DRG 시스템의 도입으로 병원서비스에는 수익 관점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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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점으로 전환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Berki, 1985).
그림 5.1은 DRG 시스템과 원가계산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낸다. 유럽 각 국가의 규제
기관들은 효율적인 원가계산시스템 없이는 병원 보상 책정 방식 payment rate-setting mechanisms으로

DRG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Feyrer et al., 2005). 즉 효과적이

고 공정한 DRG 지불제도는 정확하고 수준 높은 원가계산시스템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6
장 참조). 따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표본 병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원
가 계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의 DRG 가중치를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가중치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
다.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DRG별 상환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한 모든 병원에서 정확한 원가 계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왜냐하면 비용 정보의 오
류는 DRG 가중치의 오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은 특정 서비스 제공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원가 정보의 수집은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병원 관리자들은 원가 계산이 단순히 보상률 책정의 목적을 넘어서, 체계적 벤치마킹 systematic benchmarking과

관리경쟁 managed competition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

음을 인식하게 되었다(Schuster et al., 2006; van de Ven & Schut, 2009). 정확한 비
용 정보는 병원 관리자가 좀 더 효율적인 진료 절차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 소비의 출처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가회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5.2)와 유럽 전역의 서로 다
른 원가 계산 방식을 설명하고(5.3), DRG와 원가 계산 방식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 것
(5.4)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 5.5는 DRG와 원가 계산 방식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결론과 유럽국가들 간의 원가계산시스템 표준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오스트
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2개국의 원가계산시스템을 살펴본다.

원가 계산

DRG 시스템의
개발 개정에 요구됨
DRG 시스템 개발

병원이 자원 소비의 원천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함
병원 관리

•정확한 지불수가 계산

•내부 예산 계획

•지속적인 시스템 개정

•벤치마킹(병원 내, 병원 간)

•투명성

•서비스 전달 감시

그림 5.1 DRG에서의 원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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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건의료에서의 원가 계산
병원 원가배부는 이론상으로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의학적·비용적 동질성을 가진 환
자군 또는 개별 환자에게 배부된다(St-Hilaire & Crepeau, 2000; Tan et al., 2009c).
1.	공통비용 배부 overhead cost allocation : 병원의 공통비용을 진료 부서에 배부(5.2.1)
2.	간접비용 배부 indirect cost allocation : 부서의 간접비용을 환자에게 배부(5.2.2)
3.	직접비용 배부 direct cost allocation: 부서의 직접비용을 환자에게 배부(5.2.3)

5.2.1 공통비용 배부overhead cost allocation
여러 참고 문헌이 병원의 공통비용을 진료 부서에 배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Drummond et al., 2005; Williams et al., 1982).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원
가중심점 배부 cost-centre

allocation이다(Finkler

et al., 2007; St-Hilaire & Crepeau,

2000). 이 방식은 병원의 부서를 진료 부서와 관리 부서로 구분한다. 진료 부서에는 환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병동, 입원 병동, 검사실, 수술실, 방사선과 등이 포
함된다. 관리 부서에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정부, 시설관리부, 물류
부, 경비 담당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용은 환자 재원일
수 또는 직접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배부 기준 allocation bases에 따라 진료 부서에 배부된다
(Finkler et al., 2007; Horngren et al., 2006).
‘활동기준원가 activity-based

costing’는

원가중심점 배부 cost-centre

allocation와

상당히 유사

한 대안적 공통비용 배부 방식이다. 활동기준원가 방식은 상이한 배부 기준이 아니라 정확
한 배부 기준 확인을 강조한다. 즉 배부 기준은 공통비용과 진료 부서 간의 인과관계를 충
실하게 반영해야 한다(Cooper & Kaplan, 1988).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식은 전체 관리
부서에 적용되는 환자 재원일수나 직접비용 등과 같은 일반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
니라, 시설 비용 배부에는 공간 크기(m2), 관리비용 배부에는 정규직 기준 총인력 등과 같
은 진료 부서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근거해 병원 공통비용을 배부하는 것이다(Drummond
et al., 2005).
참고 문헌에 따르면, 원가중심점 배부 cost-centre
costing

allocation와

활동기준원가 activity-based

중 어떤 방식을 택하든지 간에, 병원의 공통비용을 진료 부서에 배부하는 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가장 단순한 첫 번째 방식은 ‘직접 배부 direct allocation’ 방식으로, 공통비
용이 관리 부서 간의 조정 없이 직접 진료 부서로 배부된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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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2
OD
...

OD1

MD1

MD2

MD
...

그림 5.2 공통비용의 직접 배부(direct allocation)
주석 : OD: 관리 부서; MD: 진료 부서

두 번째 방식은 ‘단계 배부 step-down allocation’ 방식으로, 관리 부서 간의 상호 작용이 부
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공통비용을 진료 부서와 다른 관리 부서에 단계적으로
배부한다. 단계 배부 방식은 관리 부서 내의 일방적인 배부 unilateral deliveries이다. 즉 중요
한 것은 관리 부서의 공통비용 배부 순서이다(그림 5.3). 예를 들어 두 번째 관리 부서의
공통비용은 첫 번째 관리 부서로 배부될 수 없다.

OD2
OD
...

OD1

MD1

MD2

MD
...

그림 5.3 공통비용 단계 배부(step-down allocation)
주석 : OD: 관리 부서; MD: 진료부서

마지막으로 공통비용이 모든 진료 부서와 모든 관리 부서로 배부되는 ‘상호 배부 reciprocal’

방식이 있다. 상호 배부 방식은 관리 부서 간의 상호 배부를 고려한 방식이다. 따라

서 관리 부서 간의 상호 조정 과정에서 배부되지 않은 비용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
까지 반복된다(그림 5.4).

OD2
OD
...

OD1

MD1

MD2

그림 5.4 공통비용 상호 배부(reciprocal allocation)
주석 : OD: 관리 부서; MD: 진료부서

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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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간접비용 배부 indirect cost allocation
간접비용은 진료 부서에서 발생되는 비용이지만 환자의 진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직원, 재고 물품 등에 대한 비용이다. 원가중심점 배부 cost-centre allocation 방식과 활동기준
원가 activity-based costing 방식은 환자가 아닌 진료 부서와의 인과관계를 조건으로 하기 때
문에 환자에게 비용을 배부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서 간접비용은 다음의 방
식을 사용해서 환자에게 배부될 수 있다(Finkler et al., 2007; Tan et al., 2009c):
	한계 가격인상률 marginal

●

mark-up percentages:

직접비용의 가격인상률을 높여서 간접

비용을 직접비용에 배부한다.
	가중치 통계 weighting statistics: 진료시간(분) 당 또는 재원일수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

●

한 서비스 시간으로 의료자원 소모를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이다.
	상대가치 단위 relative value units: 병원서비스의 기본 자원 사용에 있어 기준 가치를 정

●

하고 환자가 추가적으로 의료자원을 소비할때 이 기준가치에 상대가치를 더해서 각
환자의 상대가치를 정한다.

5.2.3 직접비용 배부 direct cost allocation
직접비용은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진료 부서의 비용으로 의료진 인건비(특히 의료
진이 특정 시술에 명확히 관여했을 경우), 의약품, 의료 도구/물품 비용 등을 포함한다.
환자당 직접비용은 개별 환자에게 제공한 병원서비스의 양과 병원서비스의 단위 원가
의 측정을 통해 계산한다(Drummond et al., 2005; Jackson, 2000). 일반적으로 환자
당 직접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그림 5.5). 이 방식들은 병원서비스를
구분(거시적 원가 계산 대 미시 원가 계산)하고 가치를 측정(상향식 원가 계산 대 하향식
원가 계산)하는 정확도에 따라 달라진다(Tan et al., 2009b; Tan, 2009).
거시적 원가 계산 방식은 병원서비스를 통합된 큰 범주로 규정한다. 즉 재원일수는 병
원서비스로만 정의될 수 있다(Jackson, 2000; Tan et al., 2009b). 하향식 거시 원가 계
산 top-down gross-costing 방식은 평균 환자 average patient당 재원일수를 평가하는 반면, 상향
식 거시 원가 계산 bottom-up gross-costing 방식은 개별 환자 individual patient당 재원일수를 평
가한다.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top-down

micro-costing

방식은 가장 세분화된 수준에서 관련된

모든 병원서비스를 구분하고, 일반적인 환자당 각 병원서비스를 평가한다(Tan et al.,
2009b; Wordsworth et al., 2005). 병원서비스는 직원 근무 시간, 진단검사 서비스, 의
료 영상 서비스,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외과적 시술 등을 포함한다. 이 방식은 환자의 개별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할 수 없고 환자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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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비스의 구분
정확성

+

하향식 거시 원가 계산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상향식 거시 원가 계산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정확성

병원서비스의 평가

-

-

+

그림 5.5 방법론 매트릭스: 병원서비스의 구분과 평가의 정확성
출처 : Tan, 2009; Tan et al., 2009b

또한 규명할 수 없다(Clement Nee Shrive et al., 2009).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bottom-up micro-costing 방식은 가장 세분화된 수준에서 모든 병원
서비스를 규명하고 평가한다.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은 개별 환자당 병원서비스의 가
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각 개별 병원서비스와 병원서비스의 조합에 대해서 환자들 간의 비
용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다(Tan et al., 2009b; Wordsworth et
al., 2005).

5.3 유럽의 원가 계산 방식
5.3.1 유럽의 원가 자료 관리방식
대다수의 유럽국가는 DRG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유의 원가자료 수집 방식
을 가지고 있다.

의무적 원가계산시스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원의 필요에 의해 원가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는 병원이 의무적 원가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의무적
원가계산시스템은 국가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국가 원가 계산 지침의 존재
의무적 원가계산시스템이 없는 일부 국가들은 국가 원가 계산 지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병원 원가 계산 모델인 ‘분석적 회계 analytical
accounting’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원가자료 수집과 관련된 규제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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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가 원가 계산 규정manual과 감사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례case당 원가
계산을 위한 국가 지침을 개발했다.

DRG 수가 계산에 사용되는 원가 계산 자료
대부분의 국가들은 DRG 수가를 계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수집된 원가 계산 자료를 사용
한다(오스트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한편 아일
랜드, 폴란드,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은 다른 국가에서 도입한 원가가중치를 자국의 실정
에 맞추기 위해 원가 계산 자료를 사용한다. 아일랜드는 빅토리아 원가가중치 Victorian Cost
Weights 를

일부 수정한 사례구성 모델링casemix modelling을 사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보건당

국은 원가가중치를 아일랜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개
정하고 있다. 폴란드는 특정 시술에 대해서만 DRG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시술에 대한 비용은 영국 보건의료자원그룹 시스템 United Kingdom Healthcare Resource Groups
(HRG) system (Version 3.5)의

비용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포르투갈은 미국 매릴랜드주의 원가

가중치와 포르투갈 병원의 재원일수에 근거한 DRG에 입원 비용을 배부한다. 스페인도
미국의 원가가중치를 스페인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5.1은 유럽 12개국
의 서로 다른 원가자료 수집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5.3.2 유럽의 원가 계산 방식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 병원의 수(비율)
전국적인 원가 계산 자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신뢰할 만한 원가 계산 자료를 수
집할 수 있는 선별된 병원의 자료를 활용해 DRG 가중치를 계산한다. 선별된 병원들은 일
반적으로 사전에 규정된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교 가능한 원가계산시스템을 사용한다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Schreyögg et al., 2006). DRG 가중치는 국민건강보
험기금(에스토니아 건강보험기금[EHIF])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프랑스)에
참여하고 있는 표본 병원의 원가 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영국 등 일부 국
가는 모든 병원이 병원 활동과 단위당 원가를 규제 당국에 매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15~25개의 원가를 수집하는 병원에서 개별 환자에게 원가를 배
부하기 위한 환자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3만 개의 진단-시술 조합 diagnosis-treatment
combinations의

관리와 등록 및 승인이 가능한 원가계산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편

일부 국가의 규제 당국은 원가 계산을 위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지역보건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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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유럽의 국가별 원가 자료 수집 방식
의무적 원가계산시스템

국가 원가 계산 지침

DRG 수가 개발을 위한
원가 계산 자료

오스트리아

-

-

×

영국

×

×

×

에스토니아

-

-

×

핀란드

-

-

×

프랑스

-

×

×

독일

-

×

×

아일랜드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네덜란드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payment for general interest missions’ (MiGAC)1 를 통해 원가 계산 자료를 제공하는
재무 관리자의 연봉을 지급했다. 독일은 2003년과 2004년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상대 가중치를 적용했으나, 2005년에 금전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병원 보수체계 연구소 Institute for the Hospital Remuneration System (InEK)를
통해 병원이 자발적으로 환자 단위의 원가 계산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상환해 주고 있다. 추가비용은 고정비용과 사례 수와 자료의 질을 고려한 변동 비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nEK는 2008년에 자발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 9백만 유로
를 지급했다(InEK, 2009).
질적 수준이 높은 자료 기준을 확보하는 것과 대표성을 갖는 다수의 원가 수집 병원
을 확보하는 것은 서로 상충한다. 많은 수의 병원을 확보할 때 환자 사례의 중증도 차이
나 특정 국가에서의 병원의 구조적 차이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이러한 요소를 아직 고
려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나 원가계산시스템이 유사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소수의 원
가 수집 병원은 더 높은 수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반면, 드물게 발생하는 진료, 예를 들면
다발성 외상환자 치료 같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Schreyögg et
al., 2006).
1

 교육 연구와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적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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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비용 배부
공통비용을 진료 부서에 배부하기 위해서 유럽국가는 직접배부법(영국, 에스토니아, 핀란
드, 네덜란드, 스웨덴)을 사용하거나, 단계배부법(프랑스)을 사용한다. 독일은 원가 계산
자료를 수집하는 병원에 단계배부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지 않다면 단계적 원가 계산법과 직접배부법과 같은 다른 방식의 조합이 사
용될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병원은 원가 배부에 사용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
다. 배부 방식이 개별 환자의 원가에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들은 통
상적으로 직접배부법을 사용하고 있다.

간접 및 직접비용 배부
대부분의 국가는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 병원이 원가 계산 자료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병원
특성과 퇴원 시 환자 상태, 진단 같은 임상 정보 등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가 계산 자료를 포함한 최소한의 자료 목록은 유럽국가 간에 상당
히 유사하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개별 환자들의 재원일수, 외래 방문, 진단검사 서비스,
의료 영상 서비스, 의약품, 혈액제제, 외과적 시술, 병리 검사와 관련된 의료자원 사용과
단위당 원가 자료를 수집한다.
오스트리아의 병원은 각 병원의 실정에 맞는 원가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
나 주건강기금 State Health Funds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운영되는 병원(264개 병원 중 113개
병원)들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국
가는 의료 부서에서 환자에게로 원가를 배부하기 위하여 미시 원가 계산 방식에 다양한
가중 통계치를 적용한다.
세분화된 자원소비 자료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상향식 방식을 적용하여 병원 비용을 개
별 환자(또는 병원서비스)에게 배부한다(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환자 단위 자
료의 수집이 유용하지 않은 국가는 하향식 방식을 사용하여 병원 원가를 환자(입원횟수)
에게 동일하게 배부한다(영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에서는 원가 계산 전문가 집단이
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 내의 환자중심정보 및 원가계산시스템(PLICS)
의 실행을 돕고 있다. 아직까지는 PLICS의 실행은 의무적이 아니며, 환자 중심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병원의 수도 추산되지 않는다.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에서 DRG
수가 계산은 환자 수준에서 구분되는 원가 비율을 사용한 하향식 회계 방식에 대한 조합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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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원가자료에 대한 검증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원은 일차적으로 보고된 원가 계산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증한다. 자
료 검증은 통상적으로 국가 당국(영국, 에스토니아, 독일, 네덜란드) 또는 지역 당국(오스
트리아, 프랑스)이 매년 수행한다. 핀란드에서는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공식적인 자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자료의 질 보장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스웨덴
에서는 국가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Register (NPR)의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국가환자등록 National

Patient

정보를 이용해 코딩 활동과 질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국가환

자등록을 통해서 자료의 질을 검증하는 책임은 지역 의회에게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고된 원가 계산 자료의 국가/지역별 자료 검증은 기술적 및 임상
적 개연성과 관련해서 자원 사용 정보의 검증에 주로 중점을 둔다. 즉 코드화된 병원서비
스는 특정 환자와 병원 특성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술이 특정 병원
이나 환자에게 시행되는 것이 적합하고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
덴 등의 국가는 단위 원가 unit cost 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검증을 실시한다. 독일은 단
위 원가의 최소 및 최대치 그리고 병원서비스별 단위 원가의 상대적인 비율과 자원의 사
용 정도를 단위 원가와 비교한다. 예를 들어 고관절 치환술 hip replacement의 원가는 인공관
절의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 원가 계산 자료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검증하거나(독일, 네
덜란드, 스웨덴) 확률 표본을 사용하여 검증한다(오스트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표 5.2는 DRG 수가 계산을 위하여 각국의 원가 계산 자료를 사용한 유럽 8개국의 원
가 계산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다.

5.3.3 유럽의 DRG 지불제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DRG 지불제도의 상대적 중요성은 DRG 방식으로 상환하는 병원 원가의 비율에 의해 결
정된다(6.3 표 2 참조). DRG 지불제도는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병원 비용을 상환하는 주
된 수단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포르투갈은 DRG 지불방식으로 병원 입원진료 비용의
75~85%를 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의료 전문분야와 병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Schreyögg et al., 2006):
1) DRG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재원기간 단축을 유도하므로 중환자실과 같은
전문분야에 유해한 것으로 고려된다.
2) 다발성 외상 진료와 같은 병원서비스는 드물게 제공되므로 DRG 수가를 정확히 계
산할 수 없는 코딩의 문제점이 있다.
3) 정신질환 진료 등과 같이 진단명으로 비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전문분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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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유럽 8개국의 원가 계산 방식의 특징
진료 부서에
공통비용 배부

환자에게
간접비용 배부

환자에게
직접비용 배부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 병원수

자료 검토
(정기 검토 여부)

오스트리아

병원마다 다름

병원마다 다름

거시적 원가 계산

20개 참고 병원
(전체 병원의 8%)

지역 담당기관
(비정기적)

영국

직접

가중치 통계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모든 병원

국가기관
(매년)

에스토니아

직접

비용 할증 비율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EHIF와 계약을
맺은 병원

국가기관
(매년)

핀란드

직접

가중치 통계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원가 계산 기준에
부합하는 5개
참고 병원
(전문 진료의 30%)

없음,
병원의 책임

프랑스

하향식

가중치 통계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ENCC에 참여하는
99개의 자발적
참여 병원
(입원환자의 13%)

지역 담당기관
(매년)

독일

하향식
(선호됨)

가중치 통계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InEK의 원가 계산
기준에 부합하는
125개 자발적
참여 병원
(전체 병원의 6%)

국가기관
(매년)

네덜란드

직접

가중치 통계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단위 원가: 15~25
자발적 참여 병원
(전체 병원의 24%)

국가기관
(매년)

스웨덴

직접

가중치 통계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사례 비용 산출
시스템을 갖춘
병원
(입원환자의 62%)

국가, 지역 담당
기관(매년)

일부 국가는 재활(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정신과 진료(영국, 핀란드, 프랑
스, 독일, 아일랜드), 중환자실 및 응급처치(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등과 관련된 비용을
DRG 지불제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DRG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서비스 비용에는 1차 진
료, 지역사회 의료 및 구급차 비용(영국), 신생아 진료(아일랜드), 화상치료(스웨덴) 등이
있다. 제외된 병원서비스 비용은 주로 추가지불, 행위별수가제, 초과 비용 청구 등을 통해
대부분 상환된다(6장 참조).
또한 고가 의약품(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과 고가 재료(프랑스, 스페
인, 스웨덴)의 비용 상환에는 일반적으로 DRG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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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원가 상환에는 일반적으로 DRG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국가는 자본비용과 이자를 제외하거나(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
드) 부채 충당금을 제외시킨다(독일, 아일랜드). 이밖에도 DRG 지불제도의 상환에서 제
외되는 다른 비용들은 세금, 부담금, 보험(독일), 연금(아일랜드), 병원의 인증(스웨덴)과
관련된 원가이다.

5.4 원가 자료를 이용한 DRG 시스템의 개발
5.4.1 원가계산시스템의 역할
원가 계산 자료는 DRG 가중치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Nathanson, 1984).
원가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병원은 특정 DRG에 대해 더 많거
나 적은 비용을 상환받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상환률이 높은 DRG가 상환률이 낮은
DRG를 보상할 수도 있다(상호보조). 그러나 원가 계산 자료로 특정 DRG에 대해 과잉 상
환을 받을 수 있다면, 병원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정 환자군에 대해 진료 과정을 조정하
는 유인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가 계산 자료로 인해 특정 DRG에 대해 과소 비
용을 상환받을 시 원가가 상환 비용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춤으로써 이를 보상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병원은 비용(또는 손실)을 낮추기 위해 의
료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병원 상환은 DRG 지불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크게 좌우한다. 규제 당국과 병원 관리자는 신뢰할 수 있는 비용자료
의 장점이 정확하고 상세한 원가 정보 수집을 위한 원가계산시스템 개선에서 발생하는 추
가비용과 복잡함을 상쇄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규제 당국과 병원 관리자는 정확한 비용
추계의 중요성, 실현 가능성, 시스템 도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가 계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Clement Nee Shrive et al., 2009).
여러 연구는 DRG 지불제도가 원가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
명하고 있다(Busse et al., 2008; Heerey et al., 2002; Skeie et al., 2002; Tan et al.,
2009a). 환자 분류와 원가계산시스템의 부정확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환자 분류의 부정확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측이 각각의 환자가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RG 지불제도는 환자들을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며, 특정 환자군이 다른
환자군보다 더 많은 수의 진단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별로 세분화된 자
원 사용 방식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 적정한 자원 배분
을 지원하고, 각 DRG 내의 자원 소모의 동질성을 평가하며 더 복잡한 자원사용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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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DRG 상환액을 계산하고(합병증과 동반질환[CC]), 환자분
류체계(PCS)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시험 중이다(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예
를 들어 프랑스의 내과계 medical DRG는 외과계 surgical DRG에 비해 동질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내과계를 이용할 때 영향을 받는 사례의 수가 적어서 새로운 DRG를 추
가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원가계산시스템은 평균비용의 분산이 DRG마다 상당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다 광범위한 진단과 시술을 포함하는 DRG일수록 이러한 특성
이 두드러진다(Jackson, 2000).

원가계산시스템의 부정확성
DRG가 원가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상환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원가 계산 자료를 수집하는 병원의 수와 구성(표본의 특성), 이러한 병원이 제공하

●

는 자료의 질
●

원가 계산 방식의 정확성(5.4.2 참조)

●

시기 적절하게 원가 계산 자료를 유지하고 개정할 수 있는 능력

5.4.2 원가 계산 방식의 정확성
DRG 지불제도가 효과적이고 공정한 상환의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국가나 지역
에서 사용된 원가 계산 방식의 정확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원가의 특성상 원가 계산 방
식이 자주 개정될수록 일반적으로 더 많은 원가를 배부하도록 한다. 상호 배부 방식에는
이론적으로 병원 원가를 진료 부서에 가장 정확하게 배부한다. 그러나 이 계산 방식은 유
럽의 다른 계산 방식(단계적 비용 배부방식과 직접 배부방식)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 초기 연구는 다른 원가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단위 원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을 발견하지 못했다(St-Hilaire & Crepeau, 2000; Zuurbier & Krabbe-Alkemade,
2007).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가치 단위가 병원 원가를 환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실제 자원
소비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원가의 계산을 위해서는 가중치 통계
나 한계가격 인상률 등과 같은 더 세분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가중치 통계는 유사한 비용
추정값을 제공하지만, 한계가격 인상률은 상대가치 단위를 근거로 하는 방식에 비해 상당
히 다른 비용 추정값을 제공한다(Tan et al., 2009c).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은 DRG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선호된다. 왜냐하면 병
원 관리자들이 DRG 간의 비용 차이가 자원 사용의 강도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병
원서비스의 비용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상향식 미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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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산은 DRG 상환의 근거가 되는 원가 계산 자료의 분포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Jackson, 2000; Tan et al., 2009b). 또한 다른 방식과는 달리 개별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과 비용의 동질성 및 과대 비용이 산출되는 이상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의 원가계산시스템이 환자별로 세분화된 비용 사용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예: 영국),
이러한 국가는 하향식 미시(또는 거시적) 원가 계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은 정확성 면에서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의 훌륭한 대안임이 증명되었으며, 즉
자료 수집 가능성, 비용 및 복합성 측면에서 상당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Tan et al.,
2009b).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학 이론과 실제 연구 결과 모두에서 거시 원가 계산이 상당
히 부정확한 비용 추계를 초래함을 지적하고 있다. 환자의 진단명이 의료 자원 사용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거시 원가 계산은 이를 반영하지 않는
다는 것을 들 수 있다(Jackson, 2000; Swindle et al., 1999).

5.5 원가 계산 방식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현재의 원가계산시스템은 많은 병원에서 유용한 정보의 개선을 이끌었다. 원가계산시스
템은 의료 재원조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임상적으로 훌륭한 병원
서비스를 형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유럽의 병원들은 원가계산시스템이 체계
적 벤치마킹systematic benchmarking과 병원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경
쟁managed competition 모형의 근간이 됨을 인정했다.
첫째, 원가계산시스템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과
척도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벤치마킹은 병원이 경영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
써 좋은 성과를 얻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어 병원은 DRG 시스템을 통해 환자수와 사례구
성casemix의 변화가 예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 비용과 실제 비용의 차이를 분석하
여 벤치마킹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킨다(영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둘째, 관리경쟁 모형
은 많은 유럽국가의 보건당국이 보험자, 질병금고 같은 다양한 행위자에게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했다(Busse et al., 2006). 관리경쟁 모형은 DRG가 재무적 요소의 근거가 상
세한 원가와 분량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접근에 관해 협상을 하도록 해 주었다(영국, 에
스토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 자료는 규제 당국이 DRG 상환 방식
이 야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유인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예측
비용이 상환액보다 낮은 환자의 진료, 상환액이 높은 DRG로의 상향 분류함으로써 수입
증대, 비용의 최소화나 진료비용을 다른 대상에 전가, 의료의 질을 낮추는 것 등이다(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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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결론
이제까지 원가 계산이 DRG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유럽의 DRG
지불제도는 사실상 비용 자료와 관련된 정보의 부재 또는 부적합성에 기인한다(Feyrer et
al., 2005). 원가 계산 자료는 원가의 동질성을 검증하는 것과 환자 중 비용 이상치를 찾
아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따라서 기존 DRG의 개정 및 보완으로 이어졌다. 그러
나 역으로 DRG가 원가 계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포괄적이고 표
준화된 원가계산시스템은 DRG 가중치를 계산하고 병원 경영과 감사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요구에 의해서도 시작되었다. 기존 원가계산시스템의 개정은 DRG 지
불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어떠한 주장을 선택하든지에 상
관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백하다: (1)DRG는 정확한 원가 계산 없이는 적절하게 작동
할 수 없다. (2)DRG는 분석 단위별 원가를 사용하는 원가계산시스템의 필요성을 충족한
다. 그러나 DRG와 원가계산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
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
이다.
DRG 지불제도의 개발을 위해 수집되는 원가 계산 자료와 DRG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
식은 유럽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두 가지 결과 값은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DRG와 원가계산시스템의 특성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사실상 각 시스템의 유동성
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최적의 원가계산시스템은 존재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가계산시스템은 비용을 수집하는 병원의 특성과 국가보건의료체
계, 보건의료정책 입안자들이 DRG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근거해서 선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적 일관성과 원가 동질성에 관해 DRG를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 환자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으로 DRG 비용을 계산
할 수 없다면, 원가계산시스템은 병원 진료의 효율성을 측정·비교·향상시키는 것과 관
련해서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각 DRG 지불제도는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예: 투명성 향상, 적절한 병원 상
환 실현) 이는 국가별 보건의료시스템의 맥락에서 달성될 것이다(2장 참조). 그러므로 유
럽국가의 원가계산시스템이 가까운 미래에 통일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DRG와 원가계산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유럽국가는 동일
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국가가 직면한 문제의 전반적인 유사성이 각 국가에
적용 가능한 공통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더 큰 관심을 촉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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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기반 병원지불: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Francesc Cots, Pietro Chiarello, Xavier Salvador,
a,c,d
1
Xavier Castells and Wilm Quentin
a,c

a

b

6.1 서론
1983년 미국의 DRG 지불제도가 처음 소개된 지 약 30년이 지난 지금(Fetter, 1991),
DRG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병원서비스 지불의 기반 되었다 (Kimberly et al., 2008). 2장에서 보여 주듯이, 사실상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국가가 DRG
를 도입한 주된 목적 중 하나는 DRG를 이용해서 병원지불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림 6.1은 DRG 기반 병원지불방식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 주고 있다. 먼저, (1)환자분류체
계(PCS)를 사용하여 유사한 임상적 특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자원을 사용
하는 환자들을 DRG 그룹으로 분류한다(4장 참조).2 그런 다음 (2)구체적인 병원 원가 정
보를 사용하여 DRG 가중치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DRG 그룹 내의 평균적인 환
자들의 진료비용 수준에서 DRG 가중치를 결정한다(5장 참조). (3)DRG 가중치를 금액으
로 환산하고, 지불액은 구조적 변수(교육 병원 여부나 지역 변수)뿐만 아니라 자원 소비량
을 보여주는 변수를 사용해서 조정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4)병원은 DRG의 수와 종류
에 따라 지불을 받는다.
1 a

  Epidemiology and Evaluation Department, IMIM-Hospital del Mar Research Institute, Barcelona, Spain; b Coordinator of health care information analysis for the purchasing of services of the Catalan Health Service, Barcelona, Spain; c CIBER Epidemiología y Salud Pública (CIBERESP), Spain; d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UAB), Barcelona, Spain.

2

 몇몇 DRG와 유사한 환자분류체계(PCS)는 DRG를 엄격한 수준에서 정의하지 않더라도(즉, 환자군이 진단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 장은 DRG 방식 또는 DRG 용어를 사용해서 DRG와 유사한 환자분류체계(PCS)의 환자
군을 나타낸다(구체적인 내용은 4장 또는 2부의 국가별 사례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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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DRG 병원지불방식

DRG 지불제도는 다른 병원지불제도들과는 다른 특정한 유인 incentive을 제공한다. 이
책의 7장과 8장에서 설명했듯이 DRG를 이용한 지불방식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이것이
의료의 질과 효율성에 바람직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
나, 병원서비스의 지불을 위해 최초의 DRG 병원지불방식이 시행된 이래로, 이러한 지불
방식의 부정적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은 미국(Lave, 1989; Ellis, 1998)과 유럽에서
고질적으로 발생되어 왔다(Böcking et al., 2005, Steinbusch et al., 2007, Farrar et
al., 2009).
이 장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럽 12개국의 DRG 기반 병원지불방식과 이러한 지불방
식에서 기인하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관한 주요 유인에 중점을 두고 있
다. 6.2는 먼저 DRG 병원지불방식에서 지불액이 결정되는 방법을 개관한다. 6.3에서는
DRG를 이용한 병원지불방식의 두 가지 주요 모델, 즉 DRG를 이용한 사례별 지불방식
과 DRG를 근간으로 한 예산 배부 방식을 소개한다. 6.4는 DRG 병원지불방식의 가장 기
초적인 모델이 제공하는 주요 유인과 또한 이것으로 인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
과들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들을 살펴본다. 6.5는 유럽국가들의 DRG 지불방식의 기본적
인 모델에 대한 개선을 통해 몇 가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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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은 결과를 요약하고 적절한 통제 방식을 실행해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DRG 지불방식과 관련된 유인들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결
론을 내린다.

6.2 DRG 기반 병원지불: 지불액 결정하기
그림 6.1이 보여 주듯이, DRG 기반 병원지불방식에서 병원지불액은 DRG 가중치와 이 가
중치를 바탕으로 환산된 화폐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DRG 지불제도의 목
적은 DRG 가중치가 특정 DRG 내에서 대략 평균적인 환자 진료비용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DRG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평균비용에
관한 정보를 근거해 계산하거나(5장 참조), 또는 ‘모범사례 best practice’ 방식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7장 참조). 표 6.1은 이 책에서 다루는 12개 국가에서 DRG 지불방식으로 널리 사
용되는 세 가지 주요 방식, (1)상대 가중치 relative weights, (2)수가raw tariffs, 그리고 (3)점수
scores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은 특정 화폐환산 방

식에 해당한다. DRG 가중치와 환산지수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또
한 이러한 적용 가능성은 구조적 요소들과 국가 또는 지역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서 병
원지불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6.2.1 12개 유럽국가의 DRG 가중치와 적용
대부분의 국가들은 DRG 상대 가중치를 계산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상대 가중치
를 도입하고 조정하여 사용한다. DRG 상대 가중치의 근본적인 개념은 한 국가의 모든 사
례들의 평균적인 진료비용을 기준으로 특정 DRG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DRG 상대 가중치는 특정 DRG 내의 환자들의 평균비용을 국가의 모든 환자
들의 평균비용으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상대 가중치의 값이 1인 DRG는 특정
DRG 내 평균적인 환자 진료비용이 국가의 모든 사례들의 평균적인 진료비용과 같음을
의미한다. 다른 국가의 상대 가중치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DRG 상대 가중치가
자국의 진료형태 national practice patterns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원
가자료를 이용해 상대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국가들은 조정된 상
대 가중치가 자국의 자원 소비 형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DRG 가중치가 평균 진료 원
가비용 내외로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수가 raw tariff를 사용한다. 수가는 화폐적 단위로 계
산된다는 점에서 상대 가중치와 구별된다. 수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DRG 내의 평균적인 환

국가 전체
국가 전체(응급진료, 선별된 사례들,
당일입퇴원 사례들, 소아과 진료,
정형외과 진료는 별도의 수가를 적용함)
국가 전체
국가 상대 가중치(8개 자치구),
자치구별 상대 가중치(5개 자치구)
국가 전체 (공공병원과 사립 병원에
다른 수가 적용)
국가 전체
국가 전체(소아과 병원은 별도의
상대 가중치 적용)
국가 수가(DRG의 67%),
개별 병원별 수가(DRG의 33%)
국가 전체(응급진료, 선별된 사례들,
당일입퇴원 사례는 별도의 수가 적용)
국가 전체
(1) 국가 전체(AP-DRG)
(2) 지역별(CMS-DRG)
국가 전체, 지역(county)별 (몇몇 지역)

점수(score)

수가(raw tariff)

상대 가중치

상대 가중치

수가

상대 가중치

(조정된) 상대 가중치
(상대 가치로 명명됨)

수가

점수

(조정된) 상대 가중치

(1) (조정된) 수가(AP-DRG);
(2) (수입된) 상대 가중치(CMS-DRG)

상대 가중치

오스트리아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카탈로니아)

스웨덴

출처 : 이 책의 2부의 국가별 소개에 근거(대부분의 경우 최신 정보 가용함)

DRG 가중치의 적용성

DRG 가중치(단위)

국가

표 6.1 DRG 가중치, 금전적 환산 그리고 유럽 12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

기본요율

(1) 직접 사용(전환 않함)
(2) 기본요율

기본요율

점수 가치

직접 사용(전환 안 함)

기본요율

기본요율

(1) 지역별 조정
(2) 전이 계수(2012까지)

기본요율

기본요율

시장 영향력 지수
(market forces factor)

(함축적) 점수 가치

화폐적 환산

지역 단위

(1) 관련 없음
(2) 지역 단위(CMS-DRG)

병원군별

국가 단위

관련 없음

(1) 4개의 병원군별
(2) 병원 단위

주 단위

(1) 지역 단위
(2) 병원 단위

병원 단위

국가 단위

병원 단위

주 단위

환산지수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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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진료비용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계산되지만, 영국에서처럼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
기도 하고 프랑스에서처럼 국가의 총액 예산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스페인
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상대 가중치와 함께 국가의 원가회계 자료를
이용해서 수가를 계산한다. 수가는 이미 화폐적 단위로 계산된 결과이지만 추가적인 조정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실제 병원 상환액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다음 항목에
서 더 구체적으로 기술).
오스트리아와 폴란드는 유일하게 DRG 가중치를 점수 scores로 계산한다. 점수제는 금전
적 가치 대신에 점수를 계산한다는 점에서 수가와 차이가 있다. 점수제는 특정 DRG의 가
중치를 한 국가의 모든 사례의 평균 진료비를 이용해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
가중치와 대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상대 가중치와는 달리 점수제와 수가 방식은 원가/가
중치 방식을 이용하여 병원 간 환자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고 있는 병원
의 사례구성지표 Casemix Indices (CMI)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병원, 지역, 그리고 국가 전체에 동일한 DRG 가중치를 적용한
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소아병원에 대해서 별도의 상대 가중치를 계산하고, 영국은 당일
입퇴원day cases, 응급 진료, 선택(비응급) 진료, 소아과 진료, 정형외과 진료 등에 수가 방
식을 적용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병원지구district나 주county가 필요에 가장 적합한
지역별 상대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대
해 별도의 수가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의 DRG 지불액을 계산할 때에 의사 임금
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전체 DRG의 67%에만 국정 수가 방식을 적용하며, 나
머지 33%의 수가는 병원과 보험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은 환자가 거주 지
역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AP-DRG의 수가를 적용하는 한편, CMS-DRG
의 상대 가중치는 카탈로니아 자치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DRG 가중치가 국내의
모든 병원과 지역에서 동일하다고는 하나, 화폐환산과 조정으로 인해 병원지불액은 지역
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6.2.2 참조).

6.2.2 화폐환산monetary conversion과 구조적 조정structural adjustment
표 6.1에서 볼 수 있듯이, 네덜란드와 스페인(AP-DRG)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DRG 가
중치와 여러 다른 형태의 화폐환산지수monetary

conversion factor를

곱해서 DRG 병원지불

액을 결정한다. ‘상대 가중치’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는 상대 가중치와 ‘기본요율 base
rate’을

곱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기본요율을 서로 다른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에스토니아는 동일한 기본요율을 전국의 모든 병원에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사전에 결정된 총액 예산과 예측된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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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량에 따라 모든 병원에 대해 각각 기본요율을 계산한다. 독일에서는 자치단체(가
장 중요하게는 법정건강보험조합과 병원)가 협상을 통해 기본요율을 결정한다. 아일랜드
에서는 지불을 위한 목적으로 유사한 병원들을 집단으로 묶어서 유사한 병원군(교육병원,
종합병원, 소아병원)의 기본요율을 이용해 DRG 예산을 정하는 방식이 점점 더 많이 사용
되고 있다. 또한 병원별 기본요율은 초기 시행 기간 동안에는 과도한 예산 삭감에서 병원
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현재는 약 20%의 병원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포르투갈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여, 유사 병원군별로 계산되는 기본요율에 근거해서 병원서비스에 대한 지
불을 한다. 카탈로니아는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한 기본요율을 사용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기본요율을 조정 계수와 곱하여 DRG 지불액을 결정할 때, 높은
임금과 같은 구조적 특징들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과도한 예산 삭감에서 병원
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비용의 변천 양상을 반영하는 전이 계수 transi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여 DRG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아일랜드와 다른 국가가 DRG 지불제
도 도입 초기에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기본요율을 조정하지 않고
지불에 직접 사용한다.
폴란드에서는 국가 전체의 동일한 점수 가치 point value와 DRG 점수 scores를 곱해 계산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점수 가치가 공개되지 않고 주 state마다 다른 규정에 따라 병원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수 가치가 함축적 implicit이며 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주는 교육병원이나 임금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점수를 높이 책정한다.
그리고 나서 특정 주 내의 DRG 지불을 위한 입원비 예산을 전체 병원들의 총 점수 가치
로 나누어서 함축적 점수 가치 implicit point value를 계산한다. 폴란드는 국가 병원 예산에 따
라 점수 가치가 달라지며 국가건강기금 National Health Fund (NFZ)과 보건부 그리고 의료 종
사자 연합의 대표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점수 가치를 결정한다.

6.3 DRG 기반 병원지불
12개국의 모든 병원들은 화폐환산과 구조 조정 후에 DRG에 근거해서 일정 부분 지불을
받는다. 표 6.2는 유럽 12개 국가의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과 DRG 기반 예산 할당의
사용 현황을 보여 준다. 또한 표 6.2는 급성기 acute care 병원에서 DRG 지불액이 전체 병
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며, 각국에서 병원지불에 사용하는 추가적인 요소들
도 보여 준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원환자는 적절하게 DRG로 분류되고 병
원은 화폐환산과 지불 조정한 DRG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사례당 지불액을 받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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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된 형태의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을 사용한다. 여러 국가들은 일종의 DRG 기반 예
산 할당 방식을 사용하는데, 과거 몇 년 중 한 해 동안 생산한 DRG 또는 다음 연도에 생
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DRG에 근거해서 지역 또는 국가의 병원 예산을 개별 병원으로 분
배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례구성(즉, 병원이 생산하는 모든 DRG 가중치의
합)과 사례구성지표(즉, 사례구성을 총 퇴원수로 나눈 값)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또한 독
일이나 핀란드와 같이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DRG를 사용해서 병
원 총예산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 이 경우 병원이 지불받을 수 있는 DRG 사례당 지불 총
액은 일정 부분 줄어들게 된다.
표 6.2는 스페인(카탈로니아)과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DRG 병원지불액
이 병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지불방식들과 관
련된 유인은 특별하게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급성기 병원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
로 DRG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신과, 재활 및 장
기요양병원들은 DRG에 근거해서 지불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4장 참조). 또한 대
부분의 국가는 병원에게 DRG 지불제도 이외에 총액예산제와 특정 진료나 원가 범주에 대
한 추가적 지불 등을 병행해서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DRG 지불액은
자본비용(5장 참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가들은 수련과 연구 또는 응급진료의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책정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고가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DRG 지불제도가 갖는 유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는, 두 DRG 지불제도의 기초 모델 간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이론상으로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에서는 DRG 기반 예산 할당 방식과 비교해서 병원이 제공한 서
비스가 더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병원지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DRG 기반 예산 할당 방
식보다 병원에 더 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병원이 특정 환자에게 특정한 서
비스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불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DRG
기반 예산 할당 방식에서는, 병원은 단지 한 해 동안 특정 환자에게 제공한 특정 서비스가
향후에 연간 DRG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지불액을 알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다른 병원들이 생산하는 DRG의 양에 따라 또한 다음 연도에 사
용 가능한 예산의 양에 따라 정확한 지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병원이 특
정 DRG를 제공하는 것이 재정적인 이윤을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이 가지는 유인의 강도는 국가별 개정 방식에 따라 강
하거나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을 총액 예산 내에서
시행하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병원 활동을 증가시키는 유인이 병원 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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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급성 질환 병원에 대한 DRG 병원지불방식
국가

DRG 병원지불 모델

DRG와 연관된
병원 수입의 비중, %

기타 다른 지불방식

오스트리아

DRG 기반 예산 할당

≈ 96

일당 지불

영국

DRG 기반 사례 지불

≈ 60

총액 예산, 추가 지불

에스토니아

DRG 기반 사례 지불

≈ 39

행위별수가(33%),
일당 지불 (28%)

핀란드

21개 자치구 중 13개에서:
DRG 기반 사례 지불
(총액 예산 내에서)

자치구별로 다름

자치구별로 다름

프랑스

DRG 기반 사례 지불,
거시적 비용 통제

≈ 80

총액 예산, 추가 지불

독일

DRG 기반 사례 지불
(총액 예산 내에서)

≈ 80

총액 예산, 추가 지불

아일랜드

DRG 기반 예산 할당

≈ 80

총액 예산, 추가 지불

네덜란드

DRG 기반 사례 지불
(67%의 DRG에 대해서는
총액 예산 내에서)

≈ 84

총액 예산, 추가 지불

폴란드

DRG 기반 사례 지불,
거시적 비용 통제

≥ 60

총액 예산, 추가 지불

포르투갈

(1) DRG 기반 예산 할당(NHS)
(2) DRG 기반 사례 지불
(건강보험)

≈ 80

추가 지불

스페인
(카탈로니아)

DRG 기반 예산 할당
(카탈로니아)

≈ 20

총액 예산
(구조적 지표에 근거함),
행위별수가, 추가 지불

스웨덴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으로
서비스량의 상한을 제한하거나
총액 예산을 이용해 지역별로
배당함

자치구별로 다름

자치구별로 다름

출처 : 이 책의 2부의 국가별 소개에 근거(대부분의 경우 최신 정보 가용함)
주석 : FFS: fee-for-service (payment), GB: global budget, MLPC: macro-level price control

아직 총액 예산이나 한계량을 사용하지 않는 영국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총액
예산 내에서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상황은 병원들이 예산을 초
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독일의 병원들은 예산을 초과하는 것
이 허용되기는 하나 협상된 예산에 추가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경감된 수준에서 지불받게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병원들은 총액 예산을 초과해서 받은 모든 DRG 기반 사례 지불
수입을 연말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셋째, DRG 병원지불방식과는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유인의 강도는(6.4 참조) 화폐환산
지수가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가 전체에 걸쳐 동일한 화폐환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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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하는 폴란드에서는, 병원들은 진료비용을 DRG 지불액보다 낮추려는 강한 유인
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핀란드는 협상된 병원 예산을 병원의 예상 활동으로 나누어 기
본요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병원은 병원별 지불액에 따라 지불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핀란
드 병원들은 다른 병원의 진료비용 수준으로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은 갖지 않으며, 병원
진료의 구매자이자 제공자이기도 한 자치당국이 병원이 겪는 적자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은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6.4	DRG 기반 병원지불의 이론: 유인과 결과
이미 언급하였듯이 DRG 병원지불제도가 널리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이것이 병원 효율성
과 의료의 질 향상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RG
지불제도는 세 가지의 주된 유인을 갖는다(Lave, 1989). DRG 지불제도는 병원이 (1)환자
당 진료비용을 줄이고, (2)환자당 수입을 증가시키며, (3)총 환자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유인을 갖는다. 표 6.3은 DRG 지불제도의 이러한 기본적 유인들을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병원의 대응 전략을 보여 주며, 또한 이것이 효율성과 의료의 질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 준다.
우선 한 단계 물러서서 이러한 유인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요 유인(사례당 비용을 줄이는 것)은 수식적으로 대부분의 기초적인 DRG 병원(사례)
지불방식에서는 특정 DRG 내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발생되는 병원 수입[DRG (R 1)]이
		

＾

DRG1별 고정 지불액(P 1)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생겨난다(Ellis & McGuire, 1986):
					

＾

R 1 = P1

그림 6.2는 비용, 재원일수, 병원 수입 그리고 DRG1의 가상의 대표적 환자에 대해서
기초적인 DRG 병원지불방식과 관련된 유인들과의 관계를 단순한 도표를 사용해서 보여
주고 있다. DRG1의 환자당 병원 수입은 서비스 제공 비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병원은 진료비용을 지불액 이하로 낮추고자 하는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사례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Berki, 1985;
Miraldo et al., 2006)은: (1a)재원일수를 줄이고, (1b)진료의 강도를 낮추며, 또한 (1c)
병원들이 DRG 지불액 이하의 비용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다(그
림 6.2에 포함 안 됨). 다른 한편으로 재원일수와 진료 강도를 낮추는 것은 둘 다 병원 진
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DRG 병원지불방식이 의도하는 효과이
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재원일수는 내부적으로 진료 경로 care

pathways를

최적화하여 줄일

수 있으며(Kahn et al., 1990), 진료 강도는 불필요한 진료를 피함으로써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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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DRG 병원지불방식의 유인 그리고 이것이 질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DRG 병원지불방식의
유인

병원 전략

1. 환자당 비용 절감

a) 재원일수를 감축
•내부 진료 경로의 최적화
•다른 의료 공급자에게 환자 이송
   - 다른 의료 공급자와 협력/통합을 향상시킴
   - 경제적 이익이 없는 사례들을 회피하거나
다른 공급자에게 이송(‘덤핑[dumping]’ 또는
‘비용 이전[cost-shifting]’)
•부적절한 조기 퇴원(‘bloody discharge’)
b) 서비스 강도를 낮춤
•불필요한 진료 회피
•고비용 서비스에 대해 저비용 대체 서비스를 이
용(노동/자본)
•필요한 진료를 보류함
(‘스킴핑[skimping]/불충분한 진료’)
c) 선택적인 환자 진료
•병원이 상대적 강점이 있는 환자진료에 전문화함
•DRG군들 내에서 저비용 환자를 선택 진료
(‘경증 환자 선별’)

2. 환자당 수입 증가

a) 코딩 형태의 전환
•진단과 시술 코딩의 향상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재분류
(예: 환자가 받지도 않은 2차 진단명을 첨가함
(‘상향 청구’)
b) 진료 방식의 전환
•DRG 환자를 지불율이 높은 DRG로
재분류되도록 하는 진료를 제공
(‘게이밍[gaming]/과도한 진료’)

3. 환자수 증가

a) 입원 규칙의 전환
•대기 환자수를 줄임
•일련의 진료 사례를 여러 개의 입원 사례로 나눔
•환자를 불필요한 진료를 위해 입원시킴
(‘공급자 유발 수요’)
b) 병원 명예 증진
•의료의 질 향상
•측정 가능한 부문에만 집중

효과

•질 ↑, 효율 ↑
•질 ↑, 효율 ↑
•질 ↓
•질 ↓
•효율 ↑
•효율 ↑
•질 ↓

•효율 ↑, 질 ↑
•효율 ↓

•질 ↑
•효율 ↓

•효율 ↓, 질 ↓

•효율 ↑
•효율 ↓↑, 질 ↓↑
•효율 ↓

•질 ↑
•질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일수를 줄이는 것은 부적절한 조기(피의)퇴원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진료 강도는 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수준까지 낮아질 수도 있
는데(‘스키밍skimming’; Ellis, 1998), 둘 다 의료 질의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표 6.3 참조).
이와 유사하게 환자를 선별하는 행위 또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모두를 가져
올 수 있다. 한편으로, 병원들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자들의 진료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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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수입
＾

P2

2) 수입 증가
총비용

＾

R 1 = P1
1b) 진료 강도 감소

1a) 재원일수 감소

재원일수

그림 6.2 가상의 기준 환자에 대해 DRG 병원지불방식이 가지는 유인

화할 수 있어서(예: 더 나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 또는 보다 나은 진료 경로), 효율성과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들이 `‘경증 환자 선별 cream-skimming’
에 가담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Levaggi & Montefiori, 2003; Martinussen & Hagen,
2009); 즉, 병원들이 지불액보다 낮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DRG의 환자들만
을 진료하려고 시도하거나(예: 동반질환 co-morbidities이 DRG 시스템에서 적절하게 고려
되지 않는 경우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 또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환자들의 진료를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
(Ellis, 1998; Newhouse & Byrne, 1988).
DRG 지불제도의 두 번째 주요 유인은 사례당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표 6.3). 병
원들은 다음 두 가지 전략 중 한 가지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2a)분류 행태의 변
화 또는 (2b)진료 행태의 변화. 그림 6.2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두 가지 전략의 목적은 환
자를 더 높은 금액(P＾2)의 다른 DRG (DRG2)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2차 진단 및 시술명의
더 철저한 코딩은 DRG 병원지불방식이 의도하는 효과인 반면, 환자가 사실상 받지 않은
2차 진단을 추가하거나 주진단과 2차 진단을 바꾸는 등의 부정한 코딩 행위를 이용해 수
입을 증가시키려는 병원의 시도는 의도된 것이 아니며 정당하지 못한 병원지불을 야기
하게 된다(진단명 상향 분류 up-coding 또는 진단명 고등급화[DRG creep]로 알려져 있음;
Simborg, 1981; Steinbusch et al., 2007; Silverman & Skinner, 2004). 더욱이 병
원이 환자를 지불액이 높은 DRG로 재분류하는 추가적인(그리고 불필요한) 시술(게이밍
gaming/overtreatment)을

하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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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한계 비용이 환자를 재분류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
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DRG 병원지불방식에서 병원 수입은 각 DRG 그룹 수와 DRG당
고정 지불액을 단순하게 곱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은 환자의 수를 증가시키려
는 세 번째 유인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환자수의 증가는 DRG 병원지불방식이 야기하는
의도한 결과이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전의 병원지불방식하
에서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있었다면, 병원 환자수의 증가는 병원의 효율성을 증진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도된 결과가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래진료가 가능함에
도 입원진료를 하여 환자수를 증가시킨다면, 효율성은 저하될 것이다. 더욱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은 병원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게 해서
병원의 명성을 높이는 병원 대응 전략을 유도할 수 있지만, 병원이 단지 환자가 피부로 느
낄 수 있거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 측정하는 서비스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DRG 병원지불방식이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은 서로 상당히 밀
접한 관계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은 DRG 지
불제도하에서의 병원지불액이 특정 환자의 진료비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높은 의료 시장에서 더 큰 문제가 되며, 또한 지불자가
공급자의 활동 또는 행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Lave, 1989). 더욱이 의
도하지 않은 결과들은 DRG 병원지불방식이 상당히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
실과 관련이 있는데(Frant, 1996), 이는 공급자의 행위가 병원지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6.5	DRG 기반 병원지불의 실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정과 제도적 장치
현실적으로는 이 책에서 다루는 12개 국가의 DRG 병원지불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DRG
병원지불방식의 기초 모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서로 다른 DRG 병
원지불방식, DRG 가중치, 화폐환산지수와 조정 지수의 선택적 적용 가능성, 그리고 구조
적인 지불액 조정 방식들은 DRG 지불방식의 기본적인 유인에 변화를 준다. 여기에서는
12개 국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들을 더욱 심도 있
게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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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지불의 공정성: 이상치outlier와 고가 진료에 대한 적정 지불 보장
DRG 병원지불방식은 각 DRG 내의 평균적인 환자에 대해 적정한 상환을 하는 반면, 평
균 이하의 자원을 소비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불을 하고 평균비용 이상의 환자
에 대해서는 과소한 지불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들의 대부분은 자동적으
로 보정이 되는데, DRG 내의 고가 사례들은 같은 DRG 내의 저비용 사례를 이용해 보정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재정적으로 병원에 유익하지 않은 DRG 또한 같은 병원 내의 재정
적 이익을 주는 DRG를 이용해 보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RG의 그룹 수가 모든
국가들에서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해 주듯이(2장 참조), 모든 국가들은 DRG 내에
유사한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포함하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편 DRG 방식
이 모든 관련된 2차 진단명을 고려함으로써 환자들 간의 차이를 보정해 주고 모든 관련된
시술을 고려해서 필요한 진료를 적절하게 조정해 준다면, 경증 환자 선별 cream-skimming
과 스키밍/불충분한 진료 skimming/undertreatment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낳는 유
인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DRG를 더 협소하게 정의하는 개정된
DRG는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분류 기준에 근거해서 DRG를 정의할 경우에는 상향 분류를
야기하고, 시술 분류 기준이 특정 시술에 대해 강한 유인을 갖는 경우는 게이밍/과잉 진료
gaming/overtreatment

등과 같은 결과를 낳아 결국 다른 종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의 범위

만을 확대할 수 있다(Hafsteinsdottir & Siciliani, 2009).
그러나 DRG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의 DRG 그룹들은 같은 DRG
내에서 대부분의 환자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환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
가 이상치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병원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결과적으로
DRG 내 사례들의 평균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Cots et al., 2003). DRG 가중치를
DRG 내의 이상치 사례를 포함한 환자들의 평균비용에 근거해서 계산한다면,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서 과도한 병원지불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상치 사례를 따로 분
리해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원은 고비용 사례를 피하려 하거나(일명 ‘덤핑dumping’), 환
자들을 부적절하게 조기 퇴원시키려는(일명 ‘피의 퇴원bloody

discharge’)

강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책에 언급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상치 사례들을 식별하고 이상치 환자
들의 추가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병원지불을 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다. 표 6.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원일수 한계치를 근거로 이상치 사례를 정의한다(즉, 정
해진 재원일수를 초과할 경우 이상치로 간주) (5장 참조). 노르딕국가들(에스토니아, 핀란
드, 스웨덴)은 예외적으로 비용을 이용해 이상치를 정의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이상치를 정의할지라도, 가외 한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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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이상치의 정의와 해당 공제/지불
이상치 정의(절사 방법)

총사례에서
이상치 비율, %

이상치 지불
공제/지불

추가 지불

오스트리아

재원일수(사분위별)

~ 12~15

일당

일당

영국

재원일수(사분위별)

7

없음
(예외 단기재원 수가)

일당

에스토니아

원가(모수적)

9

?

행위별수가

핀란드

원가(모수적)

5

없음

행위별수가

프랑스

재원일수(사분위별)

0.4(공공병원)

일당

일당

독일

재원일수(모수적)

22

일당

일당

아일랜드

재원일수(모수적)

6

일당

일당

네덜란드

-

-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폴란드

재원일수(사분위별)

~2

없음
(예외 단기재원 수가)

일당

포르투갈

재원일수(사분위별)

-

일당

일당

스페인
(카탈로니아)

재원일수(사분위별)

5

없음

없음

스웨덴

원가/재원일수(모수적)

5

다양함

다양함

출처 : 이 책의 2부의 국가별 설명을 바탕으로 함(가용한 가장 최신의 정보)

사분위 방법 interquartile method이나 모수적 통계 방법 parametric method의 변종을 사용하기 때
문에(Schreyögg et al., 2006), 결국 이상치로 고려되는 사례의 비율이 국가마다 다르게
된다.
그림 6.3은 대부분 국가의 병원지불방식이 이상치 환자에 대해 적절하게 지불하는 방
법을 보여 준다. 대부분의 경우 DRG 지불액은 장기진료 이상치 환자가 한계치를 초과한
재원일수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만큼 증가한다. 이상치 환자를 비용에 이용해서 정의하는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이상치 환자의 추가 비용을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해 직접 상환한
다. 카탈로니아와 네덜란드의 병원은 이상치 사례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받지 않는다.
카탈로니아에서는 이상치 사례의 추가 비용은 대부분의 병원 예산을 결정하는 구조적 조
정을 통해 고려된다.
네덜란드는 이상치 사례의 문제를 아주 다르게 처리하는데, 환자가 하나 이상의 진료
를 요하는 진단명을 가질 경우, 추가적인 `‘진단-치료 조합’(DBC로 알려진 네덜란드식
DRG)은 병원에 대해 추가적인 지불을 한다. 흥미롭게도 핀란드에서는(그리고 최근 개정
전에는 영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사용되는데, 병원은 한 재원기간 동안 여러 부서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하나 이상의 DRG로 배정할 수 있다.
더욱이 여러 국가들은 재원일 경계치 lower LOS outlier thresholds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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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수입

정상군
총비용
추가 비용

＾

R 1 = P1

공제

＾

P1-short
재원일 하한
열외군
재원일 하한

재원일 상한
열외군
재원일 상한

재원일수

그림 6.3 재원일 열외군 결정과 상환

기(‘피의’)퇴원을 방지하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하한 재
원일 이전에 퇴원한 환자에 대해 감소된 지불액을 적용하는데, 하한 재원일 전에 퇴원
한 일수만큼 표준 DRG 지불액에서 특정 지불액을 차감하거나 또는 최소지불액과 일
당 지불액의 합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영국과 폴란드는 하한 재원일을 계산하지
				
＾
않고 특정 DRG에 대해서 단기재원(하루) 가중치(P 1-short )를 사용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사용하는 NordDRG는 당일진료 환자에 대해서 특정한 DRG를 사용한다.
이상치 사례의 문제 이외에 모든 DRG 방식은 특정 고가 진료가 다른 DRG에 속하
는 이질적인 환자군에게 제공되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3장에서 다룬 것처럼 대부분의
DRG는 특정 DRG로 할당될 수 없는 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지불방식을 시행해 왔다. 결과
적으로 이러한 진료들은 DRG 병원지불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유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데, 이것은 이러한 병원 진료에 대해 스키밍/불충분한 진료 skimming/understreatment를 피하
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DRG 시스템으로 적절하게 상환하
지 못하는 혁신적인 치료약과 시술에 대해서 유사한 지불방식을 개발해 왔다(9장 참조).

6.5.2 정보 비대칭: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감시와 통제
의료 공급자와 지불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DRG 지불제도에 여러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지불자는 특정 환자가 특정 시술을 필요로 했는지, 환자가 실제로
입원을 필요로 했는지, 존재하지 않은 2차 진단명이 코드에 포함되었는지, 특정 2차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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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의료사고의 결과인지를 알 수가 없다. 또한 공급자는 환자를 지불액이 높은 DRG로
재분류(게이밍/과잉 진료 gaming/overtreatment)할 수 있고 입원환자수를 늘릴 수 있으며, 또
한 낮은 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고비용의 상환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8장 참조).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감사 제도를 실행해 왔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질병금고 sickness funds가 지역의료심
의위원회의 심의팀을 무작위로 선택된 병원에 보내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감사해 코딩과
진료 내용을 평가한다(MDS, 2011). 2009년에는 질병금고가 모든 병원 사례의 12%를 감
사했고, 감사를 받은 사례당 평균 800 유로 가량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는 2006년에 병원 퇴원환자 중 1%가 지역병원국Regional Hospitalization Agencies (ARH)의 감
사를 받았고 의무기록의 60% 가량에서 어떤 형태로든 코딩 실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다른 통제 방식으로는 총액예산제나 환자수 한계치를 이용해서 병원들이 정보 비대칭
성을 악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 하며(6.2 참조), 이렇게 함으로써 병원이 사전에 정
한 수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더욱이 독일과 영국에서는 빈번한
재입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같은 문제로 30일 이내에 재입원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DRG 지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병원은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
다. 또한 만약 유럽의 국가들이 2차 진단명이 병원 입원 시에 존재했는지를 명시하게 하
는 미국의 예를 따르려 한다면(8장 참조), 유럽의 국가들은 병원 입원 시 발생한(잠정적으
로 피할 수 있는) 질환들과 병원이 통제하기 어려운 질환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DRG 가중치와 화폐환산지수의 정기적인 재계산을 통해(9장 참조) 병원이
진단명 상향 분류 up-coding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병원
이 진단명 상향 분류를 한다면, DRG 가중치와 화폐환산지수의 재계산은 이전의 지불액이
높았던 DRG의 지불액을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이 진단명 상향 분류를
하고 다른 병원들은 하지 않는다면, 정직한 병원들은 감소된 지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불액의 재조정은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하지
만 지불액 재조정보다는 병원 코딩의 철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6.5.3 유인incentives의 힘: 병원 총수입에서 DRG 기반 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표 6.2에서 보여 주듯이 DRG 지불제도는 결코 병원 수입 전체를 지불하지는 않는다.3 따
라서 병원들은 다른 방식으로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의 다른 수입원들이 DRG 병원지불방식이 갖는 유인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3

 오스트리아에서 DRG 기반 지불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높은 병원 수입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연방정부는 각
주(state)마다 특정 화폐환산지수를 병원의 구조적 특성의 중요 정도에 따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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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DRG 병원지불방식이 병원 수입의 20%만을 차지하는 스페인(카탈로니아)에
서는 DRG 병원지불방식의 유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갖는다. 코츠(Cots) 박사와
동료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병원 수입은 대부분 병원의 구조적 상대 지수 structural
relative index (SRI)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병원은 DRG로 인한 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는 대신 구조적 상대 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신의 향상된 기술을 도입하는 데 중점
을 두게 될 것이다(22.7.2 참조)’.
더욱이 DRG 지불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DRG 지불액이 병원 총수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시간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년간에 걸쳐 DRG 지불제도
의 순차적인 도입을 시행해 왔다.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DRG 병원지불방식의 유인을 최소
화함으로써 병원이 새로운 재정 환경의 변화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6.6 결론: 의도한 결과의 극대화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최소화
이 장은 이 책에서 분석한 12개국의 DRG 지불제도가 6.4에서 제시한 기초 모델과 일치하
지 않음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들의 병원지불방식은 DRG 외의 다른 지불방식을 포함하
며, 따라서 가중치의 구조적 조정 또는 화폐환산이나 이상치 지불 그리고 추가 지불의 누
적된 효과가 DRG 병원지불방식의 기본 모델이 주는 유인에 변화를 주게 된다. 그 결과
복잡하게 혼합된 병원지불방식은 단일 병원지불방식만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높
은 질의 병원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서 제공하는 사회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
다(Ellis & Mcguire, 1986).
DRG를 사용해 병원지불을 결정하는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병원이 진단과 시술 코딩
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증진시키도록 유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병원 진료 자
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DRG 병원지불방식에 고유한
유인들이 있고 DRG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DRG 병원지불방식
은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철저한 감시 기능을 항상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이 계속적인 DRG 방식의 개선(4장 참조)과 고급 원가 계산자료(5장 참조)는 DRG 지불제
도를 최적화하고 지불액이 진료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 언급된 국가의 경험을 종합해 볼 때, DRG 지불제도를 국가의 의료 시스템
에 도입할 시에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전체 병원지불방식 내에서 DRG 지불의
비중을 천천히 증가하도록 하는 한 그리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다. DRG 기반 사례 지불
모델이나 DRG 예산 할당 모델 등은 국가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병원지불 구조에 DRG
병원지불방식을 맞추어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DRG 지불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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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중하게 재평가한다면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DRG 지불제도의 유인을 의도하는 긍정적 결과들을 달성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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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근거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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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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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론
1983년 이후 미국 메디케어의 지불제도로 사용해 온 DRG는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지불제
도의 비효율성 문제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의료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효율성 향상을 위해 DRG 지불제도를 채택해 왔다(자세한 내용은 2장
참조). DRG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DRG 지불제도는 병원 수입을 병원의 업무량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보건의료 재
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2.	DRG 지불은 환자의 특성(주로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DRG 지불을 위해서는 사례구성 casemix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3.	DRG 지불방식은 일종의 ‘비교잣대 경쟁 yard-stick competition’의 형태로, 경쟁이 부재
한 의료 시장 환경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이 장에서는 이중 세 번째 장점에 집중해서 DRG 지불제도와 효율성 간의 관계를 이
론적이고 실증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우선 ‘효율성’을 정의하고, 경쟁 시장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비교잣대 경쟁’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7.2에서는
서로 다른 지불제도들을 비교하고, 각 지불방식에 대해서 진료의 결과를 극대화하고 병원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행동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을 알아

1a

영국 요크 보건경제연구소, b 아일랜드 더블린 경제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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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7.3은 경제학적 정의로서의 효율성을 다루는 연구들과 효율적인 병원 운영의 척도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7.4는 DRG 지불제도를 적용할 때 제기
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요약한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DRG 지불제도는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유인들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들이 실제로 작용될 수 있는가는
DRG 지불제도의 구체적 설계와 시행 방법 등에 달려 있다.
‘효율성’은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효율
성을 기술효율성, 비용효율성, 배분효율성으로 구분한다. 기술효율성은 일정한 자원을 투
입해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비용효율성은 기술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구분이 되
는 개념으로, 병원은 일정한 산출 수준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때 비용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배분효율성의 정의는 투입과 산출 모두와 관련이 있다. 즉, 최적의 산출물 구
성은 각 산출물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산출물의 가치는 충수절제술, 관상동맥 우회수
술 그리고 그 외 모든 의료 시술의 상대치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최적의 투입물 구성은 의
사와 간호사의 임금과 같은 개별 투입물의 상대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병원 진료를 받
은 환자의 수와 종류, 단위당 비용, 재원일수 등과 같은 요소들도 효율성의 척도로서 자주
고려된다. DRG가 이러한 여러 종류의 효율성에 얼만큼 기여하는지는 DRG를 이용해 병
원을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병원이 효율성을 추구할 때 당면하게 되는 유인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교잣대 경쟁은 낮은 경쟁 압력하에 있는 의료 공급자로 하여금 비용을 낮추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Schleifer, 1985). 한 의료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보다 효율성이 높을 경
우, 잉여 자금을 보유하게 되어 직접적인 이득을 보게 된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발생하여 결국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
자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의료 공급자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비교잣대 경쟁은 규제 수가 regulated prices가 개별 공급자의 비용과 독립적일 때(즉, 연관되
지 않을 때)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상적으로, 의료 수가는 동일 산업 분야 내에서 효율
적인 공급자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공급자를 규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규제자가 공급자
비용과 이러한 비용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소, 그리고 공급자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
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정보의 비
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이다. 다른 병원들의
평균비용 이하로 효율적이고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병원을 모범 사례로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모든 병원 또는 시범 병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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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비용에 근거해 의료 수가를 결정한다(5장 참조). 영국은 이러한 `모범 사례 수가best
practice tariffs’를

의료 공급자 간에 진료 결과가 상당히 심각하고, 모범 사례를 구성하는 요

소들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증거가 있는 담낭 절제술, 고관절 골절, 백내장, 뇌졸중 등과
같은 몇 가지 영역에 도입하였다(12장 참조).

7.2 지불제도
효율성의 향상에 대한 DRG 지불제도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병원지불
에 사용되는 세 가지 공급자 지불 모델(단순화한 모델) 즉, 행위별수가제로 알려져 있는
비용에 근거한 상환과 총액예산제, DRG 지불방식을 비교한다.

7.2.1 비용에 근거한 상환 또는 행위별수가제
비용에 근거해 상환하는 방식은 각 개별 환자의 비용을 이용하여, 또한 잠재적으로는 이
익률을 사용하여 병원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 비용 통제의 주요 방법은 각
서비스 항목별로(예: 의약품, 엑스레이, 시술 등) 단위당 지불액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의
료 수가 목록을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은 모든 환자에 대해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
다. 그러나 보험 가입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더 많은 진단검사를 할수록 병원은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상환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식으로 설명하자면, 비용에 근거한 상환방식에서 병원 수입(R C )은 진료한 환자의 수
(Q i )와 진료 단위당 비용(c i )을 곱해서 계산한다. i 는 특정 환자를 나타낸다.
I

RC = ∑
[Qi × ci ] + Z C 		
i =1		

(1)

Z C 는 대학병원과 연구병원을 위한 기금과 같은 모든 다른 형태의 병원 수입을 포함한다.
비용에 근거한 병원 상환 방식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주로 사용했다. 이 방
식은 병원들이 ‘의료계 군비 경쟁 medical arms race’에 참여해 환자 유치를 위해 장비와 시설
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여 결국 의료 비용의 증가를 유도했다. 이러한 이유는 병
원들이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의
료보험 회사들로부터도 발생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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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총액예산제
비용 통제는 유럽의 여러 보건의료체계가 사용하는 총액예산제의 주요 장점 중 하나이다.
총액예산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 제약이 신뢰성과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지불자(또는 ‘`구매자’)와 의료 공급자인 병원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리
는 전통적으로 사회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시행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래로는 세금으
로 충당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obinson et al., 2005). 총액
예산제하에서는 보통 지불자와 병원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료 전문 분야마다 병원이 목표
로 하는 의료의 양에 대한 고정 지불액이 결정된다. 그림 7.1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병원 활동의 양(Q )에 대해 병원이 고정 지불액(R )을 받는 경우를 보여 준다.
실제의 의료 활동량이 사전에 협의된 의료 활동량과 다를 경우 복잡해지는데, 협의한
양의 의료 활동을 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
반적으로 병원의 사례수인 사전 협의량을 초과할 경우, 지불자는 추가로 상환을 하거나
상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병원들이 추가적인 의료 공급을 피하게 되
므로 결국 진료 대기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비용과 양’에 대한 계약은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DRG 지불제도는 아래의 7.2.3에서 설
명할 것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총액예산제는 병원 활동을 전문 분야별로 규정한다. 지불자(건강기
금이든 보건당국이든 상관 없이)와 병원 간의 협상에 있어서, 각 전문 분야별 계약의 금

병원 수입

전적 가치(Bs )와 이러한 계약하에서 병원이 제공해야 할 의료 활동량(Qs )이-의료 활동량

R

Q

그림 7.1 총액예산제하에서 병원 수입
출처 : Street et al., 2007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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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적으로 전문분야별 사례수로 정의-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리고 전체 계약 가치
와 활동량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전분 분야별 수가(ps )가 부산물로 파생된다. 공식
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총액예산제의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서, 병원의 수입은 전문분야별
계약의 합(Bs )으로 구성된다:
S		

S

RG = ∑
Bs + Z G = ∑
[Qs × ps ] + Z G 		
s =1
s =1

(2)

식 (2)에서 Z G 는 총액예산제에서 병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다른 형태의 수입을 포함한다.

7.2.3 DRG 기반 병원지불
DRG 지불제도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1)진료과보다는 DRG를 이용
해 병원 활동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지불은 외상과
나 정형외과가 아닌 고관절 치환술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2)환자의 특성(특히 주진
단명)이 DRG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DRG에 대한 상환액은 대부분 사전에 고정된다.
DRG에 의한 지불은 `‘후향적’ 비용 기반 상환 방식으로 부터의 주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향적 상환은 총액예산제의 시스
템에는 부적절하여 대신에 `‘병원활동에 근거한 activity-bas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새로
운 지불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4장에서 보여 주듯이, 대부분의 DRG 분류를 시술명에 근
거해 결정하는 경우에는, DRG의 선불적 상환의 특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진
단명을 사용하든 시술명을 사용하든, DRG ‘수가’는 개별 공급자의 비용과는 전반적으로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5장 참조). 고정 수가는 대부분 지역별이 아
닌 국가 수가에서 결정된다(6장 참조).
단위당 수가와 활동량의 관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
은 주요한 방식을 소개한다.
1.	선형지불 linear payment : 총 지불액이 수가와 양을 곱한 값과 일치한다.
2.	혼합지불 mixed payment : 병원이 협의된 활동량과 관련이 없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주로 일시불로 지불받는다.
3.	한계지불 marginal payment : 같은 종류의 병원 활동에도 활동량에 따라 다른 수가를 지
불한다.
4.	혼합 한계지불 mixed and marginal payment : 혼합지불과 한계지불의 혼합된 방식이다.
이러한 지불방식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 병원의 총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을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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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지불
복잡하지 않고 가장 단도직입적인 DRG 지불제도인 선형지불 방식에서는 단순히 각 DRG
				
내의 병원 활동(Q j )과 DRG당 고정수가(pˆ j )를 곱하여 병원 수입을 결정한다. 다음 식에서

j 는 DRG를 나타낸다:
J

RA = ∑
[Q j × pˆ j ] 		
j =1

(3)

그림 7.2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고 위의 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병원 수입은 병원 활
동과 선형적인 관계로 증가한다. 병원이 Q 0환자를 진료한다면 단지 R 0의 수입을 얻게 된
다; Q 1의 환자를 진료한다면, 수입은 R 1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병원 활동의 변화가
수입에 미치는 결과는 총액예산제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혼합지불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진료 환자의 수만 병원의 수입을 결정하
는 것은 아니다. 병원은 다른 형태의 수입도 보상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병원과 연
구병원을 위한 재원조달, 지역 간 비용의 차이 보상 또는 진료 제공 시 발생하는 고정 비
용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혼합’ 지불제도가 ‘단일’ 방식과 비교해 더
나은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다(Ellis & McGuire, 1986;
Barnum et al., 1995). 이러한 서로 다른 수입 형태의 구성은 지불자(또는 ‘구매자’)와 병

병원 수입

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병원마다, 국가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그 구성이 변할

ˆ
R A(Q, p)

R1

R

R0

Q0

그림 7.2 ‘단일’ DRG 병원지불방식에서 병원 수입
출처 : Stree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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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Z A 가 DRG 내의 의료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위의 모든 수입원들을 포함할 때,
수입의 식은 다음과 같다.
J

RA = ∑
[Q j × pˆ j ] + Z A 		
j =1		

(4)

그림 7.3은 혼합지불 방식이 수입과 병원 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 준
다. 병원은 진료한 환자수에 상관없이 고정액인 Z A 를 받는다. 병원은 활동에 상응하는 수입
				
을 받게 되지만, 혼합 방식의 단위당 수가(pˆ j )는 선형지불의 DRG 방식보다 낮게 책정될 것
이다.

한계지불
DRG 지불제도는 유인이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대
부분의 경우에는, DRG 지불제도는 병원 활동을 현재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서 도입된다. 그러나 활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첫째, 제재 없이 증가하는 병원 활동은 전체 비용에 대한 통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단순한
식을 사용해 살펴보면(식 (3) 참조), 비용은 단순하게 병원 활동량에 상응해 증가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병원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 때 낮은 한계 비용에서 활동
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수가 방식을 사용해서 규모의 경제를 찾아

병원 수입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단가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ˆ
RA(Q, p)

ZA

환자수

그림 7.3 ‘혼합’ DRG 병원지불방식에서 병원 수입
출처 : Street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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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유들의 결과물인 지불방식은 ‘비용과 양’ 계약 방식과 유사하며, 두 가지 정책
결정을 요구한다.
1.	병원별로 목표 활동 수준(Q j )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 어떤 국가들은 과거 병원 활
동 기록을 사용한다. 영국과 같이 분산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각 구매자와 공급자
가 목표량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협의하는 것은 더 어렵다.
2.	목표 수준을 넘어선 활동에 대한 수가는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쳐 동의되어야 한
다. 이러한 수가는 일반적으로 목표량에 대한 수가의 일정 부분으로 계산된다. 공
식적으로 수입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J

J		

RA = ∑
[Q j × pˆ j ] + ∑[(Q j - Q j) × αpˆ j ] + Z A 		
j =1
j =1

(5)

(Q j - Q j )는 음수가 아니며 목표 수준을 초과한 활동량을 나타낸다. αpˆ j 는 추가 활동 단위
당 지불되는 추가적인 수가이다. 예를 들어, α = 0.5인 경우 추가 활동당 수가는 목표량까
지의 병원 활동에 대한 지불액의 50%가 된다; α = 1이라면, 병원 목표량에서의 수가와 동
일한 수가를 지불한다(이 경우 식(4)와 식(5)는 동일하다); α = 0인 경우는 한계 수가가 0
이 되기 때문에, 병원이 활동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α ＞ 1이라면,
추가 지불액이 목표 수준에서의 수가보다 높게 책정되어서 추가적인 활동을 증가시키는
강한 유인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한계 비용이 높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도 있는데, 병원
활동의 확대가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림 7.4는 한계지불방식하에서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한계 수가가 목표 수준에서의
활동에 대한 수가보다 낮을 때, 즉 0 ＜ α ＜ 1인 경우에 수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
여준다. 결국 ‘굽은’ 모양의 수입 함수의 결과를 얻게 된다.

7.2.4 요약
표 7.1은 위의 세 가지 지불제도의 주된 차이를 요약해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실제로 시행
되는 지불제도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모델의 좀 더 복잡한 형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델은 표 7.2가 보여 주듯이 활동 수준과 비용 통제, 의료의 질 그리고 세
종류의 효율성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유인들을 제공한다. 병원 활
동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은 비용에 근거한 지불방식과 DRG를 이용한 지불방식 모두에
서 존재하고, 유인의 상대적 강도는 상환 수준과 활동 수준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
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WHO, 2000; Langenbrunner et al., 2005; Moreno-Serra &
Wagstaff, 2010). DRG 지불제도는 비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상환해 주는 방식

DRG 기반 병원지불과 효율성: 이론, 근거 및 과제

병원 수입

07장

107

ˆ
R A(Q, p)

ZA

Q

환자수

그림 7.4 한계지불 방식을 사용하는 ‘혼합’ DRG 병원지불방식에서 병원 수입
출처 : Street et al., 2007

표 7.1 병원지불방식 간 주요 차이
체계

지불 단위

서비스 제공량

서비스 단위당
수가

비용 상환 방식/
행위별수가제

개별 환자

무제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

총액예산제

병원/전문 분야

선형지불의
DRG 병원지불방식

DRG

목표량/
과거 활동 기록

지역적인 합의

무제한

고정 선불제

기본 수입 수식

I

R C = ∑[Qi × ci ]
i =1
S

S

s =1

s =1

R G = ∑Bs = ∑[Qs × ps ]
J

R A = ∑[Q j × pˆ j ]
j =1

출처 : Street et al., 2007

표 7.2 세 가지 병원지불방식이 제공하는 유인
목표
서비스량의
증가

비용 통제

비용 상환 방식/
행위별수가제

강함

약함

총액예산제

약함

단일
DRG 병원지불방식

중간

질 향상

효율성 증진
기술적

비용

배분적

강함*

약함

약함

약함

강함

중간

약함

중간

중간

중간

중간

강함

강함

중간

* 하지만 서비스 제공량을 증진시키는 유인이 부적절하고 잠정적으로 유해한 서비스의 제공을 야기할 수 있어
결국 의료의 질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8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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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우월하지만, 예산을 강제 집행하는 총액예산제가 가장 강한 비용 통제 기능을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DRG 지불제도하에서 의료의 질 향상 가능성은 지불액이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8장 참조).
DRG 지불제도가 활동 단위당 고정수가를 지불할 때, 병원은 활동을 증가시키고 비용
을 최소화해서 기술적 효율을 향상시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비용에 근거한 지불방식 또
한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고정수가표가 없다면 투입 자원량 또는 비용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동기를 유발하지 않는다. DRG 지불제도는 공급자가 수가와 투입 자원량을 고
려하게 해서 배분적 효율과 비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수가가 상
대가치를 반영한다면 산출물의 효율적 배분을 증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
분의 경우 비용에 근거해서 수가가 책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다른 대
체적인 방식들과 비교할 때, DRG 지불제도가 더 강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7.3 DRG 기반 병원지불과 효율성의 실증적 근거에 관한 검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DRG 지불제도가 미국의 경우처럼 비용에 근거한 상환을 후불
에서 선불 방식으로 바꾸거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처럼 총액예산제 내에서 지불액을 병
원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서 병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선진국들로부터 얻은 최근의 실증적 증거들을 검토한다. 병원 효율성
의 향상이 DRG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일반적인 주요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수의
연구만이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규명하고 수량화하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연구는
병원 활동, 비용과 같이 측정이 쉬운 효율성 지표들에 집중하고 있어, 단지 부분적인 그림
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DRG 지불방식
의 영향이 다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즉, 비용에 근거한 상환방식에서 DRG로의 전환은
활동을 증가시키는 유인을 약화시키고 비용을 통제하는 유인을 강화시키는 반면, 총액예
산제에서 DRG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은 그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7.3.1 효율성에 주는 영향
DRG 지불방식이 병원의 효율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보통 기술효율성이나 또는
기술효율성과 규모 scale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생산성 개념에 집중한다(Coelli et al.,
2005; Street & Häkkinen, 2010). 비모수 분석 방법인 자료포괄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응용 분석 방법이기는 하나, 회귀분석에 근거한 확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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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분석 stochastic frontier analysis(SFA)을 이용하는 연구들도 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
으나(Jacobs et al., 2006; Street & Häkkinen, 2010; Street et al., 2010), 두 방식을 모
두 적용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Gerdtham et al.,
1999a, b; Dismuke & Sena, 1999).
표 7.3에서 요약된 연구 중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연구들이 효율성의 국가 간 비교를 수
행할 때 피할 수 없는 한계들을 고려해서, DRG 시행 전과 후의 병원 효율성을 비교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했다. 하지만 추적 기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점이 결과의 해석을 어렵
게 한다. 추적한 기간이 짧은 경우는 한계의 지속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수 있
으며, 반대로 추적 기간이 긴 경우, 특히 추적 기간 내에 다른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인
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DRG 지불방식의 도입이 효율성의 변화
를 야기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Farrar et al., 2007;
Audit Commission, 2008). 더욱이 질과 효율성의 잠정적 반대급부 trade-off에도 불구하
고, 소수의 연구만이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8장 참조).
방법론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외에도, DRG 지불방식이 병원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결과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지불제도의 개혁은 포르투갈(Dismuke &
Sena, 1999, 2001), 스웨덴(Gerdtham et al., 1999a, b) 그리고 노르웨이(Biørn et al.,
2003; Hagen et al., 2006)에서는 기술 효율성의 향상과 관련이 되었다. 대조적으로, 미
국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고(Borden, 1988; Chern & Wan, 2000) 오스
트리아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있었을 뿐 효율성 향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Sommersguter-Reichmann, 2000). 노르웨이의 시계열적 자료를 사용한 비용 효과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엇갈린 결과를 보여 준다(Biørn et al., 2003; Hagen et al.,
2006). 이렇듯 서로 다른 결과들은 지불제도의 개혁 당시의 지불방식의 차이, DRG 방식
의 세부사항, 다른 보건의료 개혁의 동시적 도입 등과 같이 개혁의 출발점과 정황이 국가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첫 번째, 즉 DRG 지불방식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도는 기존의 지불제도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DRG 방식 이전에 총액예산제를 사용했던 스웨덴, 포르투갈과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자세한 내용은 표 7.3 참조), 분명히 효율성의 향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Linna et al. [2006]은 노르웨이 병원의 비용효율성이 일종의 총액예산방식을 사
용하는 핀란드의 병원들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반대로, DRG 지불방식이 미
국처럼 비용의 후불상환방식을 대체했거나 오스트리아처럼 일당지불방식을 대체한 경우
에는 기술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이와 같이 DRG 병원지불방식이 총액예산제를 대체할 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국가 DRG 지불방식의 시행 operation 자체가 제약 조건

포르투갈, 1990

Dismuke & Sena,
1999b

Chern & Wan,
2000

방법: DEA, 비율 분석, 회귀분석

Borden, 1988a

미국, 1983

연구 대상 기간: 1992~1994

표본: 2개의 DRG:
(1) 심부전 및 심장 쇼크; (2) 일과
성 허혈 발작(Transient Ischaemic
Attack)을 제외한 특정
뇌혈관 장애

방법: 2단계 방법:
(1) DEA 및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stochastic input
requirement frontier; (2) 회귀분석

연구 대상 기간: 1984 & 1993

표본: 버지나아주의 80개 병원

방법: DEA

연구 대상 기간: 1979~1984

표본: 뉴저지주의 52개 병원

연구 방법론

연구

국가,
DRG 도입 연도

표 7.3 DRG 병원지불방식이 병원 효율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요약

의료의 질:
바람직한 결과(퇴원수)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사망수)를 구분함

투입 요소:
(1) X선 체축 단층 촬영 장치(CAT 스캐너);
(2) 심전도; (3) 초음파 심장 진단도의 이용

산출 요소:
(1) DRG별 퇴원수; (2) DRG별 사망수

의료의 질:
포함 안 됨

투입 요소:
(1) 병상 및 서비스 복잡성; (2) 비의료 상근 직원수
및 가중치를 부여한 비상근 직원수;
(3) 임금, 자본비용, 감가상각을 제외한 운영비

산출 요소:
(1) 사례구성을 보정한 퇴원수;
(2) 응급 및 외래 방문

의료의 질:
포함 안 됨

투입 요소:
(1) 총 상근 직원수(FTE); (2) 상근 간호사수;
(3)임금 외의 다른 비용; (4) 병상수

산출 요소:
(1) 서비스의 양이 가장 많은 8개 DRG의 각 군의
사례수; (2) 그 외 DRG 사례수

변수

DRG를 이용한 병원지불의 빈
도가 높을 때 생산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1984년과 1993년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효한 기술 효율성
의 차이가 없었으나, 효율적
인 병원의 비율은 1993년에
더 높았다.

병원지불방식의 개혁이 기술
효율성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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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1990년대 초

포르투갈, 1990

Gerdtham et al.,
1999a

Gerdtham et al.,
1999b

Dismuke & Sena,
2001b

연구 대상 기간: 1989~1995

표본: 26개 지역 위원회

방법:
Multiple-output stochastic ray
frontier 모델

연구 대상 기간: 1993 & 1994

표본: 26개 지역위원회(county council)

방법: 2단계 방법:
(1) DEA의 변형; (2) 회귀분석

연구 대상 기간: 1992~1994

표본: 2 DRG

방법: Malmquist-Luenberger 지표

결과에 따른 병원지불방식으
로의 전환은 기술 효율성을
평균 9.7%만큼 향상시켰다.

종속 변수:
(1) 수술수; (2) 퇴원수; (3) 의사 방문수

의료의 질:
포함 안 됨

독립 변수:
(1)비용; (2) 가용 병상수; (3) 연도; (4) 의료 개혁의
주요 효과에 관한 변수들; (5) 새로운 지불제도에
관한 변수들; (6) 정치적 성향; (7) 70세 이상 인구
비율; (8) 민간 의료 이용(private visits) 비율;
(9) 대학병원 여부

의료의 질:
포함 안 됨

투입 요소:
(1) 총 단기 진료비용; (2) 병상수

병원서비스는 예산 방식과
비교했을 때 내부 시장과 결
과에 따른 상환을 하는 지역
위원회에서 더 효율적이었
다. 예산제에서 결과에 따른
상환 방식으로의 전환은 약
13%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
를 가져올 수도 있다.

DRG 지불방식이 세 가지 진
단 기술의 생산성을 향상시
킨 것으로 보인다.

산출 요소:
(1) 수술 후 퇴원수; (2) 단기 내과 시술 후 퇴원 수;
(3) 단기 진료의 경우에 수술의 수;
(4) 단기 수술 진료의 경우에 의사 방문수;
(5) 내과 의사 방문수

의료의 질:
Dismuke & Sena (1999)와 같음

투입 요소:
(1) X선 체축 단층 촬영 장치(CAT 스캐너);
(2) 심전도; (3) 초음파 심장 진단도의 이용

산출 요소:
(1) DRG별 퇴원수; (2) DRG별 사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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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mersguterReichmann,
2000

Biørn et al.,
2003

오스트리아,
1997

노르웨이, 1997

Hagen et al.,
2006

연구

국가,
DRG 도입 연도

연구 대상 기간: 1992~2003

표본: 48개 병원

방법: 2단계 방법:
(1) DEA; (2) 회귀분석

연구 대상 기간: 1992~2000

표본: 48개 병원

방법: 2단계 방법:
(1) DEA; (2) 회귀분석

연구 대상 기간: 1994~1998

의료의 질:
포함 안 됨

투입 요소:
(1) 상근 의사수; (2) 기타 상근 직원수;
(3) 의료 비용; (4) 비용 효과 분석을 위한 총비용

산출 요소:
(1) 사례구성을 조정한 퇴원수; (2) 방문당 정부
상환액을 이용해 가중치를 부여한 외래 방문수

의료의 질:
포함 안 됨

투입 요소:
(1) 병상근 의사수; (2) 기타 상근 직원수;
(3) 의료 비용; (4) 비용 효과 분석을 위한 총 비용

산출 요소:
(1) 사례구성을 조정한 퇴원수(당일입퇴원 포함);
(2) 각 방문별로 주정부의 상환액을 이용해 가중치
를 부여한 외래방문수

의료의 질:
포함 안 됨

투입 요소:
(1) 상근 직원수; (2) 병상수;
(3) 외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

산출 요소:
(1) 외래환자수; (2) 각 병원이 보고하는 점수(병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steering factor와 곱함

방법: DEA/Malmquist

표본: 22개 병원

변수

연구 방법론

표 7.3 DRG 병원지불방식이 병원 효율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요약(계속)

지불방식 개혁 이후 기술 효
과성이 향상되었으나, 비용
효과성에 대한 영향은 유효하
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을 이용한 병원
지불방식의 도입으로 기술
효율성은 향상되었으나, 비
용 효과성에 대한 결과는 병
원별 차이가 있었다.

1996년과 1998년 사이에 기
술의 발전이 있었으나, 기술
효율성은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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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na et al.,
2006

연구 대상 기간: 1999

표본:
핀란드-47개 병원, 노르웨이-51개
병원

방법: DEA

의료 질:
포함 안 됨

투입 요소:
(1) 운영 순비용

산출 요소:
(1) DRG를 고려한 입원수;
(2) 가중치를 부여한 외래 방문수;
(3) 가중치를 부여한 당일입퇴원 이용수; (4) 재원일수
평균비용 효과성이 노르웨이
병원들에서 낮게 나타났다.

주석 : FTE: full-time equivalent; a 1980년에 모든 지불자를 대상으로 DRG 지불방식을 도입한 뉴저지주의 병원들을 연구함; b 단지 진단 장비의 생산 효율성, 기술 효율성을 평가

출처 : ‘연구’ 컬럼에 포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편집

노르웨이, 1997,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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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 경험한 초기의 효율성 향상은 병원활동
수준에 한계치를 부과했을 때 사라지고 말았다(Gerdtham et al., 1999a, b; Anell, 2005;
Kastberg & Siverbo, 2007). 또한, 유사한 제약 조건들이 미국과 오스트리아의 효율의
향상의 결여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Sommersguter-Reichmann, 2000; Böcking
et al., 2005;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85). 마지막으로, 스
웨덴이 내부 시장 Internal

Market을

시작했을 때처럼 DRG 지불방식이 광범위한 보건의료

개혁의 일부로 도입될 경우, DRG 지불방식의 독립적인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 된다(Gerdtham et al., 1999a, b).

7.3.2 효율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 병원 활동, 재원기간, 비용
표 7.4는 국가별로 효율성 지표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들을 요약하고 있다. DRG 지불방
식의 도입 이후, 오스트리아(Ettelt et al., 2006; Street et al., 2007), 덴마크(Street
et al., 2007), 영국(Farrar et al., 2007; Audit Commission, 2008; Farrar et al.,
2009), 프랑스(Or, 2009), 독일(Böcking et al., 2005; Hensen et al., 2008), 노르웨이
(Biørn et al., 2003; Kjerstad, 2003; Hagen et al., 2006; Magnussen et al., 2007),
스페인(Cots, 2004, cited in Ellis & Vidal-Fernández, 2007), 그리고 적어도 도입 초
기에 스웨덴(Anell, 2005; Kastberg & Siverbo, 2007)은 병원 입원의 증가를 경험했다.
하지만 표 7.2에 나타난 유인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병원 활동이 증
가하지 않았다(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85; Guterman et
al., 1988; Davis & Rhodes, 1988; Manton et al., 1993; Muller, 1993; Rosenberg &
Browne, 2001). 이탈리아에 대한 결과는 서로 엇갈리며(Louis et al., 1999; Ettelt et
al., 2006), Morena-Serra & Wagstaff(2010)는 DRG나 다른 행위별상환제를 도입한
중앙유럽과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28개국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찾지 못했다. 물론 이미
설명한 것처럼 국가별 정황과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국가 간 차
이를 설명할 수 있다.
DRG 지불제도하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적 유인은 입원에서 당일입퇴원이
나 외래진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예: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Rosenberg &
Browne, 2001과 Farrar et al., 2009 참조), 또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경우에는 효
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DRG 수가를 사용해서 병원
이 당일입퇴원 사례의 수를 늘리도록 적극적으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은 최근까지 선별된 입원과 당일입퇴원 사례의 대부분에 공통 ���������������
국정 수가����������
를 적용했다(Epstein & Mason, 2006; Street et al., 2007). 또한 미국에서는 외래진료에 대한 후불상

1984~1985
1981/1982 &
1985/1986
1982/1983 &
1984/1985
1970~1992
문헌 고찰
문헌 고찰
문헌 고찰

Davis & Rhodes, 1988

Kahn et al., 1990

Manton et al., 1993

Muller, 1993

Rosenberg & Browne, 2001

Ettelt et al., 2006

Street et al., 2007

문헌 고찰
기술적 분석

문헌 고찰
1993~2000

Ettelt et al., 2006

Cots, 2004b

이탈리아, 1995

스페인, 카탈로니아,
1997

1993~1996

Louis et al., 1999

1993~1996

문헌 고찰

문헌 고찰

Kastberg & Siverbo, 2007

문헌 고찰

문헌 고찰

Anell, 2005

문헌 고찰

문헌 고찰

문헌 고찰

ARIMA 시계열 분석

기술적 분석(수명 계산
모델을 사용함)

후향적 비실험 연구
(다섯 가지 질병에 집중함)

스웨덴,
1990년대 초

호주, 1993

a

기술적 분석(또한, 약간의
하위 집단 분석)

1983~1986

Guterman et al., 1988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1983~1984 &
문헌 고찰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85

연구
방법론

미국, 1983

연구 대상
기간

연구

국가,
DRG 도입 연도

표 7.4 DRG 병원지불방식의 도입 이후 병원 효율성 척도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 요약

+

+

?

+

+

+

+

-

-

-

-

-

-

병원
서비스량

-

-

-

-

-

-

-

-

-

-

-

평균
재원일수

-

-

+

단위/평균

비용

+ (하지만
비율은 낮음)

+

+

-

+ (하지만
비율은 낮음)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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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 &
문헌 고찰
2003~2006

Schreyögg et al., 2005

Hensen et al., 2008c

Moreno-Serra & Wagstaff, 2010

중앙유럽, 동유럽,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

1990~2004

1984~1986 &
1994~1996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

기술적 분석

2005 & 문헌 고찰 기술적 분석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

기술적 분석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문헌 고찰

문헌 고찰

Fixed effects 계량 경제 모델

문헌 고찰

기술적 분석

Difference-in-difference 분석

기술적 분석

연구
방법론

=

+

+

+

+

+

+

+

+

+

+

+

병원
서비스량

-

-

-

-

-

-

-

-

-

평균
재원일수

-

?

-

단위/평균

비용

+

+

총합

주석 : DRG 병원지불방식의 도입 이후의 변화는 증가는 +, 감소는 -, 변화 없음은 =, 혼합된 결과는 ?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a 빅토리아 1993년 도입한 DRG 병원지불방식;
b
DRG 병원지불방식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었음; c 피부과와 관련됨

출처 : ‘연구’ 컬럼에 포함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자가 편집

Forgione & D’Annunzio, 1999

2003/2004 &
2005/2006

Farrar et al., 2009

Or, 2009

2003/2004 &
2006/2007

Audit Commission, 2008

OECD 국가

2002/2003 &
2005/2006

Farrar et al., 2007

프랑스, 2004/2005

영국, 2003/2004

문헌 고찰

Böcking et al., 2005

독일, 2003

문헌 고찰

1989~2003

Street et al., 2007

문헌 고찰

Magnussen et al., 2007

Theurl & Winner, 2007

1992~2000

Hagen et al., 2006

덴마크, 2002

1995~1998

Kjerstad, 2003

오스트리아, 1997

1992~2000

Biørn et al., 2003

노르웨이, 1997

연구 대상
기간

연구

국가,
DRG 도입 연도

표 7.4 DRG 병원지불방식의 도입 이후 병원 효율성 척도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 요약(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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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제의 시행이 2000년까지는 입원 위주에서 외래진료로의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Rosenberg & Browne, 2001).
평균 재원일수는 DRG 방식으로 전환한 후 일반적으로 감소했지만(Kahn et al., 1990;
Böcking et al., 2005; Moreno-Serra & Wagstaff, 2010), 이러한 감소가 단지 일반적
인 경향이라는 주장도 있다(Rosenberg & Browne, 2001; Schreyögg et al., 2005). 급
성기 병원보다 적은 비용이 드는 요양 병원으로의 퇴원율은 일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
한 급성기 병원에 남는 환자들의 중증도는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코딩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재원일수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Guterman et al., 1988; Rosenberg &
Browne, 2001).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부분적으로는 증가된 병원 활
동의 영향으로 총비용을 증가시켰다(Forgione & D’Annunzio, 1999; Anell, 2005;
Kastberg & Siverbo, 2007; Moreno-Serra & Wagstaff, 2010). 반면에, 단위당 비용
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Böcking et al., 2005; Farrar et al., 2009). 미국에서는 전반
적으로는 총비용의 증가가 억제되었다(Guterman et al., 1988). 중앙에서 결정하기보다
는 협상을 통해 의료 수가를 책정하는 네덜란드에서는 DRG 지불방식이 초기에 비용의 증
가율을 낮추었으며, 현재는 병원과 보험자 간의 경쟁이 증가된 상태이다(23장 참조).
요약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DRG 지불방식의 도입 이후 병원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나,
혼란 변수 confounding factor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경우에는
병원 활동과 비용에 대한 제한 또는 기존의 상환 방식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다른 특징
들이 DRG 방식이 미치는 이론적으로 이로운 효과를 상쇄하기도 한다.

7.4 핵심 과제
7.4.1 불공정한 상환과 환자 선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주화의 문제점
다른 분류 방식들과 마찬가지로 DRG 또한 자원 소비 기대치에 따라서 완벽하게 환자를
분류할 수는 없다. 보건의료는 상당히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표준화’는 결
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것이 병원지불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 간의 차이가 조직적이라면 상
환방식은 불공정할 수 있고 병원이 상향 분류 up-coding를 하거나 고비용 환자의 진료를 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가지는 지불자와 병원 간의 재정적 위험이 분산된다면 이
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2부, 5장, 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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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수가 산정의 독립성
어떤 국가에서는 병원의 수가 개별 병원의 비용과 의료 수가가 독립적일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특히 하나 또는 두 개의 병원
이 의료의 공급에 지배적인 역할을 할 경우 규제자는 비용이 비효율적인 공급자의 행위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DRG 지불방
식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유인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다.
둘째, DRG 지불방식은 병원 활동의 보고나 비용과 관련해서 병원 간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다. 공급자의 수가 적고 서로의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담합 행위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 담합은 DRG 지불제도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범위를 좁
힐 것이다. 독일과 같이 병원 표본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에서는, 표본은 반드시 모든 병원
에 대해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불공정한 상환이 뒤따르게 된
다(5장, 14장 참조).

7.4.3 지출의 통제
단순한 활동 단위당 수가 price-per-unit-of-activity를 채택한 DRG 지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활동이 증가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
다면, 더 많은 공급자가 활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흑자/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활동 수준의 증가는 지불자의 예산에 심각한 압력을 부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
은 국가들이 총액예산제의 틀 안에서 DRG 지불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비용 통
제를 시도하고 있다(예: 카탈로니아[스페인]와 스웨덴-19장, 22장 참조). 프랑스에서는
지역 수준의 계약이 거시적 방법과 비교했을 때 비용 통제 면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7.5 결론
DRG 지불제도는 다른 지불방식들보다 병원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이것은 진료 환자수에 따라 병원에 지불함으로써 병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
록 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가를 개별 병원의 비용과 상관없이 결정함으로써 비용을 통제
하는 분명한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지불방식의 특징은 공급자로 하여금 기
술효율성과 비용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투입물 조합의 선택에서 배분효율성을 추구하도
록 장려한다. 이론상으로는 DRG 지불제도는 병원시장 전체가 생산하는 산출물들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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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합에 있어서 배분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각 DRG의 수가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
용에 근거해서 DRG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산출물 조합을 통한 배분 효율성의 달성은
DRG 병원지불정책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DRG 지불제도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도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들은 엇갈리는 양상
을 보인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DRG 지불제도가 시행되는 방법에 있어 국가 간의 차
이가 있기 때문이며(2부 참조), 또한 광범위한 보건개혁의 일부로서의 지불방식의 변화
또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상환방식과 같은 혼란변수가 결과의 해석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
이다. 같은 주의 사항이 요구되지만, DRG 지불제도가 병원 활동이나 재원일수와 같은 효
율성 척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질을 낮추는 행위 skimping, 비용 전가, 환자의 선별 또는 높은 수가의 DRG로 상향
분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 장은 단순한 형태의 DRG 지불제도에 관한 개요를 제시한 것으로, 실제로 각 국가
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불방식은 이보다 매우 복잡할 수 있다(2부의 국가별 내용 참조). 이
것은 지불방식이 더 복잡할수록 DRG의 환자 분류방식이 사례구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
는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DRG 병원지불방식은 결국 의료의 질
을 향상하는 유인을 제공하거나 지역 간에 형평성이 있는 병원서비스의 분배를 촉진하는
규제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병원 진
료는 복잡한 과정이며, 흔히 개별 환자에 맞추어 진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위기와 불확실
성이 있는 상황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동시에, 병원 안팎의 의료종사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병원진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분명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복잡성을 가져야 한다. 비용을 상환해 주
는 방식과 총액예산제와 비교했을 때, DRG 병원지불은 이러한 복잡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병원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더욱 분명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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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식에 사용된 용어 요약
기호

의미

R C, R G, R A
C

G

Z ,Z ,Z

A

비용 상환방식(C), 총액예산제(G) 그리고 DRG 지불방식 (A)에서의 병원 수입
비용 상환방식, 총액예산제 그리고 DRG 지불방식에서 의료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수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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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량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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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문 분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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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추가 서비스 제공당 지불되는 고정 DRG 수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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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와 의료의 질: For better or worse?
Zeynep Or and Unto Häkkinen

1

8.1 서론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병원서비스에 대하여 더 잘 묘사하고 병원산출물(서비스)에 대한
측정 및 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DRG를 도입했다. 진료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결과 병원 활동에 대한 비교를 촉진하는 것을 병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간주하
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DRG는 병원지불의 근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DRG
시스템에 기반한 병원지불방식이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지불방식은 병원이 입원당 비용을 낮추는 유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
료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DRG 지불제도하에서는, 병원들
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조직적인 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용 절감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지불방식의 변화가 임상적
절차와 진료 관리를 향상시켜 의료의 질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의 질을 낮추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잠재적 가능성 또
한 있다.
DRG 지불제도는 여러 형태의 유인의 역효과를 초래함으로써 의료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Ellis & McGuire, 1996; Miraldo et al., 2006). 특히 병원들은 임상적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조기 퇴원시킬 수 있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
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서비스를 과도하게 제공함으로써 환자를 지불액이
1

 각각 프랑스 보건경제 정보 연구소(IRDES), 핀란드 국가보건복지연구소(T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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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DRG로 배정해 지불액을 최대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의료의 질과 환자 진료 결
과를 더 밀접하게 관찰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DRG 지불제도를 시
행하는 국가에서 의료의 질과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대부분 부족한 현실이다.
이 장에서는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살펴본다. 우선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할 것이다.
의료의 질은 진료 과정 중 환자에게 유익하거나 진료 후 환자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병
원서비스의 모든 측면으로 정의된다(Chalkley & Malcomson, 1998). 6장에서 소개한 환
자 선별 patient selection과 과도한 전문화 overspecialization 같은 문제보다는, 입원 후의 의료의
질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나서, EuroDRG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의 경험을 포
함해서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증거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의료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문헌과 의료의 질을 지불방식 내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는 일부 실험적인 지불제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을 DRG
지불제도에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의 질 저
하를 예방할 수 있는 DRG 방식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8.2 이론적 근거
의료의 질을 관측하고 수량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질
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의료의 질은 ‘효과성(적절성), 안전성, 접근성,
반응성(진료 결과)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Kelly & Hurst, 2006), 측정 방식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Donabedian(2003)의 개념은 널리 사용되는 유용
한 접근 방식으로 질의 척도를 구조 지향적, 과정 지향적, 결과 지향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다. 구조적 척도는 의료진의 자격조건 또는 의료장비의 수준 등을 포함하며, 특정 수준의
의료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조건을 대표할 수 있으나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과정 척도는 진료 과정의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현재의 전문적 지식과도 일치해야 한다(IOM, 2001). 그러나 보건의료의 ‘적정 수준’에 대
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 지표는 호감을 주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기타
환자수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진료 결과 지표에 진료가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료의 질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구조, 과정, 진료 결과에 상관없이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더욱이 병원 부문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환자와 구매자는 만족스럽지 않은 진료 결과가 근본적으로 질병의 결과인지 낮은 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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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개별 환자들은 특정한 건강 문제에 관한 경
험이 거의 없어서 의료 공급자와 다른 시술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일부 보건의료체계에서는 환자에게 병원 이용에 관한 선택권이 없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
칭성으로 인해서 지불자와 환자는 결국 공급자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개념에서 본다면, 공급자가 환자를 대변하는 ‘전문가’이어야 하지만,

환자, 공급자, 구매자의 관심이 상충할 수도 있는 것이다(Forgione et al., 2005). 공급자
는 의료 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의료의 질을 공급함과 동시에, 비용 회수 또는 이윤 극대화
에 관심을 가진다. 공공 구매자는 비용을 통제함과 동시에 인구의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
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며, 비용 절감 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질에 대한 한계비용이 한계이
익을 초과할 때에만 재정적으로 우려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진료의 종류와 질은(즉, 임상적 판단은) 공급자가 선택하는 변수로서 여러 유
인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조직의 문화, 지도력, 정보시스템, 질에 대한 규제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방식들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불정책에 의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상황에 따른 공급자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7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기초적인 DRG 지불제도하에서는 병원 수입(RA )은
다음과 같이 진료 환자의 수와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2
J

RA = ∑
[Q j × pˆ j ]		
j =1		

(1)

이 식에서 j 는 개별 DRG를, (pˆ j )는 각 DRG 내의 개별 환자에 대한 고정지불을, (Q j )는 환
자의 수를 나타낸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병원은 활동량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정적인 유인을 갖지는 않는다(Street et al., 2007). 초과수요(또는 공
급부족)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생산량 증가를 자극하는 것 자체가 긴 환자 대기시간을 줄
여서(즉, 접근성을 높여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임계치를 조정할 수 있거나 임상적 재량권이 높은 경우에는 의료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정한 진단검사 횟수나 제왕절개 같은 수술이 정당화될 수 있
는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계약 체결에 관한 문헌에서 명시하듯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시적이지 않은 측면에 대
해서는(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이러한 비가시적 측면을 제공하지 않거나
‘절제’하는 유인을 갖는다(Chalkley & Malkomson, 1998; Levaggi, 2005). 특히, DRG
시스템 내에서 제공해야 하는 진료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고정액
2

 실제로 모든 국가에서 병원들은 교육, 연구와 같은 특정 서비스의 고정비용을 대기 위해 그들의 활동과는 별도로
어느 정도 고정된 지불금을 받는다. 간단히 하기 위해,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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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불되는 진료에 대해서 투입해야 하는 자원을 줄이거나 진료비용을 다른 공급자에
게 전가할 수 있다(비용 전가). Siciliani(2006)에 따르면 환자의 평균 중중도를 공급자만
아는 경우, 공급자(병원)는 경증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고강도 치료를 과잉 제공하는 유인
을 갖게 된다.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여러 국가들은 도입 후 평균 재원기간(ALOS)이 상당히 감소
하는 것을 경험했다(7장 참조). 재원기간 감소는(DRG 지불제도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국가들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 재원기간의 단축
은 이환의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급자가
환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조기 퇴원시킬 수도 있다. 불행히도, 어느 정도의 재원기간의 감
소가 ‘적정’한지와 어느 정도까지가 조기퇴원의 결과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공급자의 비용-효율 노력(6장 참조)과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수가에서 국가 수가로의 전환은 비용 통제
의 유인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의료의 질이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
킬 경우 질을 향상시키는 유인을 낮출 수도 있다. 당연히 공급자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
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하나 이상의 공급자가 의료를 제공하면, 의료의 질을 높여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Farrar et al., 2007).

8.3 문헌상의 근거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초의 가장 포괄적인 근거들은 1983
년에 행위별수가제 대신 ‘전향적 지불제도’로 알려진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
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단락에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근거들을 검토한 후 유럽국가
들의 경험적 사례를 살펴본다.

8.3.1 미국 연구자료에서의 근거
중요한 초기 연구 중 하나인 RAND 실험은 1981/1982년과 1985/1986년 사이에 입원한
14,0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 표본을 사용해 전향적 지불제도가 환자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할 확률을 20%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퇴원 후 30~180일
의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Rogers et al., 1990). 또한 이 연구는 기술적, 진단적
및 치료적 척도 뿐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인지 기술을 포함한 진료 과정을 정의하는
많은 변수들에 있어서의 변화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전향적 지불제도 도입 후 진료 과정
이 향상된 반면, 이러한 향상은 전향적 지불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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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전향적 지불제도의 시행 이후에 평균 재원일
수가 상당히 감소했으나 재입원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환자들의 입원 시
진단의 중증도는 더 높아졌다(Keeler et al., 1990: Kahn et al., 1991).
다른 연구들도 전향적 지불제도 도입 이래로 병원들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외래로
보내고, 반면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들을 진료해 왔음을 제시했다(Newhouse & Byrne,
1988).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진료 조직care organization의 향상(향상된 사례 관리)을 반영
하는 정도와 환자의 선별이나 상향 분류를 반영하는 정도에 관해서는 명확한 결과가 없
다. 중증 질환의 증가는 더 많은 동반상병 코드를 추가해서 보다 큰 재정적인 보상을 받
으려는 병원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Feinglass & Holloway,
1991).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미국에서 평균 재원일수와 입원율을 상당히 감소시켰다(Feinglass & Holloway, 1991).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수와 평균 재
원일수의 감소는 병원의 조직적 효율과 질 organizational efficiency/quality의 향상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예: 최신 기술의 이용, 자택진료, 외래진료 등).
예를 들어 Schwartz와 Tartter(1998)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DRG
시스템의 도입 전, 후 경험을 비교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변화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자 했다. 이들은 뉴욕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446개의 환자 표본을 연구해서, 평균 재원
일수가 DRG 시스템 도입 이후 2.6일(수술 전 1.1일과 수술 후 1.5일)만큼 감소했음을 보
여 주었다. 시행 전에 진료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DRG 지불제도를 적용받은 환자들에서
는 수술 중 혈액 손실, 수혈, 수술 기간, 수술 후 합병증이 유효하게 감소했다. 질병 중증
도의 척도(적혈구 용적률, 종양 분화 및 종양 크기)와 사례구성(연령과 성별)에는 변화가
없었다. Schwartz와 Tartter(1998)는 수술 기술에는 향상이 있었으나 외과의사가 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해 특정 진료 형태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
다고 제안했다. 수술 전 재원일수가 상당히 감소한 원인은 수술 전 검사를 외래로 전이시
킨 조직적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 DRG 방식이 제공하는 서로 다른 수가 유인 price incentive은 여러 환자군
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은 1994년에 HIV 감염에 관한 DRG
를 개정하여 내과계 DRG non-procedural

DRG의

수가를 전반적으로 낮추었고 외과계 DRG

시스템의 수가는 높게 책정하였다. Gilman(2000)은 이러한 DRG 개정의 결과를 조사해
서, 뉴욕주에서 낮은 수가의 내과계 DRG 시스템의 재원일수는 1992~1995년 사이 3.3일
만큼 감소했으며 수가가 더 높은 외과계 DRG 시스템의 재원일수는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1일만큼 증가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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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불제도가 야기하는 비용 통제의 압력은 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
다. Cutler(1995)는 포괄수가제의 영향은 전향적 지불제도 시행 전 병원의 재정 상태(효율)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1981년과 1988년 사이에 뉴잉글랜드의 병원에
입원한 약 4만 명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DRG 시행 이전 높은 비용 때문에 DRG 시행
이후 평균 수입이 감소한 병원에서 원내 사망률과 퇴원 후 2주 이내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망률 ‘밀집 현상’이 일어났음을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연간 사망률에는 변화가 없었
다. 평균 수가(수입)가 감소할 때, 병원은 진료 강도와 다른 투입물을 줄일 수가 있는 것
이다. Cutler(1995)는 또한 전향적 지불제도의 도입 후에 재입원율이 중증도의 명확한 변
화 없이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이와 유사한 최근의 연구에서 Shen(2003)은 전향적 지불제도의 재정적 압력이 심근경
색 치료 후 단기 건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입원 후 1년 후의 생존율에는 영
향을 주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연구가 보여 주는 몇 가지 증거들은 재활·요양시설에 대한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재활치료와 급성기 이후 진료 post-acute care의 질에도 유사한 영향을 주었음을 제시
한다. 새로운 지불제도의 시행 후, 환자들의 재원일수가 감소했고 퇴원 시 환자의 기능 수
준functional level이 저하되었으며, 병원퇴원율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Gillen et al.,
2007; Buntin et al., 2009).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 중에서 퇴원 후 60
일 이내 응급 재입원과 사망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다른 몇 가지 급성기 진료 후postacute care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McCall et al., 2003).

8.3.2 유럽에서의 근거
유럽에서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근거는 부족하며 명확하지 않
다. 먼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DRG 지불제도의 유인이 지역별 환산지수 monetary conversion rates와

추가 지불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6장 참조), 이 국가들에서는 DRG가 진료 절

차를 통일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DRG
와 관련된 의료의 질, 진료, 접근성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의 질 등록에 참여해야 하지만, 질에 대한 감시 monitoring는 DRG
지불제도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두 병원에서 환자들이 보고한 의료의
질에 관한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인식하는 의료의 질(특히 직원의 행위)은 DRG
시스템 도입 후 저하되었으나(Ljunggren & Sjoden, 2001), 수술 후 삶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Ljunggren & Sjoden, 2003). 또한 이 연구는 DRG 지불제도
도입으로 진단명을 바꾸어 다시 코딩하는 행위가 증가했고 사례당 2차 진단명의 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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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음을 밝히고 있다(Serdén et al., 2003). 핀란드에서는 특정 질병이나 시술을 기준으
로 병원들을 비교하며, 이러한 정보는 단지 벤치마킹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4개 병원에 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1997년에 노르웨이에서 DRG 시스
템 도입 후 단기적으로는 경증 환자 선별 cream-skimming이 다소 있었으나(Martinussen &
Hagen, 2009), DRG 지불제도가 병원감염 hospital-acquired infections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
음을 제시하였다(Pettersen, 1995).
이탈리아는 1995년 DRG 지불제도를 전 국가적으로 도입했다. Louis 등(1999)은 이
탈리아의 한 지역(프리울리)의 32개 병원에 대해 1993~1996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입원환자수가 17% 감소한 반면, 당일입퇴원day-case 이용량은 7배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 연구는 대부분의 질병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했으나(재원일수 21% 감소), 질
병 중증도는 사망률이나 재입원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증가했음을 발견하였다.
영국에서는 결과에 따른 지불 Payment by Results (PbR)로 명명되는 DRG 지불제도의 공
식적인 평가 방식을 통해, PbR이 시행된 곳에서는 평균 재원일수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고관절 골절 진료 후 입원 환자(병원 내) 사망률,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응급 재입원
을 이용해 측정한 의료의 질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Farrar et al.,
2009). 실제로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2008)는 PbR이 영국에서 의료의 질에
측정 가능한 영향은 주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공식적인 평
가를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DRG 병원지불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는 의료의 질
감시와 보고 시스템이 아직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
랑스는 재입원율, 수술 후 사망률과 합병증률을 감시하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아직 시
행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니더작센주 Lower Saxony에 있는 30개 병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경증 환자 선별이나 조기퇴원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제시했다(Sens et al.,
2009). 이 연구에서는 병원 관리자, 의료진과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2007~2008년 사이
에 의료의 질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개선된 진료 절차로 인해서(특히 대형 병원들에서) 오
히려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자 결과 또는 의료의 질에 관한 어떤 구체
적인 척도도 분석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상향 분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기금은 외부규제 노력을 통해
서 당일입퇴원 사례day cases 증가의 상당한 원인이 외래진료 outpatient consultation를 잘못 분
류했기 때문임을 밝혔다(CNAM, 2006). 이 문제는 2007년에 당일입퇴원 사례에 대한 더
엄격한 코딩 규칙을 적용해서 부분적으로는 해결되었으나, 상당한 증가를 보인 일부 당일
입퇴원 사례 시술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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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지불방식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불방식의 유인을 조정하여 예방
할 수도 있다. 지불자/구매자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추가적인 비용/노력에 대해서 병원에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이, Chalkley & Malcomson(1998)에 따르면, 지불 계약 시 공급자의 형태(공공병원, 영
리병원, 비영리병원)를 고려해야 하고, 구매자는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의료의 질을 유지
하거나 높이는 것과 같은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구매 계약을 조정해야 한다.
의료의 질에 근거해서 DRG 지불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단순
화하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병원 수준에서 조정 (2)DRG 수준에서 조정 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한 모든 DRG를 조정 (3)개별 환자 등급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에서는, 병원 등급에서 의료의 질 척도를 사용하여 병원 총수입을 조정한다:
J

RA = ∑
[Q j × pˆ j ] ＋ p hq h		
j =1

(2)

이 식에서 q h는 병원 수준에서 측정된 의료의 질 지수이며, p h는 질의 범주 내에서 단위
당 변화에 대한 지불(수가)을 나타낸다. 환자 수준에서의 치료별 결과 측정의 난이도와 비
용을 고려할 때, 질 향상과 진료 과정의 개선에 대하여 병원에 보상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의료의 질이 병원의 서비스량과 독립적일 경우에 적절한 방식으로서 다른 경우에는 진료
환자수에 따라 변하는 수가를 사용한 계약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Chalkley & Malcomson, 1998).
병원 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조정하는 한 예는 영국이 질개선위원회 Commissioning
Quality and Innovation (CQUIN)

for

시스템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채택해 시행한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급성기 병원이 환자와 관련된 결과 척도들을 수집하고 의료의 질을 보
고해서 재무 계정Financial

Accounts과

함께 ‘질 계정Quality

Accounts’을

게재해야 한다. 그 후

에 일차 의료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s (PCT)는 국가적으로 동의된 공급자 수입의 일부를
지역 단위에서 설정한 목표의 성취 여부와 관련시킨다. 2009/2010에 CQUIN 지불제도
는 공급자의 연간 계약 수입의 0.5%를 차지하였으며(Department of Health, 2008), 이
비율은 2010/2011에 1.5%로 증가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10). 미국의 CMS는
2012년 8월부터 울혈성 심부전congestive heart failure, 폐렴, 심근경색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재입원율을 가진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해 DRG 시스템의 지불을 최고 1%까지 낮추기로
했다. 2년 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관상동맥 우회술과 기타 혈관 시술들을 계산에 포
함할 것이며, 벌금은 2014년에 2%, 2015년에는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방식은 결과와 진료 절차에 관한 환자의 중증도 자료가 이용 가능할 때, 해당

08장

DRG와 의료의 질: For better or worse?

133

DRG 내에서 진료받은 모든 환자의 질에 근거해서 DRG 지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방식
의 목적은 단순하게 건당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좋은 질’
이라고 고려될 만한 의료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환자의 중증도 자료에 대한 신뢰할 만한 척도가 있어야 하고 좋은 질의 구성요소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 척도와 지불액 모두 DRG로
계산된다:
J

J

RA = ∑
[Q j × pˆ j ] ＋ ∑[(q ij Q j) × p ′j ]		
j =1
j =1

(3)

이 식에서 p ′j 는 주어진 DRG(j)의 환자들에 대한 좋은 질의 진료 행위의 수가를 나타낸다.
의료의 질은 개별 DRG 등급에서 측정된다. 좋은 질에 대해 지불되는 수가(p ′j )는 어떤 의
료행위를 평균적인 행위와 비교해서 ‘좋은’ 또는 ‘최고의’ 행위로 여기는가에 따라, 회당
평균비용보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담낭절제, 고관절 골절, 백내장과 뇌졸
중 같은 임상적 행위의 질에 큰 차이가 있고 모범 사례의 구성요소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네 가지 영역에 ‘모범 사례 수가’를 최근에 도입했다(Department of Health, 2011). 모범
사례 수가는 담낭절제술에 대해 당일입퇴원을 유도했을 때 적용되며, 백내장 치료의 경우
에는 전체 진료 경로를 지불하도록 수가를 정해서, 환자가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
모범 사례의 경로 내의 진료에 대해서만 지불받도록 한다. 고관절 골절과 백내장의 경우
에는, 모범 진료 사례의 주요 임상적인 특징을 만족시킬 경우 수가는 상향 조정되며, 준수
하지 않는 경우는 감소된 수가를 지불받게 된다.
실제로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임상적 결과를 이용해 조정
을 하거나(Ash et al., 2003; Iezzoni, 2003) 특정 DRG와 관련되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보이는 시술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수 있다(Nashef et al., 1999). DRG 등급에서 의료의
질을 조정한 예로는 독일 Techniker 질병금고와 Karlsruhe 심장수술병원이 2005년 체
결해 실행하고 있는 ‘통합적 진료’ 계약이 있다. 이 계약하에서는 병원이 독일의 외부 질
보장 시스템의 일부로 수집된 일련의 심장수술 질 척도에서 국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
을 경우, 관상동맥 우회술 환자에 대해 높은 비용을 지불받게 된다(Busse et al., 2009).
이와 유사하게 네덜란드에서는 DBC를 도입한 본래 목적이 보험자가 병원과 진료의 수가
및 양과 질을 협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구매자는 DBC의 약 30%에 대해서 협
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보험자와 병원이 주로 의료 수가와 양에 대해서는 협상하는 반
면, 의료의 질은 협상 과정에서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동질의 환자군을 어떻게 진료할 것인지 정하고 특정 DRG에 대해 ‘좋은 질’을 규정하
는 계약을 만들면서 구체적이지 않은 임상 기준을 지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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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Newhouse, 2003). 이러한 계약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임상적 우발 상황에서 좋
은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합의가 명백하게 있어야 한다. 심지어 심장마비 같은 흔한
질병의 경우에도, 가이드 라인에 대한 임상적 합의의 부재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Baker
et al., 2008; Phelps, 2000), 의료의 질을 근거로 한 계약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 있다.
모범 사례 수가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 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환자가 속한 DRG와 상관없이 진료의 질에 근거해서 개별 환자에 대한
지불을 조정하는 것이다. 병원 계약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 의료의 질을 고려해서 단순하
게 조정될 수 있다.
J

J

R A = j∑
[Q j × pˆ j ] ＋ ∑[(q ij Q j) × p i ]		
=1
j =1

(4)

이 식에서 q i 는(단순히 0 또는 1의 값을 취할 수 있는데) 환자 수준의 질 지수이며 p i 는 환
자 수준의 질에 대한 수가이다. 공급자의 수입(R)은 진료 환자수(Q j)와 진료의 질과 수가
에 따라 달라지며 환자가 어느 DRG에 속하는지와는 상관이 없다. 이 방식은 신뢰할 만한
환자 결과의 척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특정 환자 결과를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아닌 공급자 행위에 귀속시키는 것은 논
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처벌
(또는 보상)의 기초로 사용되는 낮은(또는 높은) 질의 척도를 철저하게 수립해 가능한 한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환자 수준의 질 조정 정책은 재입원뿐만 아니라 환자가 입원 시에 이미 가지
고 있는 동반상병에 대한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미국 메디케어 정책으로 CMS는 병원이 퇴원 환자 비용 청구 시
환자의 1차 진단과 2차 진단 코드에 ‘입원 시 존재 여부’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
다. 2008년 10월 이래 욕창, 낙상에 의한 무릎뼈 탈구와 개방, 도관과 관련된 요로감염 등
을 포함하는 10개의 선별된 질병에 한해서는 입원 시 존재하지 않았던 코드인 경우(병원
입원 기간 동안 발생된 질병이라면), 이러한 질병은 환자의 DRG 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결과적으로 이러한 코드
들은 환자들을 지불액이 높은 DRG로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고, 메디케어도 이와 같이
피할 수 있는 병원 감염 질병에 대해 더이상 추가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약
15%의 청구건에 입원 시 존재하지 않은 진단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Zhan
et al., 2007). 일부는 이처럼 부정적인 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선호하는 반면(McNair et
al., 2009), 피할 수 있는 부정적 사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Provonost et al., 2008). 더욱이 병원 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코딩하는 것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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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일이 아니다. 진단 코드에 따라 병원을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것은 게이밍gaming이나 코
딩 조작의 위험성만 높일 수 있다(Iezzoni, 2009).
의료의 질을 DRG 지불제도에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환자 중심의 대안은 DRG 방식
으로 지불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즉 외래진료, 재입원 등을 DRG 지불제도
안에 포함하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환자가 퇴원 후 30일 안에 같은 질병으로 재입
원할 경우 병원은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DRG 지불을 받지 못한다. 이상적으로는 외래
진료, 재활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진료에 대해 지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이러한 방식은 복잡한 통합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
다. 네덜란드의 DBC DRG 방식은 병원이 제공한 입원 및 외래진료 전체, 예를 들어 재원
일수, 외래진료, 진단검사, 영상검사, 의약품, 의료 자재, 시술(수술적) 등과 같은 모든 서
비스에 대해 통합적인 지불을 한다. 즉 첫 전문의 방문부터 진료 과정 완료까지의 특정 질
병에 대한 모든 진료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불한다. 결과적으로, 환자가 같은 질병에 대해
진료받는 기간 동안 병원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시스템
은 수술 후 감염과 재입원율을 새로운 DBC로 코딩하기 때문에, 수술 후 감염과 재입원율
을 줄이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 다른 방식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환자 수준에서
의료의 질을 이용해 조정하는 방식을 병원 수준의 질을 이용한 총액 지불/조정 방식과 함
께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의료의 질에 관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 여
부는 의료의 질을 기준으로 병원지불액을 조정하는 모든 방식의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의료의 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독일의
BQS/AQUA3 [Busse et al., 2009]와 프랑스의 COMPAQH).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상
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자 결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의료의 질에 관한 정보의
보고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에 대한 더 좋은 정보 획득’의 중요
성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디케어는 병원이 의료의 질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병원 질 평가 협의회 Hospital Quality Alliance가 정의한 10가지 의료의 질 척도를 보
고하지 않는 병원은 0.4% 감소된 DRG 수가를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전체 진료의 80%
이하의 사례에 대해서 의료의 질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병원은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
다(Busse et al., 2009). 그러나 의료의 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의료의 질 정
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병원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 시
도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이 해마다 큰 폭으로 변하게 된다면
3

 연방질보장국/AQUA-보건의료 질 향상 연구소

136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공급자는 안정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8.5 결론
DRG 지불제도가 환자 결과와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오랜 기간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많은 국가의 의료 종사자들은 이러한 지불제도가 제공하는 비용 억제 효과에만 집
중하여 결국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 장은 이론적 탐구와 문헌 고찰
을 통해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의료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DRG 시스템의 도입은
투명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진료의 비교와 표준화를 촉진시켰다. DRG 지불제도가 주는
효율성에 대한 압력은 진료 절차를 개선시켰고,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
스/진료를 조정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에 대해 인색한 태
도를 취할 수도 있다. 신기술이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지 않을 때 기술 채택율은 둔화될 가
능성이 있다(9장 참조). 이러한 잠재적 부작용은 DRG 지불제도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며,
지불방식을 신중하게 고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실증적인 증거들은 DRG 지불제도 도입이 일부 지역에서는 외래진료와 가정진
료 home care 에 대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적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향상
시켰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DRG 지불제도 도입이 야기한 비용 억제 압
력은 환자 결과에 재입원과 사망률 같은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
증 환자들이 의료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DRG 시스템은
질병의 중증도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 이후에 DRG 지불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의료의 질과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확실
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지금까지 연구된 제한적인 근거에 따르면 DRG 지불제도의 도입
이 병원 재입원과 사망률로 측정한 환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다. 따
라서 유럽의 근거들이 미국에서 관찰된 몇몇 유해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DRG
가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가 채택한 DRG 방식과 규제적, 보건의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유럽의 DRG 지불제도는 일반적으로 행위별수가
제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일당지불제나 총액예산제를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2장 참조), 유
럽에서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대해 미친 효과는 미국의 경험과 다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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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공공 공급자와 병원 부문의 공공 규제자의 역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비용 억제의 압력이 약할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료의 질에 대한 유해
한 영향 또한 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DRG 지불제도에서는 보건의료 공급자가 향상된 의료의 질에 대해서 직접적
인 보상을 받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
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긍정적인 동기부여 효과와 병원에 대한 불이익이 잠정적으로 병원의 안
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역효과 사이에서 균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Maynard & Bloor,
2010). 또한 공급자는 향상된 질에 대해 지불받아야 할 영역이나 질에 대한 측정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받는 영역을 지나치게 의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불방식들을 주의 깊게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DRG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높은 질의 시술/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유인의 제공, ‘낮은 질’의 의료에 대해 손해를 유발시키고 환자 결
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 제공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의 질에 대한 자료를 개선해서 의료의 질을 감시할 수 있는 척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환자 결과와 진료 과정의 질에 대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수집하
지 않는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가 점점 더 정교해질수록 보건의료의 질에 관한 정보의
수요와 공급 또한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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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서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은 많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의 가능성을 높였고, 많은 국가에
서 사망률을 낮추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Atella & The TECH Investigators,
2003; Cutler & McClellan, 2001; Cutler, 2007, Tunstall-Pedoe et al. 2000). 따
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혁신은 환자와 임상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높이 평가
되고 있다(Rettig, 1994). 또한 기술혁신은 보건의료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Weisbrod, 1991; Cutler et al., 1998a;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8). 따라서
기술혁신과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균형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고안되고 있다(Schreyögg et al., 2009).
많은 신기술은 입원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 따라서 병원지불제도는 보건의료 기
술혁신을 시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Greenhalgh et al., 2004; Banta,
1983; Torbica & Cappellaro, 2010; Atella & the Tech Investigators, 2003; Cappellaro et al., 2011). DRG 지불제도 도입 이래 DRG 지불제도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혁신
기술을 적절하게 채택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가 있어 왔다(OTA, 1983; Garrison & Wilensky, 1986; MedPAC, 2001; Shih & Berliner, 2008). 결과적으로 DRG 지불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DRG 지불액 계
산 시 보건의료의 기술혁신을 고려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MedPAC, 2003, Clyde et
al., 2008; Schreyögg et al., 2009; Henschke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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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목적은 (1)DRG 지불제도와 기술혁신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2)이 책에
수록된 12개 국가의 DRG 지불제도와 연관된 기술혁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9.2에서는 기술혁신과 병원 비용 및 의료의 질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이론적인 개요를 설명함으로써 DRG 지불제도가 혁신기술의 채택과 보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9.3에서는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DRG 지불제도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12개국의 정책적 대안을 비교 분석한다.
9.4는 DRG 병원지불방식의 맥락에서 기술혁신 문제에 대한 최선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유럽국가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9.2 기술혁신과 DRG 기반 병원지불의 이론적 검토:				
비용, 의료의 질, 지불의 적정성
9.2.1 기술혁신: 비용과 질
기술혁신은 보통 아이디어나 지식의 실질적 적용 및 보급으로 정의된다(Goodman, 2004).
보건의료에 있어서 혁신은 모든 의료기술, 예를 들어 의약품, 장비, 기구 및 물자, 내과적
또는 외과적 시술, 지원 시스템, 조직 시스템 및 관리 시스템 등을 의미할 수 있다(Banta
et al., 1978). 기술혁신은 기존의 서비스를 경미하게 향상시키는 것같이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기존의 외과적 진료를 새로운 내과적 진료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급진적일 수도 있
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은 기존의 기술을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적용할 때, 예를 들어
특정 시술에 대해 입원진료에서 당일입퇴원day care으로 전환할 때, 일어날 수도 있다.
DRG 지불제도가 보건의료 기술혁신의 채택과 보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술혁신이 병원 비용과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9.1은
기술혁신이 병원 비용에 줄 수 있는 가능한 효과들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혁신은 자본비
용, 운영비용 또는 이 두 요소 모두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OTA, 1983). 그러
나 병원 비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자본비용을 충분히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 분산할 수 있
다면, 자본비용의 증가는 운영비용의 감소를 통해 보상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기술혁신
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병원 또는 전문성이 낮은 병원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
다. 더욱이 기술혁신은 모든 병원서비스의 비용과 연관될 수도 있으며(예: 전자 의무기록
의 도입) 또는 적은 수의 특정 환자군을 진료하는 비용에만 영향을 줄 수도 있다(예: 약물
방출 스텐트 drug-eluting 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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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기술혁신으로 인한 병원 비용의 영향
비용의 영향

기술혁신
자본비용

운영비용

총비용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혁신

＋

+

+

비용 감소를 유도하는 기술혁신

-

-

-

자본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혁신

+

-

+/-

운영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혁신

-

+

+/-

출처 : OTA, 1983

보건의료의 질은 진료 과정 동안 환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진료 후 환자의 성과를 향상
시키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모든 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8장 참조). 이론상으로는 기술혁신
의 ‘질’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일 수 있다. 그림 9.1은 비용-효과 평면과
유사한 도표를 사용해서(Black, 1990), 기술혁신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의료
의 질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조합을 보여 준다. 기술혁신은 비용과 질 모두를 증가시킬 수
있고(A), 비용을 낮추면서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B), 비용과 질 모두를 감소시킬 수
도 있고(C), 질을 저하시키는 반면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D).
DRG 지불제도의 유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주는지는 비용과 의료의 질의
특정 조합에 달려 있다. 즉 신기술이 사분면 A와 D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사
분면 B로 분류되는 기술은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인 반면, 사분면 D로 분류
되는 기술은 결코 채택해서는 안 된다. 사분면 A와 C에 속하는 기술이 가져 오는 결과는
좀 더 복잡하다(Cutler & McClellan, 2001). 사분면 A와 같은 혁신기술을 병원에서 사용
해야 할지는 의료의 질의 증가에 대한 국가별 지불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사분면 C
에 속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 절감에 대한 대가로 포기하고자 하는 의료의 질

비용에 대한
기술혁신의 영향
＋

D
의료의 질은 낮추고
비용은 증가시키는 기술혁신

A
의료의 질과 비용 모두
증가시키는 기술혁신

-

＋
0

C
의료의 질과 비용 모두
감소시키는 기술혁신

-

B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기술혁신

그림 9.1 비용과 의료의 질에 대한 기술혁신의 영향
출처 : Black, 1990

의료의 질에 대한
기술혁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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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혁신기술이 처음으로 병원에서 사용될 때, 기술혁신이 의료의 질(또한 비용)에 주는 영
향(특히 장기적인 영향)은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Mowatt et al., 1997). 실제로는 많은 기
술들이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Goodman, 2004). 결과적으로 기
술혁신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9.2.2 DRG 기반 병원지불: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유인
DRG 지불제도하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사용하기를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6장에서 설명했듯이 DRG 지불제도는 병원에 특정한 유인을 제공하
여 임상 의사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유인이
병원에서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6장에서 소개한 기본적
인 DRG 지불제도하에서는, 병원은 사례당 정해진 고정 지불액에 따라 상환을 받는다. 결
과적으로 병원은 평균비용을 지불액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손실을 피하려는 유인을 갖
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DRG 병원지불방식의 두 가지 주요 유인은 (1)병원이 입원당 비
용을 낮추도록 하는 것과 (2)병원이 입원환자 수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OTA,
1983).
표 9.2는 이러한 유인이 혁신기술을 채택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고 있다. 병원은 입원당 총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혁신에는 투자를 할 것
이다. 새로운 진단 장비나 전자 약물 상호작용 감시 시스템 electronic drug interaction monitoring
system이

입원당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재원일수의 감축을 통해), 병원은 이러한 기술들

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술혁신이 비용 중립적이거나 어떤 한 부분의 비용의 증가
를 다른 부분의 비용의 감소로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DRG 병원지불제도는 혁신기술
표 9.2 DRG 지불제도의 유인과 기술혁신의 영향
DRG 시스템의 주요 유인

기술혁신의 영향

1. 입원당 비용 감소

•비용 감소를 유도하는 기술혁신의 사용을 장려한다.
•자본비용 증가형 기술혁신은 병원의 전문화로 이어진다.
•비용 중립적인 기술혁신의 영향은 없다.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기술혁신의 도입이 제한된다.
•신기술 도입 전 의료기술 평가를 장려한다.

2. 입원환자의 증가

•병원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의 사용이 장려된다.
•환자들이나 입원 결정을 내리는 의사에 의해 부여된 가치에 따라
기술혁신의 사용을 장려한다.

출처 : OTA,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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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기술혁신은 보통 자본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DRG
지불제도는 자본비용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없는 경우 많은 환자가 있는 곳에 혁신기술
채택을 집중하여 병원의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병원들은 평균비용이 지불액
보다 높아지면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기술을 채택하기 전 경제성 평가
economic evalulation를

실시할 수 있다.

의료의 질을 감소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비용 중립적, 또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많
은 기술혁신에 대해(그림 9.1의 사분면 B, C, D), DRG 지불제도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불방식은 사분면 B와 C에서 혁신기술의 채택을
유도하고, 사분면 D에서는 기술혁신을 억제한다. 그러나 사분면 C에서와 같이 비용을 절
감하는 기술혁신이 의료의 질도 낮출 경우에는 질의 저하가 비용 절감을 능가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와 국가별 가치판단이 필요하다(Drummond et al., 2005).
그림 9.1의 사분면 A에서와 같이 기술혁신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나 입원당 비용을
증가시킬 때에는, DRG 지불제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DRG 지
불액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환자 진료 시 발생한 평균비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5
장 참조).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병원은 신기술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의 비용 양상에 따라 지불받는다. 따라서 병원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혁신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했을 때, DRG 지불 시스템이 개정되고 기술혁신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반영될 때까지 역유인 disincentive이 발생하게 된다. 혁신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
고 비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을 높이거나 비용을 증가시키는 혁신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
하다.
DRG 지불제도하에서 기술혁신에 관한 역유인에 대해 입원 수를 증가시키는 두 번째
종류의 유인에 의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표 9.2). 경쟁적인 환경하에서 그리고 혁신
기술이 병원의 명성을 높이거나 의사를 통해 입원환자 수의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는 판
단이 들 때 병원은 이러한 혁신기술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OTA, 1983). 물론 국가별
DRG와 DRG 지불제도의 특징에 따라(6장 참조) 기본적 유인이 갖는 강점은 변하게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카탈로니아)에서는 자본비용에
대한 추가자금을 병원에 지불하기 때문에 DRG 지불제도의 유인이 병원의 고비용 기술혁
신(특히 자본비용을 증가시키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비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DRG 지불제도 외의 다른 재정원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DRG 지불제도의 유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연구에 대한 추가 기금을 받는 병원은 기술혁신을
채택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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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특별한 지불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 주는 것처럼(9.3 참조), DRG 지불제도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비용도 증가시키는 혁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유인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9.3 기술혁신과 DRG 기반 병원지불의 실제: 유럽 12개국 비교
2부의 국가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DRG 지불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개
정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방식은 DRG 개정(4장 참조)이나 지불액의 개정(6장 참조)
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이 DRG 지불제도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것이
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DRG 지불제도에 기술혁신이 반영되지 않은 기간에도 의료
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혁신기술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단기 지
불도구를 개발해 왔다.
그림 9.2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DRG 지불제도 안에 기술혁신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
하는 단기 지불 도구와 장기적 개정 방식을 설명해 준다. 그림 좌측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
키고 동시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기 지불 도구들
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완전히 지불제 밖에 있거나(그림 좌측), DRG 방식과
관련될 수도 있다(그림 중앙). 그림 우측은 DRG를 개정하거나(즉 환자분류체계[PCS] 도
입) 지불액을 조정해서 기술혁신을 지불제도 내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보여 준다. 환자분
류체계(PCS)를 개정하는 데는 선택 가능한 여러 방식이 있다. (1)사례를 다른 DRG로 재
할당할 수 있고 (2)기존의 DRG를 분할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3)새로운 DRG를 만들
수도 있다.
지불 정책을 고안하는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목적 사이
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Schreyögg et al., 2009). 정책 입안자는 환자
진료에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원이 의료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나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혁신기술을 사용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의 비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택한 혁신기술에 대해 단기 도
구를 사용해 추가적인 지불을 하는 것은 임상적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러한 서비
스를 과도하게 제공하여 보건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등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유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MedPAC, 2001). 그림 9.2 하단은 상충하는 유인을 보여 준다. 혁신기술을 사
용하도록 유도하는 특정 유인은 기술을 지불방식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면서 점차 감소할
것이다(나중에 설명할 예외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단 특정 지불 유인을
통해서 더이상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없게 된다면, 병원들의 효율적 자원 사용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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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스템
단기 도구

장기 도구

보충지불

다른 DRG로
사례 할당
현존 DRG 분리

환자분류체계(PCS)

새로운 DRG
추가

분리지불

비용 이상치에
대한 특별 자금

원가가중치
또는 가격 조정
병원지불액
기본요율 조정

기술혁신 사용을 위한 유인

효율성을 위한 유인

그림 9.2 DRG

지불제도에 기술혁신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단기 지불 도구와 장기 개정 장치

유인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9.3.1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 도구 short-term instruments
이 책에 언급된 국가들은 (1)분리지불, (2)보충지불 (3)비용 이상치를 위한 특별 기금과
같은 세 가지 다른 단기 도구들은 이용해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나 의료비 상승이 불
가피한 혁신기술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표 9.3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단기 도구
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분리지불은 (1)독일에서 사용되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협상된 행위별수가제(Box
9.1 참조) (2)스웨덴의 일부 시의회가 채택한 병원 청구 총비용의 후불상환제, 이 두 형태
를 취할 수 있다. 두 지불 도구 모두 비용과 효과에 관한 정보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 혁신기술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분리지불에서는 시술에 반드시 시술 코
드를 할당할 필요가 없고, 특정 목록에 의약품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유연
성은 프랑스 등의 몇몇 국가에서 개별 환자 단위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다. 실험적인 암 치료제에 대한 비용 지불 문제가 그러한 예이다(13장 참조). 프랑스는 새
로운 치료방법의 사용과 관련해(특히 암 치료 관련) 유럽에서 가장 너그러운 국가 중 하나
이다(de Pouvourville, 2009). 그러나 프랑스는 분리 지불방식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신약에 대해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난점 또한 겪고 있다(Cour de Compt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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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3 기술혁신의 사용을 장려하는 도구들과 관련된 지불 형태
도구

지불 형태

DRG 시스템 외
•행위별수가제(비용 가중치나 협상된 지불액에 근거)
•환자당 보고된 비용의 후불상환제

분리지불

DRG 시스템 내
보충지불

•행위별수가제
•표준 상환액 이상의 비용에 대한 후불상환제
•가중비용 지불

비용 이상치를 위한 특별 기금

•통계적으로 결정된 한계치 이상의 비용에 대한 후불상환제
•고정 지불(가중비용이나 협상된 지불액에 근거한)
•가중비용 지불

Box 9.1

NUB 규제하에서 독일 병원에 대한 별도 지불

독일에서는 신진료규제New

Diagnostic and Treatment Methods Regulation (NUB)

(새로운 진단과 진료

방법 규제)가 2005년 Hospital Remuneration Act(병원 보수에 관한 법률) (KhEntgG)의 일부
로 도입되었다. 이 법은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선별된 병원에 대해 협의된 행위별수가제를 적
용해 예산 외 기금을 제공한다. 혁신기술의 사용에 대해 NUB를 통해 상환받기를 원하는 병
원은 상환 전에 반드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병원은 독일 DRG의 관리를 책임지
고 있는 병원보수체계위원회Institute

for the Hospital Remuneration System (InEK)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기술과 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신청서를 허가받으면 개별 병원들은 지불 액수에 대해 질병
기금sickness

funds과

협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사용에 관해 NUB 상환을 받기 위해

서 각 병원은 질병기금과의 계약에 동의해야 한다. 협상된 NUB 지불은 1년간만 유효하며 차
후에도 기술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병원은 InEK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2005년 이 방식
을 도입한 이래 NUB 상환의 허가는 보통 신기술을 DRG 내에 포함하는 과정의 첫 단계가 되
어 왔다(Henschke et al., 2010).
출처 : Henschke et al., 2010.

분리지불과 대조적으로 보충지불과 비용 이상치 cost-outlier 기금은 기술혁신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고가 기술 또는 고비용 환자에 대해 별도로 상환함으로써 DRG의 일관성을
전반적으로 향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4장, 6장 참조). 두 도구 모두 특정 DRG 지불액
을 시작점으로 사용하며, 진료 시 발생한 비용과 표준 지불액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추가
지불을 한다.
보충지불(새로운 혁신기술을 포함한)은 특정 기술 사용 시 ‘표준’ DRG 지불액에 추가
하는 지불액이다. 이때 보충지불액의 정도는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개별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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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지불액을 초과하는 사례당 청구 비용을 후불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어떤 국
가는 지불 전에 병원의 평균비용을 계산하기도 한다. 즉 환자 범주당 평균비용을 계산하
여 ‘가중 비용 지불액’을 상환한다. 시술(기술혁신)과 DRG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는 데 필
요한 행정적 과정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며, 병원이 혁신기술 채택을 늦추는 데
영향을 준다. 보충지불 전에 혁신기술에 시술 코드를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상환하는 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비용 이상치 사례의 지불에 특별 기금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표준 지불액에 특별 기금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지는(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기술이 DRG 내 사례의 자원 이
용의 동질성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비용 이상치 기금은 비용자료의 상세한
후향적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 도구는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표 9.3 참
조). 또한 많은 국가들이 재원일수 이상치에 대해 추가 지불을 한다(6장 참조). 그러나 이
러한 도구들은 기술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로운 최소 침습적 수술
법 minimally invasive surgical procedure이 환자의 회복과 퇴원을 더 신속하게 할 경우 기술혁신
이 재원일수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Simpson et al., 2005).
표 9.4는 유럽 12개 국가들이 단기 지불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분
리지불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지불 도구이다. 놀랍게도 비용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비용 이상치 기금을 사용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스웨덴의 일부 도시, 핀란드뿐이
다.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과 같이 DRG 예산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어떤 종류의
단기 지불 도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모든 분리지불방식은 선별된 기술을 DRG 지불제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병원이 혁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미 기술했듯이, 분리지불방
식에서는 특정 시술, 의약품, 의료장비를 DRG에 이미 포함된 기존의 기술보다 선호할 수
있어 병원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MedPAC, 2001). 더욱이 분리 기금은 기술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예: 대학병원)에 대해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
에, 병원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 수도 있다(MedPAC, 2001).

9.3.2 유럽 DRG 기반 병원지불의 장기적 개정 기전: 기술혁신 포함
기술혁신을 DRG 지불제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류체계(PCS)와 지불액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표 9.5는 유럽 12개 국가에서 DRG 지불제도가 기술혁신에 얼마나 빠르
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두 요소인 ‘개정 빈도’와 ‘개정에 사용된 자료수집의 시간
지연 차이’를 보여 준다. 이 두 요소는 기술혁신 포함을 특별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DRG 지불제도를 현재의 진료 양상과 진료비용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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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 유럽 11개 국가와 카탈로니아의 단기 상환 도구의 적용
기술혁신에 대한 추가 지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지불 도구들
분리지불

보충지불

비용 이상치 기금

오스트리아

No

No

No

카탈로니아(스페인)*

Yes

No

No

Yes

Yes

No

(최대 3년까지)

(특정 고비용 서비스들에 대해)

Yes

No

(특정 고비용 시술들에 대해)

잉글랜드/영국
에스토니아

Yes

(특정 고비용 서비스들에 대해)

핀란드

병원 지역에 따라 두 가지 지불 도구가 모두 사용된다.

No

프랑스

Yes

Yes

No

독일

Yes

Yes

No

(특정 고비용 서비스들에 대해)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Yes

No

No

Yes

Yes

No

(특정 고비용 의약품들에 대해)

(2011년에 시작한 것으로 예상)

No

Yes

No

(특정 고비용 서비스들에 대해)

포르투갈

No

스웨덴

자치단체에 따라 모든 지불 도구를 사용한다.

No

No

출처: 이 책의 2부에 언급된 국가의 정보를 근거해 저자가 편집
*스페인의 병원 재정은 분산되어 있다. 위의 정보는 병원 상환의 35%를 DRG 시스템으로 하는 카탈로니아를 언
급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환자분류체계(PCS)와 지불액을 매년 개정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
다. 에스토니아는 2003년에 Nordic PCS (Nord DRG)를 도입한 이래로 2010년에 처음
으로 DRG를 개정했다. 아일랜드는 현재 4년마다 개정되는 AR-DRG를 사용하고 있다
(15장 참조). 오스트리아는 원가가중치를 규칙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정책 입안자가 필요하
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특정 DRG에 대해 지불액을 조정한다. 개정에 사용되는 자료는 국가
간 많은 차이가 있다. 핀란드는 다음 연도의 DRG를 개정하기 위해 현재 연도의 자료를 사
용하며,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즉시(같은 해에) DRG 가중치를 재계산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 국가들은 환자분류체계(PCS)를 개정하고 DRG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적어도 2년 이
상된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새로운 시술, 의약품, 의료 장비에 대해 새 코드를 만드는 것은 DRG가 기술혁신을
통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빈번한 코드의 개정은 기술혁신이 DRG에 더 신속히 도입되
고, 통합될 수 있게 한다. 반면 개정이 드물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이 지불방식
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시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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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유럽 12개 국가에서의 개정의 빈도와 개정에 사용된 자료 수집의 시간 지연 차이
DRG 병원지불방식
환자분류체계(PCS)
오스트리아

지불액

개정 빈도

자료 수집 기간

개정 빈도

자료 수집 기간

1년

2~4년

4~5년

2~4년

(필요 시 개정)

잉글랜드
/영국

1년

에스토니아

불규칙

매년 부분 개정;
대략 5~6년마다
불규칙적으로 점검

매년

1~2년

매년 또는
행위별수가
개정 후

1~2년

(7년 후 첫 개정)

3년
(인플레이션 적용)

핀란드

1년

1년

1년

0~1년

프랑스

1년

1년

1년

2년

독일

1년

2년

1년

2년

아일랜드

매 4년,
호주의
AR-DRG 개정과
연결됨

적용되지 않음

1년
(호주의
원가가중치 계산과
연결됨)

1~2년

네덜란드

불규칙

공시되지 않음

매년 또는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

2년 또는
협상에 근거

폴란드

불규칙
(1년에 두 번 계획됨)

1년

매년 기본액에
대한 개정

1년

포르투갈

불규칙

적용되지 않음

불규칙

2~3년

1년

2~3년

1년

2년

(AR-DRG 수입)

(AR-DRG 수입)

스페인
(카탈로니아)

2년

스웨덴

1년

적용되지 않음
(3년된 CMS-DRG 수입)

1~2년

출처: 이 책의 2부에 언급된 국가의 정보를 근거로 저자가 편집

이미 언급했듯이 기술혁신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진료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상
향식 병원 원가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는 국가는(5장 참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기술혁신이 병원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데 우월한 위치
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기술혁신이 일부 유사한 환자군에 대해 비용을 증가(또는 감소)
시키는 경우, 환자분류체계(PCS)를 조정하는 것은 기술혁신을 DRG 지불제도에 반영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환자분류체계(PCS)를 개정하는 유인을 면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DRG를 추가할 때(예: 광범위한 환자군에 최신 의료장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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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병원은 혁신적인 기술을 이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과잉 공급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기술혁신이 하나의 DRG 안에 함께 포함된 모든 서비스의 비용이나 모든 병원서비스
의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지불액의 개정은 DRG 지불제도에 기술혁신을 반영하는 최선
책이다. 특정 DRG에 대한 지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가가중치와 지불액을 재계산해
야 한다. 모든 병원서비스에 대한 기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원가가중치 방식을 사용하
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 적정한 금액만큼 지불액을 높일 수 있다. 원가가중치 방식을 사용
하는 국가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본요율을 조정하여 비용의 증가를 적절
하게 반영하거나(모든 병원 비용의 5% 인상), 기술혁신이 모든 사례에 대한 비용을 고정
된 액수만큼 증가시키면 기본요율 조정과 동시에 원가가중치를 재계산할 수도 있다.

9.4 결론: 기술혁신 장려와 DRG 지불에 신기술의 반영
많은 유럽국가들은 DRG 지불제도가 환자들이 혁신기술의 혜택을 적시에 받도록 하는 유
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병원들이 혁신기술을 채택하
고 사용하도록 DRG 지불제도가 제공하는 이론적 유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례당 총비용을 증가시키는 기술혁신의 특정 사례가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
음을 보여 주었다.
이 장에서는 유럽의 12개 국가 중 대부분이 기술혁신의 채택과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단기 지불 방법을 이용하여 각국의 DRG 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대한 보충지불방식에서 기술혁신은 DRG 지불제도에
내재된 효율성을 향상하는 유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관
대한 분리지불방식은 임상적 의사 결정을 왜곡시키며, 프랑스처럼 분리지불방식을 이용
해 혁신기술 비용을 보상해 줄 경우 이에 대한 상당한 비용 증가를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이 기술혁신의 장기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단기 지불 유인을 기
술혁신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추가지불은 의료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는 않으나 단지 비용 증가만을 유도하거나 의료의 질까지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
험이 있다.
따라서 단기 지불 도구는 신중하게 이용해야 하고 또한 기술이 의료의 질에 미칠 수 있
는 영향에 관해 철저하게 평가한 후에 적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기술과 비교해
상당한 수준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기존에는 진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에 대해 진
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기술혁신에 국한해서 단기 지불 도구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Cl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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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8). 안타깝게도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단기 지불 도구의 도입이 상당한 수준의 의료의 질 향상을 증명하는 기준과 연관이 있기
보다는 고비용 기준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근거가 부족한 혁신기술에 대해
서 단기 지불 유인을 적용하고자 할 때, 가능한 한 방법은 근거개발급여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CED)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Hutton et al., 2007). CED 방식은 단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그리고 계속적인 평가가 진행된다는 조건하에서만 기술혁신에 대한
지불을 한다(Box 9.2의 네덜란드의 예 참조).

Box 9.2

네덜란드의 근거개발급여(CED)

2006년 네덜란드는 입원 시 사용하는 고가의약품(희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 규제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고가·희귀 의약품 목록에 최고 4년 동안 조건부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4년 동안 병원은 비용-효과성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전이
라도 이러한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이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1)치료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2)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가 일상적인 임상적 상황에
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3)의약품 비용이 고가인 경우에는
연간 병원 의약품 예산의 0.5% 이상을 차지하거나 희귀 의약품인 경우에는 5%를 차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경우, 병원은 고가·희귀 의약품 목록에 게재된 고가 의
약품 구매가의 80%(희귀 의약품은 100%)를 별도 지불받는다. 3년 후에는 평가 계획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사용해서 고가·희귀 의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기금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
한다.
출처 : Delwel, 2008

대부분의 DRG 지불제도가 규칙적으로 개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DRG 지불제도는 궁
극적으로 진료 양상의 변화와 혁신적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DRG
와 지불액을 빈번하게 개정하는(또한 자료수집과 DRG 병원지불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
이용 사이의 시간 지체가 짧은) 국가들이 기술혁신을 지불방식에 포함하여 적용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DRG 지불제도의 개정이 약물 유출 스텐
트와 같은 혁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DRG를 추가하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아마도 기술혁
신에 대해 별도 지불을 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즉 특정 기술을 이용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DRG 지불제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정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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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적절히 지불하는 것과 사용할 시술을 임상적 결정에 맡겨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는 의도 사이의 반대급부가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유럽 병원시장의 통합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에 관해 국가들 간
에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기술혁신이 의료의 질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로운 일이다. 최근에 EU에서 채택한 Directive on the
Application of Patients’ Rights in Cross-Border Healthcare(국경을 넘어선 의료에서
환자 권리의 실현에 관한 규정)의 제15조에 제시된 것처럼(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1) 유럽의 의료기술평가(HTA)기관 네트워크는 각 EU 가입국들에 대해서 동
일한 기준으로 기술혁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Kristensen, 2008). 의료의 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
지불자들은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 단기 지불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할 때, 핀란드나
독일(Box 9.1), 스웨덴이 사용하는 분권화 접근 방식과 유사한 분권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현존하는 증거를 더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여전히 국가
나 지역의 가치 판단에 따라 지불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가 기술혁신의 채택과 보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에 관해서
는 연구 설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DRG 지불제
도가 기술혁신의 채택, 시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DRG 지불제도가 기
술혁신을 장려하고 지불제도의 계산에 포함하는 데 여러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Torbica & Cappellaro, 2010; Packer et al., 2006; Bech et al.,
2009). 또한 단기 지불방법과 장기 개정방식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앞으로 기술혁신
의 시행과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와 같은 실증적 국가 비교 연구에서는 국가
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기술혁신의 시행과 사용에 영
향을 주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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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서론
이 책의 1부는 유럽 12개국이 사용하는 DRG 시스템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것을 병원
지불방식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며, 병원 의료서비스의 투명성, 효율성, 의료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2부에서는 12개국
각각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국가의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열거한다. 1, 2부가 함께 유럽 전역의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다양한 구
조적 형태를 심도 있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
해 비슷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이 책의 제목인 논제를 고찰하기 위해 1부와 2부에서 도출한 과제에 대
하여 설명한다. 즉 유럽의 병원들이 투명성, 효율성, 의료질 보장을 향해 발전하고 있는
지 기술한다. 또한 유럽 각국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DRG 지불제도 개발을 원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를 구상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연구 개발은 궁극적으로 유럽국가들의 보건의료 분야의 공통 과제에 대한 답이 될 유럽
DRG 시스템의 출현을 유도할 것이다.
10.2에서는 국가 사례를 요약하고 현재 상황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7장과 8장에서
도출한 결론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즉 우리가 처한 병원의 투명성, 효율성, 의료의 질에
대하여 우리가 처한 현주소를 조명한다. 10.3에서는 DRG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국가와 기존의 DRG 시스템을 개선·발전시키려고 하는 모든 국가에게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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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장에서 제시한 세 가지 구성요소, DRG 시스템 자체, 병원 비용 정보, 실제 DRG
지불제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10.4에서는 이 책에 설명된 막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유럽 DRG 시스템 통합 가능성과 궁극적으로 전 유럽의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단일화 같은 유럽 DRG 시스템의 미래를 타진하는 시도를 한다.

10.2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유럽국가들의 DRG 시스템 도입은 의료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의료의 질 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2장 참조).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DRG 시스템을 도입한 지 십여 년이 흘렀다. 이제 이 책에 제시한 12개국의 DRG
시스템을 고찰함으로 도입 당시의 세 가지 공통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평가할 시기
가 된 것이다. 2부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는 국가별 상황과 7장과 8장에서 제시한 여러 문
헌 고찰들은 DRG 병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에 대한 효과를 분석·설명하고 있
다. 다음 장에서는 유럽국가들이 이들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

10.2.1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병원 의료서비스와 의료비용에 대
한 투명성이 매우 향상될 수 있었던 데는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이 있다. (1)DRG 시스템은
병원 의료서비스를 보고하는 정확한 측정 수단을 제공한다. (2)DRG 시스템은 의료비용
과 효율성, 의료의 질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3)병원은 진단과 시술의 코딩을 정확히 하
려는 유인을 갖는다. (4)병원은 원가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장 받는다(5장 참조).
첫째, DRG 시스템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수많은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유사 질병군이
나 유사 시술 방법 등의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종합하기 때문에 병원서비스에 대한 정
확하고 의미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Fetter et al., 1976; Goldfield, 2010). DRG 시
스템 도입 이전의 병원 의료서비스의 분석은 총 재원일수와 총 퇴원환자수 같은 누적 수
치로 측정되어 보고되거나 모든 환자들의 최종 진단이나 최종 시술 같은 매우 상세한 정
보로 측정되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환자 정보를 유사 질병군이나 유사
시술 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의료서비스 분석에 용이하지 않
다. 요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영리병원이나 비영리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병원들에 대해 DRG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된 의료 정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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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DRG 시스템 도입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둘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비 지불기관, 심사
기관, 병원 관리자들이 병원 의료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 DRG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
했다. 예를 들어 같은 DRG 그룹의 환자가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보다 특별히 오래 입원
해 있었는지 또는 특별히 많은 의료비용을 청구했는지 등을 비교한다. 또한 의료의 질은
같은 DRG 그룹 환자들의 합병증 발생률 등으로 분석할 수 있고, 효율성은 병원의 수행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DRG 지불제도를 사용하는 병원들은 환자의 진료에 관련된 모든 진단과 시술을
정확히 코딩할수록 더 높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의무 기록 코딩
을 하는 데 힘쓰게 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의사나 간호사, 의무기록사들은 코딩 기술
을 향상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DRG 시스템 도입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
서 병원의 진단과 시술에 대한 의료 정보가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비 지불 기관은 청
구된 의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한 감사 제도는
의료 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그러나 의사의 코딩과 관련된 업무 증가는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5장에서 설명했듯이 DRG 지불제도의 도입은 병원의 원가계산시스템에 영향을
주었다. 규제 기관들은 병원이 개선되고 표준화된 병원 원가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했다. 또한 병원들도 병원 관리의 목적으로 원가계산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
다. 결과적으로 비용 정보의 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상되었다.
그러나 DRG 시스템에서 환자 간의 차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즉 DRG 시스템
의 환자 분류가 동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DRG는 병원 의료서비스를 정확히 측정
할 수 없고 DRG 시스템을 기초로 한 병원 간의 의료서비스 평가는 정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DRG 시스템이 병원 의료서비스를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임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한 수행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료 혁신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병
원서비스 방식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DRG 지불제도의 수행 평
가에 있어 의료 보호 환자를 얼마나 진료하고 있는가 혹은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가 같은 병원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DRG 시스
템에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DRG 시스템은 한 국가 내에서 병
원서비스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왔으나 국가들 간의 투명성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
면 각 국가는 그들 국가 상황에 맞는 DR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간 병원서
비스와 수행 능력을 비교하는 것을 막거나 매우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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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7장에서 언급했듯이 병원서비스의 효율 증진이 DRG 지불제도의 도입의 주된 동기였음에
도 불구하고 자료포괄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이나 확률변경분석 Stochastic Frontier
Analyses(SFA)

등과 같이 인정 받은 자료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는 거의 없다. 오히려 대부

분의 연구들은 재원일수 같은 상대적으로 측정은 용이하나 병원 효율성의 단면만을 보여
주는 평가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DEA나 SFA 같은 분석 방법은 모두 자체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Street et al.,
2010). 또한 DEA나 SFA의 분석 방법을 통한 연구들은 DRG 지불제도가 병원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에 엇갈린 결과를 제시한다. 7장에서 검토한 연구 사례에
따르면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포르투갈,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절차상의 효율성을 증
진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긍적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
했다. 국가마다 DRG 시스템의 방식과 운영이 매우 다르고, DRG 도입 이전의 병원지불
시스템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효율
성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DRG 지불제도의 효율성 증진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가
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종단연구 longitudinal studies로 병원지불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혼란 변수 confounding factors로 인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측정
된 효율성의 변화들도 단지 문서상의 변화만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DRG 지불제도에서 입원환자의 게이밍 gaming 같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나 불필요한 서비스로 인한 환자의 입원 증가(6장 참조)
등이 의료자원의 할당, 즉 생산성에 대한 효율성 감소를 이끌었는지는 측정하기 어렵다.
여러 연구들은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병원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재원일수를 감
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에 따르면 DRG 지불제도 도입 후 병원 입원이 호주, 덴마크, 영국, 프랑
스, 독일, 노르웨이에서 증가했고, 스웨덴에서는 잠재적으로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7장 표 7.4 참조). 미국의 경우 병원 의료서비스가 증가되지 않
았는데 이것은 행위별수가제 방식에서 DRG 지불제도가 도입된 경우 예상되는 결과이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국가별 DRG 지불제도 개발·운영의 차이와 DRG 도입 전의 상황 차
이는 위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부 각 장의 저자들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오스트리
아와 영국에서 DRG 지불제도가 효율성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고려되고, 에스토니아, 독
일,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네덜란드에서 DRG 지불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비용, 재원일수, 생산성 면에서 긍적적인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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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강조했다. 핀란드와 스페인(18장, 22장 참조)에서는 DRG 지불제도가 효율성에
아주 적은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으나 이것은 해당 국가가 채택한 DRG 시스템이 병
원에 효율성 향상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6장 참조). 대조적으로 13장에
서 Or와 Bellanger는 프랑스의 GHM 시스템이 효율성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감사원 Auditor’s Office의 평가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Cour des Comptes, 2009).
결론적으로 DRG 지불제도의 도입 후 효율성의 증진에 대한 연구에는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거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많은 참고 문헌과 이 책의 저자
들은 DRG 지불제도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DRG 지불
제도가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증 환자 선별 cream-skimming, 진단명 상향 분
류 up-coding, 과잉 진료 및 게이밍 overtreatment/gaming, 의료제공자에 의한 공급자 유인 수
요 supplier-induced demand (6장 참조)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은 분
명하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지불방식의 구체적 설계 시 제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DRG 지불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율성 증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10.2.3 질 향상을 위하여
DRG 시스템이 의료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항상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DRG 지불제
도는 병원의 의료비용 절감을 장려하므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 DRG 시스템 사용의 옹호자들은 DRG 지불제도가 병원으로 하여금 의료의 질
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감염 관리 수단이나 수술 기법의 개선 등과 같은 의료비용 감소
를 추진해 의료의 질 향상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의료의 질이 개선된다고 주
장해 왔다.
8장에서 언급했듯이 DRG 시스템이 의료의 질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미국의 많은 연구
와, 특히 최근 이루어진 유럽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평가되었다. 미국의 연구들은 다면적
인 결과를 보여 준다. 일부 연구에서는 DRG 지불제도의 도입 후 의료 전달 과정이 향상되
었음을 보였다(Kahn et al., 1990b). 물론 이러한 변화는 병원지불제도의 도입에 따른 직
접적인 영향이 아닐 수도 있다(Rogers et al., 1990). 또한 많은 환자들이 DRG 지불제도
도입 후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퇴원했다는 결과가 나왔다(Kosecoff et al., 1990). 그러나
퇴원 후 30~180일 사이의 사망률에는 영향이 없었다(Kahn et al., 1990a). 또한 의료의
질이 특정 병원이나 직장암 수술 같은 특정 분야에서 향상되었음을 보였다(Schwartz &
Tartter, 1998).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는 의료의 질이 더 저하되었으며(Gilman, 2000),
이 현상은 특히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병원들에서 보였다(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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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 1995). 결론적으로 미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DRG 지불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의 질의 변화는 미미하다. 이는 DRG 지불제도가 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에 장기
적 촉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Rogers et al., 1990). 한편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영향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병원에서 특정 환자군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
이다.
유럽에서의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결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연구들은 결론
을 도출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단지 몇몇 국가에서만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고관절 골절 진료 후 응급 입원,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병원 내 사망률 등에서 DRG 지불제도 도입 후 의료의 질에 대한 측정 가능
한 수치의 변화를 발견했다(Farrar et al., 2009). 독일에서는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률
이 DRG 지불제도의 도입 시기에 상당히 감소했고 의료의 질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많은
척도가 향상되었다(Fürstenberg et al., 2011). 노르웨이와 이탈리아에서는 DRG 지불제
도 도입 후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8장 참조). 스웨덴의 한 연구만
이 환자가 느끼는 의료의 질이 저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Ljunggren & Sjödén, 2003).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각 국가의 의료의 질에 대한 DRG 지불제도의 영향은
국가별 DRG 시스템 설계 방식의 차이, 규제 기관, 평가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달라진
다. DRG 지불제도의 영향은 미국과 유럽에서 다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 유럽 대
부분의 국가들에서 DRG 지불제도는 미국처럼 이전의 행위별수가제 방식을 대체하기 위
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 사례나 재원일수 등으로 측정되어 미리 부분적으로
조절을 하는 총액예산제를 대체했기 때문이다(2장, 7장 참조). 둘째, 유럽은 의료서비스
관리에 있어 미국과는 달리 매우 강력한 공공부문의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몇몇 국가는 병원의 의료의 질에 관련된 부분들과 DRG 지불제도를 연결시
켰다. 특히 영국에서는 질 및 혁신위원회 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CQUIN)를

통해 제도적, 지역적으로 협상된 의료의 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병원 수익의 일정 부
분을 사용하도록 했다(2010년과 2011년도에는 1.5%). 네덜란드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병
원과 Dutch DRG

Diagnose Behandeling Combinaties

(DBC-23장 참조)의 30%에 대한 의료 수

가와 의료의 양과 질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료 수가와 의료의 양이 협상
의 주된 내용이며 의료의 질은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DRG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시도하기보다는 DRG 지불제도와는 독립적으로 특별 예산을 마련
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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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불제도의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한 한 가지 문제점은 많은 유럽국가의 병원에 이
를 위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진단과 시술 같은 의료 자료의
질은 많은 국가에서 DRG 시스템 도입 후 매우 향상되었다. 또한 이 책의 2부에서 국가별
특성을 기술한 저자들은 최근 들어 각국이 국가 의료의 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자료가 의료의 질에 대한 유용하고 믿을 만한 척도를 제공한
다면 성과지불제도 Pay-for-Performance (P4P) 프로그램 같은 지불 목적으로 한 자료 사용의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3 병원의 투명성, 효율성 및 의료의 질 향상: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에 대한 제언
10.2에서 언급한 것처럼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에서 구체적인 세부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부 특성을 통해 각국은 병원의 투명성, 효율성, 의료의 질
측면에서 DRG 시스템의 잠재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3장에서
언급했던 DRG 지불제도의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인 환자 분류 목적으로서의 DRG 시스
템, 병원 비용 정보, 실제 DRG 지불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자 한다(3.2, 그림
3.1 참조). 또한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나 개정, 표준화에 고려해야 하
는 중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절은 ‘how to’ 매뉴얼과 같이 상세한 설
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라면 현존하는 연구 논문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Langenbrunner et al., 2009; Cashin et al., 2005).
한편, DRG 지불제도의 구성 요소를 돌아보기 전에 DRG 시스템 도입의 출발점이 되
었던 다음의 세 가지 질문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의 도입에 정치적 상황은 긍정적이었는가?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요건임에도 보건의료정책 결정의 정치적 측면은 자주 간과된다
(Eggleston et al., 2008). DRG 시스템의 도입은 정치 구조와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에 맞
물린 정치적 의제, DRG 시스템 지지자들의 존재 여부, 전반적인 경제적·정치적 맥락에
영향을 받아 왔다(D’Aunno et al., 2008). 이러한 요인들이 DRG 시스템의 도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DRG 시스템 도입은 연기되었거나 특정 지역이나 일부 병원
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20장의 폴란드 사례에서 거론했듯이 일반적으로 낙
관적인 경제 상황에서 추가 재정자원의 이용 가능성은 다양한 영향 집단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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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DRG 시스템과 DRG 지불제도는 제도적·법적 상황에서 적절한가?
DRG 지불제도의 적용에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면 구매자 purchasers와 의료제공자가 분
리된 독립기관 separate entities이라는 것이다. 의료제공자인 공공병원은 보건의료 자원을 관
리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Busse et al., 2002; Langenbrunner et al., 2009). 구매자는 DRG 시스템 관리와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결과들에 대
한 감시, 비영리·영리개인병원들과의 계약 협상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제도적·법
적 상황이 목표하는 의료서비스의 개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를 급
성기 병원 입원진료에서 외래진료나 장기진료 센터로 옮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DRG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2부에서 국가별로 설명하고, 2장에서 요약한 것처럼 DRG 시스템의 사용 목적은 지속적
으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국가가 병원서비스의 투명성 증진의 목적으로 DRG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DRG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 관리 능력, 병원 자료의 요건 등의 측면
에서 투명성 증진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지만 병원서비스의 측정의 수단으로서의 DRG 사
용 효과(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일단 DRG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
이 축적되고, DRG 시스템이 병원서비스를 적절하게 평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많은 국
가에서는 대부분 병원 수익에서 DRG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몇몇 국가는 DRG 시스템을 병원지불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병원서비스 측
정이나 DRG 지불제도 또는 DRG 예산 할당 시스템을 사용한 병원지불의 목적은 보험자
와 의료제공자의 능력, DRG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른 요구조건을 갖는다.

10.3.1` DRG 시스템
DRG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는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첫째, 처음부터
그 국가에 적합한 새로운 DRG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Cashin and colleagues, 2005).
둘째, 현재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DRG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 적용할 수 있다. 4
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에서 개발된 DRG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했다.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는 미국에서 개발된 DRG
시스템과는 다른 버전을 사용했다. 그 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가 미
국의 DRG 시스템(HCFA-DRG Health
Patient-DRG)을

DRG Australian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DRG

또는 AP-DRG All

도입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가 호주의 개정 DRG (ARRefined-DRG)를

도입하고 발전시켰다(아일랜드와 슬로베니아[D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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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Voncina et al., 2007], 루마니아[Radu et al., 2010]). 또한 AR-DRG는 독일
의 German DRG (G-DRG) 시스템 개발의 기초가 되었고, 스위스 DRG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폴란드는 영국의 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독자적인 DRG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DRG 시스템의 개발 과정은 상당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 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
고, 설령 개발된다고 하여도 기존의 DRG 시스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보
장이 없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해외의 DRG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이것을 그 국가
의 특성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경향을 띤다.
다른 국가의 DRG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여러 측면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실무
적용 가능성, 비용 동질성, 진단과 시술에 대한 현재의 코딩 시스템 같은 국가 병원 시스
템이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등 기술지원 시스템과 교육용 자료의 유용성,
특히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DRG 시스템 도입 시에는 그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저작권 취득
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Don, 2003). 특정 국가의 보건의료 특성에 적합한
DRG 시스템이 무엇인지는 국가별 통계에 드러나는 퇴원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Aisbett et al., 2007). 또한 어떤 DRG 시스템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는 DRG 시스템
도입에 요구되는 IT 시스템의 설치, 상환을 위한 자료 전송, 진단과 시술의 코딩 등에 필
요한 추가적 행정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해당 국가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진
단과 시술 코딩 시스템에 기초한 DRG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HCFA-DRG에서 2003년 AR-DRG로 전환하여 호주의 코딩 시스템을 도입
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15장 참조).
처음에 DRG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급성기 병원 환자 분류에만 DRG 시스템을 사
용했다. 외래환자, 당일입퇴원환자, 재활센터, 정신질환 등을 DRG 시스템에서 제외한 이
유는 이러한 진료과들의 진단에 있어서 의료자원 소비의 예측이 쉽지 않고 특히 정신질
환이나 재활센터에는 주요 시술 dominant

procedures이라는

진료가 없기 때문이었다(Lave,

2003; Cotterill & Thomas, 2004). 그러나 최근에 많은 국가에서 DRG 시스템이 당일입
퇴원환자까지 적용되고 때로는 외래진료를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한다(그림 10.1, 4장
참조). 또한 미국에서 2002년 재활센터, 2005년에는 정신질환에 DRG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같이(MedPAC, 2008, 2010)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국가에서 재활
센터나 정신질환에 DRG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2부, 4장의 각 국가에 대한 장 참조).
유럽의 병원 의료서비스는 당일입퇴원day-case이나 외래진료로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에 이러한 진료 형태를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중
요하다. 노르딕국가들의 NordDRG, 호주의 AR-DRG, 프랑스의 GHM 같은 몇몇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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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스템
(초기 DRG에
포함되거나
분리됨)

DRG 시스템
(초기 DRG에서
구별되거나
다름)

외래진료

당일입퇴원 사례

초기
DRG 시스템

급성기
입원진료

DRG 시스템
(초기 DRG에
포함되거나
분리됨)

DRG 시스템
(초기 DRG에
포함되거나
분리됨)

재활

정신질환

그림 10.1 급성 질환 입원진료에서 다른 부문들로의 DRG 시스템의 확장

시스템은 당일입퇴원과 외래진료를 포함한 DRG를 개발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활동의
많은 부분이 DRG 시스템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병원서비스와 이에 대한 상환의 투명성 증진이라는 DRG 시스템 도입 목적은 분류된
환자군이 비용면에서 충분한 동질성을 가질 때 달성될 수 있다. 동질 환자군의 비용이 동
질적이지 않으면 DRG를 이용한 병원성과 비교에서 동질 환자군 내의 다양한 환자들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없으므로 많은 환자들의 병원지불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너무
높거나 낮아지게 된다. 환자군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DRG 시스템은 의료자원 소
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를 분류 변수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비
용에 대한 상세 정보가 DRG 시스템 설계와 개정에 사용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10.3.2, 5장 참조).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설치해 DRG 시스템
의 설계와 개정의 과정 중에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DRG를 정의하는 특정 변수의
사용이 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분류 변수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자문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DRG 시스템이 병원지불방식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다른 진료 대
안에 대한 중립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이 아닌 환자 개인의 필요에 따른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선택 가능한 진료의 결정은 의사의 권
한이다.
DRG 시스템 자원의 동질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DRG 시스템은 과
거 몇 년간 총 DRG 그룹수를 확대해 왔다(4장 참조). 현재 독일의 G-DRG 시스템은
1,200개의 DRG 그룹으로, 영국의 HRG 시스템은 대략 1,400개의 DRG 그룹으로 분류되
며, 프랑스의 GHM 시스템은 2,300개의 DRG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DRG 수
의 많은 증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많은 수의 DRG 그룹은 각 그룹의 환자
간 평균 진료비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따라서

10장

병원의 투명성, 효율성 및 질 향상을 위하여: 결론과 제언

169

상대적으로 큰 유럽국가들이 DRG 수가 더 많은 DRG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연
이 아니다. 이는 큰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환자수가 적은 DRG의 평균 진료비용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 둘째, 복합시스템은 환자분류의 정확성이 떨
어진다. 모든 국가에서 환자분류는 환자분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가 아니다. 그러나 환자 분류에 이용되는 기준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규제기관이나 보험
자가 병원의 상향 분류up-coding나 게이밍 gaming을 감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6장 참조).
뿐만 아니라, DRG 시스템의 정기적인 개정은 의료행위와 병원서비스의 변화를 설명
하고 의료 기술혁신에 발맞추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9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정기적으로
DRG 시스템을 개정하며, 개정의 빈도와 정보 수집 후 사용까지 걸리는 시간차가 국가별
로 다르다는 것을 기술했다. 분명한 것은 DRG 시스템을 자주 개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DRG 지불제도에 사용하기까지 시간차가 짧은 국가일수록 특정 분류 변수의 사용으로 의
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시(특정 시술의 예상치 않은 사용 증가) DRG 시스템을 수정하
기가 쉽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DRG 시스템에 접목시키기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DRG 시스템은 DRG 지불제도를 사용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설계
할 수 있다(10.3.3 참조). 예를 들어 미국의 메디케어는 환자의 1차 진단과 2차 진단이 입
원 당시 있었는가에 대한 시스템 코딩을 의무화한다. 만약 입원 시 확실한 진단을 받지 않
았다면 그룹화 과정에서 제외된다. 한편 최선의 진료 절차가 분명한 질병(예: 담낭 절제,
고관절 골절, 뇌졸중) 즉 빈도가 높은 특정 DRG의 경우, 모든 병원이 평균 수준의 진료가
아닌 정해진 최선의 진료 과정을 시행하도록 한 영국의 DRG 시스템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Department of Health, 2011). 이것은 최선의 진료 절차 지침과 함께
일률적인 진료 절차를 갖는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환자군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이 방법을 지불방식에 적용 시 병원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낮
추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10.3.2 병원 원가 정보
2장과 5장에서 DRG 시스템의 개발과 DRG 지불액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원가 계산 정보
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품질 원가 계산 정보의 가용성이 DRG 시스템의 도입에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많은 국가가 해외에서 DRG 시스템과 원가가중치를 도입했다.
이것은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접 시스템
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내부적 DRG 원가가중치
1

 네덜란드는 이 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네덜란드는 DRG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
고 있다; 2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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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합적 원가 계산자료를 사용해 다른 국가의 DRG 가중치를 국내 사정에 맞게 적용시
켰다(22장 참조). 또는 이전에 사용하던 행위별수가제의 자료를 사용해 가중치를 계산했
다(20장 참조). 고품질 원가 계산 정보 없이도 DRG 도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DRG 시스템과 지불액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는 것을 체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책에 언급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범 병원에 표준화(혹은 의무화)된 원가
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DRG 시스템의 개정 자료와 DRG 가중치 계산 자료는 책정된 질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선택된 병원에서 수집된다(핀란드, 프랑스, 독
일, 스웨덴). 그러나 시범 병원의 수는 국가마다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은 전체 병
원의 6%인데 반해서 스웨덴의 경우 62%를 차지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모든 병원이 병원
서비스와 단위 원가를 규제기관에 매년 보고하는 것을 의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보들의 상세 정도나 level of detail 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없다(영국). 게다가 수집한 자료
가 DRG 시스템, DRG 지불액에 적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9장 참조).
병원에서 원가 계산자료를 수집하는 국가는 이러한 정보를 DRG 사례들의 평균원가
로 DRG 가중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평균원가는 보통 이상치 outliers를 제외하
고 계산된다(Schreyögg et al., 2006).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고비용 이상치들이
DRG에 포함된 모든 사례의 총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상치를 포함한 모든 사례들의 평균비용을 바탕으로 한 DRG 가중치 계산은 대부분의 사례
에서 DRG 가중치의 과대평가를 야기한다. 최근 영국은 고관절 골절, 담낭 절개, 뇌졸중
등과 같은 빈도가 높은 소수의 DRG에 대하여 DRG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 평균비용을 사
용하는 방식을 없앴다. 이러한 특정 DRG들에 대한 DRG 가중치에는 평균비용이 아닌 효
과적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제공자(병원)의 비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것이 원가 계산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믿을 만하고 정
확한 원가 계산자료는 효율적인 의료제공자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특정 병원들의 낮은
비용이 원가 계산 방법의 부정확성의 결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원가 계산 정보를 DRG 가중치의 결정에 사용할 때에는 DRG 지불제도를 사용해서 지
불되는 비용 분류 항목들만 평균비용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국
가가 특정 비용 분류 항목이나 특정 병원서비스에 특별 예산이나 다른 지불방식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자본비용을 DRG 가중치
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어떤 국가는 가중치 계산 시 자본비용을 포함한다. 자본비용의
포함 여부는 DRG 시스템의 도입으로 그 국가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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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가중치 계산에 자본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DRG 지불제도가 소수의 병원에 고가 의
료장비나 특정 전문 진료과들이 집중되도록 의료 제공의 재편성을 유도할 수 있다. DRG
가중치 계산 방식은 이처럼 의료 제공의 재편성을 의도한 목적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반
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을 낮출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원가 계산 방식이 더 나은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Tan, 2009).
이론적으로는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bottom-up micro-costing 방식을 통해 DRG 시스템 개발
과 DRG 가중치, 병원 관리자들의 계획과 통제에 필요한 고품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개별 환자들의 의료자원 소비와 비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차이를 두
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은 병원 정보시스템과 자료 요구 조건,
분석의 복잡성 등에서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 이에 반해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top-down
micro-costing

방식은 좀 더 실행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이 방식은 개별 환자들이 아닌 평

균 환자의 소비된 의료자원을 평가한다(5장 참조). 하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은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 다음으로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두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중요한 원가 계산에만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는 경우도 있다(Tan et al., 2009). 반대로 거시 원가 계산 gross-costing은 개별 환자가 소
비하는 의료자원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원가 정보를 수집하는 병원의 자료 샘플의 크기를 결정할때, 고품질 원가 계산에 대
한 정보의 수집과 다수의 대표성 있는 병원들을 국가 비용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고
자 하는 목표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더욱 정교한 원가계산시스템(상향식 미시 원
가 계산 방식을 사용해 개별 환자들의 상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을 많은 수의 병원에 적
용할 시에는 우선 운영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 수집을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요구된다. 이 상충된 목표에서 균형점을 찾은 국가의 예로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네덜란
드는 자료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모든 병원들로부터 의료자원 사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수의 표본 병원들로부터는 상향식 미시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해 단위 원가를
계산함으로써 자료의 대표성과 자료의 질 사이에 균형을 맞추었다.
상세한 원가 계산 정보의 수집은 병원의 추가적인 업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
로 몇몇 국가는 병원이 미리 정의된 원가 계산 기준을 따를 경우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하
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지역보건국 Regional Health Agencies (ARS)은 국가 원가 데이터베이스
(ENCC)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병원의 재무 담당자에게 연봉에 상응하는 액수의 유인
을 지불한다. 독일의 병원 보수체계 연구소(InEK)는 병원이 자료 수집에 참여할 경우 일
정액을 병원에 지원하고 수집된 환자 사례 총건수와 자료의 질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지
원한다. 한편, 원가 계산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자료를 수집하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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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병
원에서 유용한 원가 계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 관리자들도 이 정보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원가 계산 정보를 통
해서 병원들은 가장 중요한 원가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의 비슷한 환자 사례에
대한 의료자원 소비를 비교할 수 있다.

10.3.3 DRG 기반 병원지불
이 책에 언급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DRG 지불제도의 두 가지 주요 모델 중 하나를 실행
하고 있다. 하나는 DRG 기반 사례 지불 시스템 DRG-based case payment systems으로 에스토
니아,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사용 중이다. 다른 하나
는 DRG 기반 예산 할당 시스템 DRG-based budget allocation systems으로 오스트리아, 아일랜
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사용 중이다(6장 참조).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은 개별 퇴원
환자가 해당 DRG로 배정되고, 병원은 DRG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된 사례당 지불액(화
폐환산과 필요한 조정을 거쳐)을 받게 된다. DRG 예산 할당 시스템은 과거 특정 연도에
생산한 혹은 현 연도에 생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병원 DRG(병원의 질병 구성)의 총수와
종류에 근거해서 가용할 수 있는 지역 혹은 국가 병원 예산을 개별 병원에 분배하는 것이
다. 이러한 DRG 지불제도 모델의 적용 시 각 국가의 보건의료 특성과 과거에 사용해 왔
던 병원지불방식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각 국가의 보건의료 특성과 과거에 사용해 왔던 병원지불제도를 고려해 DRG 지불제
도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병원지불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심스럽
게 도입하여 의료서비스 구매자가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결과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병원들이 시스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이다. 이 책에 사례로 제시된 대부분의 국가는 수년에 걸쳐 DRG 지불제도를 도입했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병원지불제도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DRG 지불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DRG 관련 병원 총수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는
DRG 기반 예산 할당 시스템을 토대로 책정한 병원 예산을 2001년의 15%에서 2010년의
80%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와 비슷하게 에스토니아에서도 2004년에는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을 사용한 병원지불이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행위별수가에 근
거한 병원지불이었으나, 2007년에는 퇴원환자에 대한 DRG 기반 사례지불이 병원 총지
불비용의 70%까지 증가했다.
6장에서 기술했듯이,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병원들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유인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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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환자당 비용을 경감시킨다.
(2) 환자당 수입을 증가시킨다.
(3) 총 환자수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유인은 의도한 결과는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한 야기할 수 있다. 따
라서 각 국가는 전체 병원지불제도의 하나로서 DRG 지불제도를 설계할 때 의도하지 않
은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료 환자당 비용을 경감하는 유인과 관련해 제공한
서비스에 상응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비용이 필요한 환자
의 진료를 피하거나 적정 수준 이하로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 결과들
을 피하기 위해 유럽의 국가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첫째, 고비용 환자를 적
절하게 다루기 위해 네덜란드와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정해진 재원일수 최대일을
초과해 병원에 입원했던 이상치 환자 사례들 outlier
diem-basesd additional payment (오스트리아,

cases에

대해서 입원일당 추가 지불 per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하거

나, 책정된 최대 비용을 초과한 환자 사례에 대해 추가적 행위별수가 지불을 한다(에스토
니아, 핀란드, 스웨덴).
둘째, 추가 지불은 일반적인 DRG 지불제도를 통해서는 정확히 환급받을 수 없는 특정
고비용 서비스에 제공된다(특정 고비용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몇몇 국가는 중환자실의
재원일수를 토대로 중환자 진료에 대한 상세 DRG를 설계(독일)하거나, 일일 추가 비용에
근거해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를 계산한다(오스트리아). 셋째, 미국에서 개발되었던 원조
DRG 시스템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유럽 DRG 시스템에서는 ‘시술 procedures’이 상당히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장 참조). 넷째, 몇몇 국가는 병원들 간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
고 병원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지불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 계수adjustment factors를 도입했
다(6장 참조).
또한 병원들이 진단명 상향 분류 up-coding나 게이밍 gaming을 통해 진료 환자당 수입을 증
가시키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여러 국가는 정기적인 감사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독일에
서는 질병기금 sickness funds의 지역의료 심의위원회 심의팀을 무작위로 선택된 병원에 보내
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감사하고 코딩과 진료 내용을 평가한다(MDS, 2011). 2009년에는
질병기금이 전체 병원 사례의 12%를 감사했고, 감사 사례당 평균 800 유로 가량의 비용
을 회수했다. 프랑스에서는 2006년에 퇴원환자 중 1%가 지역병원국Regional Hospitalization
Agencies (ARH)의

감사를 받았고, 전체 의무기록의 60% 가량에서 분류 오류 coding

error를

발견했다. 병원 감사 시에는 병원의 진료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입원진료가 필요했는지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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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지불제도의 세 번째 유인인 전체 환자수의 증가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는 총비용
규제 수단을 도입했다. 몇몇 국가는 DRG의 양의 최대치를 미리 정하고 DRG 기반 사례
지불방식을 운영한다. 독일에서는 DRG를 ‘수익 예산 revenue budgets’을 협상하는 데 사용한
다. 이것은 병원이 DRG 기반 사례지불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총액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병원이 책정 비용보다 더 많은 DRG를 보고할 경우, DRG 기반 사
례지불을 토대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연도 초에 환불해야 한다. 반
면 책정된 수익 예산보다 적은 비용을 보고했을 경우 사례당 추가 비용을 환급받는다. 독
일과는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예산을 초과한 사례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다. 이와 비
슷한 방식으로 프랑스와 폴란드는 비용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DRG 기반 사
례지불액을 조정해 총비용 목표액 안에서 운영되도록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방식
은 사례별 지불액이 평균비용과 상관없이 책정되면서 투명성의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Or와 Bellanger는 병원이 분명한 목표량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13장
참조).
6장과 8장에서 언급했듯이, DRG 시스템으로 인한 세 가지 유인은 의료의 질을 개선
하거나 저하할 수 있다. 의료의 질이 유럽 정책입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과제임은 확실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DRG 지불제도가 의료의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
다. 그러나 8장의 사례에서처럼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직접적 유인들을 통합해 DRG 시스
템을 조정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DRG 기반 지불은 병원 단위로 조정될 수
있다. 어느 한 병원이 의료의 질 지표를 통해 측정된 결과 평균 이상의 의료의 질을 제공
할 시, 그 병원에서 진료된 모든 환자들의 지불액을 인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병원
이 DRG 질 지표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면, 특정 DRG로 분류된 모든 환자들에
대해 병원은 인상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의 질이 개별 환자 단위로 평가
될 수 있다면 개인 환자별로 지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표 10.1 참조). 그러나 신뢰할 만
한 의료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명확한 의료서비스 자료를 병원을 통해 수집하는 것
이 우선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많은 국가는 DRG 지불제도의 비용 절감 유인으로 인한 의
료의 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의료의 질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9장에서 언급했듯이, DRG 지불제도가 병원의 신기술 도입과 사용을 이끌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DRG 지불제도에 기
술혁신의 도입과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단기 지불방법 short-term payment
instruments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지불방법은 매우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의 측면에서 신기술의 효과를 신중히 평가한 후에 승인되어야 한다. 또
한 기존의 기술과 비교해 의료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키거나 과거에는 진료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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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 유럽국가와 미국의 사례에서 본 DRG 병원지불에 의료의 질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
지불 조정/
계산 형태

방법

예

병원

•전체 병원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특정
비율만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한다.
•병원은 서비스와 무관한 예산 할당을
받는다.

•미리 책정된 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결정한다
(영국).
•전반적인 재입원율이 평균 이하/이상인지 또는
동의된 목표의 이하/이상인지를 결정한다
(미국).
•병원이 새로운 질 향상 사업을 시행한다
(프랑스).

DRG/질병

•특정 DRG(또는 질병군)의 모든 환자
에 대한 지불을 특정 비율만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다.
•DRG 지불을 평균비용에 근거하지 않
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 더 높은 지불액을 책
정한다.

•병원이 특정한 질 기준에 부합하거나 부합하
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DRG 지불을 각각 상
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 병원과 협상한다
(독일, 네덜란드).
•모든 병원에 대한 DRG 지불은 ‘모범 사례’에
근거한다. 즉,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
하는 병원의 비용에 근거하는 것이다(영국).

환자

•사례별 지불을 하지 않는다.
•개별 환자에 대한 지불을 특정 액수
만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다.

•30일 이내에 재입원할 경우 별도의 지불 없이
본래 입원 비용의 일부로 지불한다(영국, 독일).
•합병증(입원 시 없었던 증상)은 더 많은 가중치
를 부여하기 때문에 환자를 DRG로 분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미국).

질병의 진단과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혁신들을 제한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한편, 의
료의 질 향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근거가 부족한 혁신기술에 대해 단
기 지불 인센티브를 사용하기 원할 때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근거개발급여 Coverage
Evidence Development (CED)를

with

적용하는 것이다(Hutton et al., 2007).

따라서 모든 국가의 병원지불은 DRG 지불제도의 형태와 유인이 조절되어 매우 복잡
하게 구성된다. 따라서 행위별수가제와 입원일당 지불제, 총액예산제 등의 중요 요소들을
접목시켜 완성된 혼합 지불 시스템이 한 가지 지불방식만을 적용했을 때보다 최상의 의료
의 질을 동반한 병원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더 기여한다(Ellis & Mcguire, 1986).
그림 10.2에서 볼 수 있듯 DRG 지불제도는 일반적으로 병원 전체 수익의 일부이다.
DRG 지불제도는 부분적으로 운용되거나 도입 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행위별
수가제나 총액예산제와 동시에 실행되기도 하며 병원 수익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DRG
지불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이상치 지불을 통해 고비용 환자 진료 사례를 비롯해, 구
조 조정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병원 간의 구조적·질적 차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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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설에 대한 지불
(건물, 고가 장비 등)
환자 진료활동 이외의 활동에 대한 지불
(교육, 연구, 응급 시설 등)
DRG 시스템으로 분류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지불
(외래환자, 당일입퇴원, 정신과진료, 재활 등)
DRG 분류 환자들의 구체적 활동들에 대한 추가 지불
(고가 의약품, 기술혁신 등), 가능한 한 DRG로 분류

DRG 분류 환자들에 대한 다른 지불 형태
(총액예산, 행위별수가 지불 등)

DRG 기반 사례 지불, DRG 기반 예산 할당
(이상치, 의료의 질 등을 가능한 한 조정)

그림 10.2 병원 총수입의 형태 중 DRG 병원지불

뿐만 아니라 병원은 DRG 시스템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지 못하는 특정 고가 의약품이나
특정 서비스, 추가 비용이 드는 기술혁신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불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는 DRG 지불제도에 다양한 단계로 통합될 것이다. 영국의 비포괄 ‘unbundled HRG’의
형태나 독일의 ‘추가 지불’을 사례로 들 수 있다.
DRG 시스템으로 분류되지 않는 환자들의 지불은 병원 수익의 나머지를 구성한다. 이
때 지불의 규모는 병원의 외래 환자 비율 등 병원의 서비스 제공 형태나, 이러한 서비스의
DRG 시스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10.1 참조).
일부 병원은 교육·연구, 응급시설의 여부 등과 같은 환자 진료 이외의 조건에 상응하
는 추가적인 지불이나 예산 할당을 받는다. 한편 몇몇 국가는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을 분
리된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DRG 예산 할당 모델을 적용하고 교육과 연구에 들어가는 초
과 비용을 충당한다(1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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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결론: 유럽 DRG 시스템의 미래
이 책의 2부에 거론된 12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앞 장에서는 최적의 DRG 시스템 설계와
병원 원가 정보의 개선, 그리고 DRG 지불제도 시행 시 의도한 결과들의 극대화와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제안들을 했다. 이러한 제안은 각국의 DRG 시스템의 개선과
효율적인 DRG 지불제도의 운용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유럽국가가 DRG 시스템의 도입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비슷하고 직면한 문제들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유럽 DRG
시스템의 협력과 조화, 표준화의 장점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12개국 중 6개국은 현재 자국의 DRG 시스템을 개발·개정·운영하
고 있다. 이 외의 나머지 6개국은 미국이나 호주로부터 도입한 DRG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NordDRG라고 불리는 노르딕 DRG를 사용하고 있다. DRG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은 DRG
의 자원 동질성의 증진과 원가 계산 기준의 개발·개정,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자문기관 구성, 국가 소프트웨이의 개발, 기술혁신의 평가, 국가 시술 분류체계 updater national procedure coding system의

개정 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자금과 기술이 있는가? 둘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적어도 몇몇 국가들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분명히 ‘아니오’이다. 이에 대한 실질
적 이유는 이 국가들이 범유럽적 협력 없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자국의 DRG 시스템 운영
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들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일반적인 유럽의 DRG 시스템과 비교해 유럽 이외 국가에서 수입한 DRG 시스템이 이
국가의 DRG 환자군들을 더욱 동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혹자는 만약 운영되는 국가 DRG 시스템이 국가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잘 설계되었고, 범국가적 표준 시스템보다 국가의 특성을 살려 적절히 운용한다
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책의 출간 계기가 된 EuroDRG 프로젝
트가 시행되기 전에는 표준화된 DRG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유럽 여러 국가가 서로 다른 DRG 시스템에서 환자들을 임상적 의미와 비용적
측면에서 동질적인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의 특성과 진단·시술·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비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가 유
럽 병원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유사하다면, 유럽 DRG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협력 가능성
은 논의될 수 있다(2012년에 출간되는 EuroDRG 프로젝트의 비교 분석은 이에 대해 긍적
적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협력의 장점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다. 둘째, DRG 시스템의 개정에 있어 지식 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셋째, 국가
간의 병원서비스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다. 넷째, 범국가적인 환자의 이동과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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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지불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DRG 시스템의 출범이 정치적 결정의 결
과였던 것처럼, 유럽 DRG 시스템의 협력과 DRG 시스템의 표준화는 범유럽적 병원 시장
의 출현을 지지하고 유럽 환자들의 이동성 향상을 증진시키려는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그러
나 최근 Directive on the Application of Patients’ Rights in Cross-Border Healthcar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1)는 지금이 바로 이러한 결정을 이행할
적절한 때임을 설명하고 있다.
NordDRG 시스템은 한 그룹의 국가들이 동일한 DRG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NordDRG는 노르딕국가간의 공동 시술 분류 시스템의 개발을 위
한 협력을 통해 출현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노르딕국가의 공통 문제, ‘어떻게 하면
국가 DRG 시스템이나 수입된 DRG 시스템의 진단 코딩에서 ICD-9 코드를 ICD-10 코드
로 변환하는가’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출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르딕국가는 기존의
국가 DRG 시스템이나 국외에서 들여온 DRG 시스템에 대처하는 공동 DRG 시스템 개발
을 위해 연합하였다. NordDRG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DRG 시스템이 각국의 구체적 요구
를 충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ordDRG 설립 이후 각국의 시
스템이 개발되었으며 국가별 DRG 가중치를 산출해 왔다. 또한 진단과 시술의 기본 분류
시 국가 특성에 따른 수정이 가능하고, NordDRG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에서 필요한 부분
에 추가 내용을 첨가할 수 있다. 매해 NordDRG는 노르딕
�����������������������
사례구성센터�������������
Nordic Casemix Centre를 통해 공동으로 개정되고, 국가별 특성에 따른 수정 사항은 공동 NordDRG
시스템의 최신 버전에 추가된다.
NordDRG의 사례는 공동 유럽 DRG 시스템(‘EuroDRG’라고 지칭할 수 있는) 구축의
첫번째 필수 조건이 ‘진단과 시술 코딩의 표준화’ 혹은 유럽의 서로 다른 코딩 시스템을 공
동 코딩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의료 모니터링 프로그램 Health
Monitoring Programme의

일환인 병원 자료 프로젝트 Hospital Data Project는 비록 환자 분류 목적

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비교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병원서비스 자료의
공통 형식을 제안했다(Kiwa Prismant, 2008). 진단 코딩 시스템의 표준화는 비교적 문
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에서 이미 ICD-10을 사망 원인 통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시술 코딩의 표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40년간 처음에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rocedures in Medicine (ICPM)으로, 이후에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ICHI)이라고 지칭되는 국제 분류 시스템의 개
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국제 시술 코딩 시스템
의 완성을 기다리는 대신 자국의 코딩과 환자분류체계에 근거해 연구 협력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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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의 출발점으로 EuroDRG 프로젝트는 DRG 시스템을 비교하고 병원서비
스의 투명성과 효율성, 의료의 질에 대한 DRG의 영향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열 가지 의
료서비스에 대한 각 DRG 시스템의 환자 분류를 심도 있게 비교하고 있다. 공동 DRG 시
스템 개발 시 개별 국가 DRG 시스템들의 장점을 적용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유용
한 분류 변수나 중증 환자군 severity groups의 정의에 대한 개념(호주의 AR-DRG와 독일의
G-DRG에서 사용하는 PCCL Patient Clinical Complexity Levels; 4장 참조), 또는 북유럽 NordDRG에서의 단기 입원 그룹의 정의 등이 그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
의 많은 대표 시범 병원에서 표준화된 원가계산시스템에 근거해 상세한 원가 정보를 수집
해야 한다. 이는 EuroDRG 시스템이 유럽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동질한 그룹으로 정의하
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가의 병원 전체에 처음부터 공동 EuroDRG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우선은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되, 스페인의 현재 운영 방식처럼 일정
기간 동안은 자국의 국가 DRG 시스템을 지불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22
장 참조). 또한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DRG 시스템은 자원하는 병원들의 일
부나(아일랜드의 경우; 15장 참조), 특정 지역(스페인; 22장 참조), 또는 환자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 밖의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스페인)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EuroDRG 또한 특정 국가나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비교에 관심 있는 특정 병원들, 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진료 받은 환자 사례에 먼저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은 1913년 유진 커드먼 Eugene Codman 박사의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병원의 모든 문제는 다음의 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환자 증례에 어떤 일이 있었는
가? 우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진료 결과들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보
여 줄 수 있는 일종의 병원 리포트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각 병원은 표준화된 방식
에 따라 병원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것을 토대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1장 참조).’
이 책을 통해 DRG 시스템이 병원의 투명성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나
DRG의 개념은 한 가지 큰 단점을 갖는다. DRG는 항상 입원일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이 방식은 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장기적 결과, 즉 진료의 연속성coutinuity of care
이나 최종 건강,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도록 개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
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DRG 지불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 재입원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병원 의료서
비스의 결과에 대한 폭넓은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네덜란드의 Dutch DBC만이 환자들의 치료 treatment에 근거하여
DRG 그룹을 정의하는 장점을 갖는다. 즉 환자의 외래 방문이나 진단을 위한 검사,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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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관계없이 환자의 구체적 상태에 필요한 진료에 근거해 환자를 분류한다. 결론적으로
DRG 시스템의 향후 발전 방향에는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수행을 측정하고 궁극적으
로 개선하려는 목표를 향한 노력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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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입원환자 진료와 LKF 체계
Conrad Kobel and Karl-Peter Pfeiffer

11.1 오스트리아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1.1.1 오스트리아의 보건의료체계
오스트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연방정부, 9개 주 state(독일에서는 Länder 라 부름) 및 그
지방정부에서 보건의료 공급과 재정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그 외에 의
사와 약사를 대표하는 여러 자율 조직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부는 여러 가지 업무
를 주정부나 자율 조직들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 입안과 국가 단위의 기획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감독, 수가 결정
및 보건의료 전문가 훈련에 대한 규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Hofmarcher & Rack, 2006).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령 수립은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에서

하지만 이 법령의

집행은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주정부는 입원환자 영역과 관련된 법령도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연방보건위원회 Federal Health Commission와 주 단위의 보건 플랫폼 Health Platforms (주정부,

사회건강보험기구, 연방정부로 구성)은 집행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한다. 그 외 의사회, 지방자치단체, 환자 그리고 병원 소유주도 보건 플랫폼에
참여한다(Hofmarcher & Rack, 2006).
연방헌법(B-VG) 제15조 a항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 사이에는 헌법적 의무와 동등한
협정이 체결되며, 이는 4년마다 조정된다. 이 협정의 일부로 보건의료의 전국적 표준을
설정하는 오스트리아 보건구조계획 Austrian Structural Plan for Health (ÖBIG, 2008)이 작성되
었다. 이 계획에서는 입원환자 진료와 관련해서 병원의 병상 규모와 기반시설(주요 기술장
비 등)의 표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역보건계획에서 보건의료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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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수해야 하는 지역적 표준과 구조적 특성들을 명시하고 그 기준이 충족되도록 할 책
임이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오스트리아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절대 금액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보건의료비 총지출은(장기요양 제외) 1990
년 약 100억 유로(GDP의 7.4%)에서 2008년에는 약 260억 유로(GDP의 9.2%)로 늘어
났다(Statistics Austria, 2010). 같은 기간 동안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 지출 비중 또한
1990년 73.4%에서 2008년 76.9%로 소폭 증가했다(Statistics Austria, 2010).
99%에 가까운 오스트리아 국민은 직장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건강보험
Statutory Health Insurance

(SHI)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건강보험(SHI) 기금은 경쟁하

지 않는다. 법정건강보험(SHI)의 소득기준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일하게 분담
한다. 이는 보건의료비 총지출의 46%를 차지하며, 30%는 세금에서, 나머지 24%는 본인
일부 부담 co-payment부분으로 민간건강보험 혹은 환자가 직접 지불한다(Thomson et al.,
2009).
모든 법정건강보험(SHI) 기금은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연맹 Federation of Austrian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에서

조정된다. 이 기구에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의사회

혹은 약사회와 외래 수가 및 약제비 상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외
래환자 진료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의 공급자가 담당한다: 개원의, 외래환자 클리닉, 병원
의 외래진료과
입원환자 진료는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건
강기금 State

Health Funds에서

Health Platforms에서

재정을 부담하는데, 이 기금은 해당 주의 주보건플랫폼 State

관리감독한다(BMGFJ, 2008e). 1997년부터 주건강기금에서 병원에

재정을 지불할 때는 LKF Leistungsorientierte

Krankenanstaltenfinanzierung (성과중심병원재정체

계)를 토대로 했다. LKF의 도입을 통해 대부분의 병원이 거의 모든 입원환자 서비스를 대
상으로 재원일당 진료비 지불방식에서 벗어나 DRG식 환자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병원 재
정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일반적 병원의 재원조달 구조, 즉 LKF 시스템과 환자분류체계(PCS)를 구분하기 위해
여기서는 후자를 LKF 환자분류체계(LKF-PCS)로 부른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LKF는 법정건강보험(SHI)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입
원환자 서비스에 적용되고 재활과 정신보건 진료도 포함된다. LKF 환자분류체계는 급성
기 입원환자 병원 진료 영역에만 적용된다. 모든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은 주로 LKF 체
계에서 재정을 지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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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영리병원의 재원은 환자 본인부담과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일차적으로 조달
된다. 또한 법정건강보험(SHI)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전국적인 민간병원재정기금 Private
Hospitals Financing Fund

(PRIKRAF)이 민간영리병원의 민간건강보험, 급여서비스에 대해

지불한다. PRIKRAF는 병원 재원 할당에 전적으로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DRG형 병원 예산 할당과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한다(Hofmarcher & Rack, 2006).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Hofmarcher and Rack(2006)에서
찾을 수 있다.

11.1.2 오스트리아의 병원서비스
오스트리아의 병원에서는 폭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병원법(Hospitals Act,
KAKuG)은 병원(BMGFJ, 2008b)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성, 연령 또는 제공된 의료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

병원
	특정 질환 혹은 연령군의 환자를 검사 및 진료하거나 기타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

●

병원
	회복 중인 환자에게 진료 및 특수 간호를 제공하는 회복기 요양시설 convalescent home

●

	만성질환 환자에게 진료 및 특수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시설

●

	산부인과 클리닉 maternity clinics 및 조산원maternity homes

●

	요양원 sanatoria - 특별히 높은 수준의 의료진과 수용 시설을 갖춘 병원

●

	독립적 외래환자 진료센터(X-선 클리닉, 치과 진료센터 및 유사 의료기관)

●

- 입원진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검사 및 진료를 제공하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시설
표 11.1은 오스트리아의 병원 기반 현황 infrastructure을 개괄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006년에 등록된 병원의 수는 264개, 63,354 병상으로 주민 1천 명당 7.66 병상이었고,
의료 이용 수준은 입원 건수가 인구 100명당 32.5건이었다. 2006년 오스트리아 모든 병
원이 수행한 입원환자의 재원연인원은 1,800만 명 이상이었다(BMGFJ, 2008b).
2006년 급성기 병원은 183개로 총 병상수는 52,894 병상이었다. 이중 133개 병원은
주건강기금에서 재원을 조달받는 공공 혹은 비영리병원으로 급성기 병상의 92%를 공급
한다. 43개는 민간영리병원이고, 나머지 7개는 교도소 혹은 군병원이다. 주건강기금에
서 재정을 지불하는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는 5.71일(당일입퇴원 및 장기재원 제외)이었다
(BMGFJ, 2008b). 이제부터는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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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오스트리아의 병원 기반 현황
점유율
비급성기 진료 병원
급성기 진료 병원
주건강기금이 재정을 부담하는 병원
민간병원재정기금(PRIKRAF)이 재정 부담하는 병원a
합계

병원수

병상수

병원

81

10,460

30.7

병상
16.5

183

52,894

69.3

83.5

133

48,870

50.4

77.1

43

4,031

16.3

6.4

264

63,354

100.0

100.0

출처 : BMGFJ, 2008b
a

특정 사례/서비스에 적용

오스트리아에서 입원환자 진료의 재원은 연방헌법 제15조 a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
용받는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당국, 건강보험기금이 국가예산총액 global national budget
에 기여금을 내면 이것은 주건강기금의 할당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건강보험기금은 정액
을 부담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당국은 부가가치세의 고정 비율에 근거하여 부담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지역당국과 주정부가 구조적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납
부하는 금액 balance structural deficits까지 이 예산에 포함한다(Hofmarcher & Rack, 2006).
해당 연도에 그 주에서 제공한 병원서비스의 재정 지불에 이용되는 예산총액은 주건강기
금에 대한 재정적 기여금의 합으로 결정된다(표 11.2).

표 11.2 주건강기금에 대한 지불, 2005
%
연방정부a

주

지역당국

건강보험

Burgenland

11.3

45.3

3.6

39.8

Carinthia

11.7

33.2

8.0

47.2

Lower Austria

10.7

31.0

20.9

37.5

Salzburg

12.4

32.1

10.7

44.8

Styria

18.7

34.6

1.3

45.4

Tyrol

22.8

17.9

15.5

43.8

Upper Austria

13.0

22.5

16.8

47.7

Vienna

15.6

39.1

1.7

43.5

Vorarlberg

12.5

25.6

14.3

47.6

Austria

14.7

31.6

9.9

43.8

출처 : Grossmann & Hauth, 2007
a

대학 병원에 대한 지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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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급성기 병원에 대한 재정조달은 주건강기금의 재원을 병원으로 배정하는 근거인
국가 LKF 체계로 통제한다. LKF 체계는 전국 단위의 DRG식 환자분류체계(LKF 환자분
류체계)로 이루어지는 핵심 영역(독일어로는 Kernbereich )과 주별 조정 영역(독일어로는

Steuerungsbereich )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LKF 체계 도입 당시 조정 영역은 질 관
련 지불을 가능하게 하며 LKF 환자분류체계로만 병원 자원 할당을 하기 전의 과도기 단
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
정 영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병원에 지불 수준을 높이고, 알프스 산
악 지역병원에 추가 재원을 공급하거나 병원의 적자를 보상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11.5.3 참조).

11.1.3 오스트리아 LKF 환자분류체계의 목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체계, 특히 입원환자 영역의 비용 인플레이
션은 연간 GDP 증가율을 초과했다. 오스트리아는 15개 EU 국가(2004년 5월 이전의 EU
가입국) 가운데 입원환자 진료 비중이 높고 평균 재원일수도 가장 긴 국가 중 하나였다
(OECD, 2010). 과거에 사용하던 재원일당 지불제도는 비용 효과성이나 재원일수의 단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이용 가능한 진단 및 진료에 관련한 구조화된 자료도 없었
기 때문에 병원의 진료 행위에 관련한 투명성도 매우 낮았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국가들의 DRG 지불제도 도입에 자극을 받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DRG식 환자분류체계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고 비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평균 재원일수를 단
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병원 재정 지불에 DRG를 이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은 검사 횟수를 줄이고, 입원환자 진료에서 통원진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병
상수 감축에 기여하려는 의도에서였다(BMGFJ, 2008e). 더 나아가 DRG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명성 및 기록작성의 질 향상을 기대하였다(BMGFJ, 2008f).
현재 LKF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LKF 환자분류체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스트리아
의 급성기 병원에 대해 활동에 근거한 예산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LKF 체
계는 진단 목록, WHO의 ICD-10 오스트리아 수정판 그리고 선별된 시술 목록을 제공한
다. 여기서 ‘선별된’ 목록은 고가 및 다빈도 시술을 의미한다. LKF 체계는 오스트리아 보
건구조계획 Structural Plan for Health과 더불어 병원 부서의 최소 규모 규정, 인력 표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재정조달 기준으로서의 제공량 기준 등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준으로 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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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LKF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과 개정
11.2.1 LKF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개관
보건부는 LKF 환자분류체계의 소유자이므로 내용, 구조, 개발 및 유지에 대해 책임을 가
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LKF 환자분류체계는 LKF 체계 핵심 영역 core area (Kernbereich )
의 중추라 할 수 있다. LKF 환자분류체계는 시술 및 진단에 근거하여 환자군을 정의한다
(독일어로 Leistungsorientierte Diagnosefallgruppen ; LDF).
LKF 환자분류체계는 사례를 979개 LDF 중 하나로 정확하게 분류하며, 두 가지 중요
한 단계를 가지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11.3 참조). 첫 번째 단계는, 환자가 오스트리아 시
술 목록에 등재된 관련 시술군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시술 받았을 경우 209가지 단일 시술
군 single

medical procedure-based groups (독일어로

medizinische Einzelleistungen ;MEL)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219가지 주요진단군 main diagnosis groups (독일어로

Hauptdiagnose-Gruppen ;HDG) 중 하나로 분류된다. 이것이 다른 DRG식 환자분류체
계의 base-DRG, adjacent-DRG 또는 classes와 유사한 그룹들이다(4장 참조).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환자의 특성(연령, 진단, 치료 등)에 따라 MEL군은 427가지 시술 MEL-LDF
로 세분화, HDG군은 552가지 주요진단 HDG-LDF로 세분화된다.1
각각의 LDF에는 구체적인 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LDF에 속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토대로 결정된다(11.4 참조). 이 LDF 점수에 추가로 시행된 고가
시술이나 전문진료과 진료를 위한 재원 점수를 합쳐 주건강기금과 PRIKRAF에서 병원의
예산 할당을 하는 근거로 이용한다(11.5.3 참조).
LKF 체계의 조정 영역 steering area은 각 주에서 자신들의 주건강기금(SHF)으로부터 병
원에 예산을 할당함에 있어 자체적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주는 병
원 예산 조정을 위해 각기 다른 기준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LKF 환자분류체계의 핵
심 영역 core area에 근거하여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은 열 가지가 있다. 아홉 개 주건강기금
에서 각각 한 개씩, 국가단위 PRIKRAF에 한 개가 있다(Hofmarcher & Riedel, 2001).

11.2.2 LKF 환자분류체계의 개발
1980년대에 여러 가지 성과중심지불제도를 실험하였지만 오스트리아 보건의료체계에 정
확하게 부합하는 시스템을 찾지 못했으며, 그때까지는 기록작성표준에 대한 적절한 제도
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BMGFJ, 2008f). 따라서 병원 기록작성표준을 도입
하고, 매우 기초적인 수준부터 오스트리아 환자분류체계를 새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1

 2009년 LKF-PC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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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영역의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경제학자 및 통계학자들로 이루어진 학제
간 팀이 오스트리아의 입원환자 영역의 특정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가
현재의 LKF 환자분류체계의 초기 버전이었다. 그리고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 20
개 표본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더 심도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 있는 모든 병원의 진단명 기록이 의무화되었으며, 보건부에서는
1991~1996년까지 시술 기준 LDF를 정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오스트리아 시술 목록을
개발하였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LKF 환자분류체계를 병원 재원조달에 이용할 때의 잠재
적 재정영향평가도 실시되었다. 1995년 포르알베르크 Vorarlberg주에서, 1996년 로워오스
트리아 Lower Austria주에서 병원 예산 배정에 LKF 환자분류체계를 사용할 때의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LKF 환자분류체계의 도입 목적
에 부합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며(11.3 참조), 추가 수정을 거쳐 1997년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LKF 체계 내에 LKF 환자분류체계를 도입했다.
표 11.3은 LKF 환자분류체계의 주요 특징들을 요약하고 있다. LKF 환자분류체계는
도입 이후 매년 개정되어 왔다. 보건부에서는 ‘유지’(필수적으로 긴요한 보완만 있음)와
관련된 개정이 시행된 연도와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준 ‘수정’이 시행된 연도를 구분한다
(BMG, 2010). 따라서 이 표에는 중요한 ‘수정’의 결과로 만든 세 가지 버전에 대한 내용
만 제시되어 있다.
연례적 유지 보수 작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술들을 반영하는 것이다(11.6 참조). 2001년에는 최소기본자료세트Minimum Basic
Data Set (MBDS)를

확대하고 진단 분류체계를 ICD-10-BMSG-2001로 변경하였다(11.3의

표 11.4 참조). ICD-10-BMSG-2001은 ICD-10의 오스트리아 버전으로, 독일의 의무기
록정보연구소 Institute for Medical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DIMDI)와 공동 개발하였다.
2002년에 첫 번째 주요 수정이 이루어졌다. 15개의 참조 병원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각의 LDF에 대해 LDF 점수와 평균 재원일수, 절사점 trimming point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LDF를 재배열하거나 신규 생성했으며, 새로운 시술도 등록했다. 그 이후, 각각의
LDF 점수는 입원일 요소 day component와 행위 요소 performance component로 구성되었다. 행위
요소에는 참조 병원들의 자료를 이용해 계산된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수술 및 의료서비
스 수행 과정의 인건비 등)들이 포함되었다. 입원일 요소는 간호 비용과 숙식비와 같은 전
체 재원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몇 년간은 가벼운 ‘유지’ 개정만 하다가, 2006/2007년에 불필요하게 긴 재원일
억제를 위해 당일입퇴원환자의 LDF 점수를 재계산하였다. 전문진료과 및 집중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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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 LKF 환자분류체계 버전들
도입 연도

1997

목적

DRG 기준 예산 배정, 기획, 성과 측정

2002

2009

DRG 시스템

LKF 환자분류체계
버전 1997

LKF 환자분류체계
버전 2002

LKF 환자분류체계
버전 2009

개발에 이용된 자료

20개 참조 병원의 원가
자료, 모든 병원의
진료활동 자료

15개 참조 병원의 원가
자료, 모든 병원의
진료활동 자료

20개 참조 병원의 원가
자료, 모든 병원의
진료활동 자료

LDF 수

916

842

979

적용 대상

공공 및 비영리 급성기
병원

모든 급성기 병원(PRIKRAF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병원도 포함)

적용 서비스

모든 급성기 진료(당일입퇴원 포함). 정신질환, 재활 및 장기요양은 제외

출처 : BMGFJ 2008f를 근거로 저자가 편집

(ICU) 재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입원일당 추가 점수가 도입되었다.
그 다음 중요한 개정은 2009년에 이루어졌다. 2002년 개정에서처럼 모든 LDF에 대
해 점수, 평균 재원일수 및 절사점 trimming point이 재계산되었으며, 필요 시 LDF가 재정의
되기도 하였다. LDF 점수 계산을 위해 20개의 참조 병원들로부터 수집된 2005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였고, 새로운 시술을 시술목록에 등재하고 목록의 구조도 개정되었다.
개정 관련 내용은 BMGFJ(2008f)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11.2.3 LKF 환자분류체계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LKF 환자분류체계 개정에 이용되는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데이터
베이스는 모든 병원의 최소기본자료세트(MBDS)를 통합한 병원활동 데이터베이스로 보
건부에서 관리한다(표 11.4 참조). 병원은 각 입원 사례별로 최소기본자료세트를 작성하
여 주건강기금이나 PRIKRAF로 송부한다. 수집된 자료는 주별 퇴원환자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개연성 검사 및 오류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 시 해당 병원에 자료 수정을 요구하
기도 한다. 주건강기금의 승인이 완료된 자료는 보건부로 전송한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두 차례 개정이 있던 2002년, 2009년에 20개 참조 병원에서
제공한 자원소모 상세 자료이다. 참조 병원들이 제공한 이 자료들은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자원 소모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시술 목록에 등재된 시술들
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인력 소요시간(직종 및 치료 유형별), 의료 소모품 비
용,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비용 등이 있다. 그리고 LDF 점수 중 입원일 요소를 계산할
때는 부서 단위department-level 비용 정보를 활용하였다(상세한 설명은 11.4, 11.5.2 참조).
오스트리아 시술 목록의 변화에 따라 LKF 환자분류체계도 매년 개정된다. 연례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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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환으로 시술 목록 중 드물게 사용되거나 보건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술들
을 검토하여 주건강기금의 자문을 거쳐 등재 목록에서 삭제한다(BMGFJ, 2008c).

11.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LKF 환자분류체계의 개정은 보건부 내의 LKF 팀이 담당하며, LDF 점수 재계산과 LKF
환자분류체계 개정의 두 가지 중요한 영역으로 나뉜다.
LKF 환자분류체계 도입 이후 LDF 점수를 재계산한 것은 두 차례뿐이었다. 2002년의
재계산은 1999년의 자료를, 2009년의 재계산은 2005년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DF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두 요소는 별도로 계산된다. 행위 요소
는 시술에 따르는 직접적 자원 소모와, 입원일 요소는 숙박비와 관련된다.
LKF 환자분류체계의 개정은 작성된 정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연례적 개정에서는
거의 항상 새로운 시술의 등재와 관련이 있고 소수의 LDF에 대해서만 평균 재원일수와
재원일 경계치 thresholds를 계산하고, 필요 시 LDF 점수가 재계산된다(11.6 참조). 체계 전
체를 개정하는 해에는 이러한 작업은 모든 LDF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평균 재원일수와
재원일 경계치는 병원활동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계산한다(BMGFJ, 2008a).
LKF 환자분류체계의 새로운 버전이 사용되기 전에는 모의 계산을 실시하여 병원에 미
치는 재정적 영향을 추정한다. 2013년 전까지는 LKF 환자분류체계 전체에 대한 개정은 계
획하고 있지 않다.

11.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1.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LKF 환자분류체계는 병원이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최소기본자
료세트(MBDS)의 정보를 토대로 환자를 분류한다. 표 11.4는 최소기본자료세트에 포함된
자료의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룹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만 분류 변수로 사용된다. (1)시술 (2)주진단 (3)
연령군 (4)2차 진단 (5)전문진료과 진료(급성 노인성 진료, 재활, 완화 진료과, 아동 청소
년 신경정신과)
시술 목록은 LKF 환자분류체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
해 세부적으로 개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목록에 등재된 시술을 단일의료시술 single
medical procedures (MEL)이라고

부른다. LKF 환자분류체계에서 MEL은 시술 기준 그룹

을 단순하게 요약하며 DRG 시스템의 외과계에 있는 base-DRG와 비슷하다(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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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최소기본자료세트(MBDS)의 구성
행정적 자료

입원 자료

환자 자료

•병원 코드
•입원 코드 및 날짜
•입원 유형
•진료과 및 전과
•퇴원 유형 및 날짜

•출생일자
•성별
•시민권
•주거주지
•보험 혹은 비용 지불자

진료 자료

•주진단(ICD-10, BMSG 2001)
•부진단(ICD-10, BMSG 2001)
•시술 목록에 등재된 의학적 서비스

LKF 자료*

•LDF
•LDF 점수
•이상치에 대한 점수
•ICU 입원에 대한 추가 점수
•복합 진료에 대한 추가 점수
•전문 부서에 대한 추가 점수
•총점수

출처 : BMGFJ, 2008f
* 주건강기금에서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시술 목록과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시술 목록에는
1,500종의 선택된 시술만 등재되어 있다. 범위는 수술에서부터 암 치료, 대형 장비를 이용
한 진단 시술까지이다. 그리고 각각의 시술에 대해 연령, 성별, 당일입퇴원 여부 등의 정보
도 제공한다.
시술 목록과 LKF 환자분류체계의 밀접한 관계는 개별 사례를 외과계 LDF로 분류할
때 고가 및 다빈도 시술군이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차 진단명과
전문진료과 진료는 환자 분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11.3.2 그룹화 알고리즘
모든 병원의 입원 사례는 최소기본자료세트(MBDS)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확하게 한 가
지 LDF로 분류된다(11.3.1 참조). 분류 과정은 일련의 반복적인 단계를 거치는데 그림 11.1
은 이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때 병원 내의 의사가 보건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코딩 및 그룹화 작업을 수행한다.
LKF 환자분류체계의 목적은 다른 DRG식 환자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사례를 임상
적, 경제적으로 동질성 있는 군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화 알고리즘은 먼
저 환자의 전문진료과(예: 급성 노인병 진료, 재활) 진료 여부를 확인한다. 전문진료과에
서 진료한 경우 해당 진료과에서의 재원일수를 토대로 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주요 시술의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입원의 총비용에 큰 영향을 주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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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본
자료세트

전문진료과에 입원
(예: 노인병동, 재활)

추가 점수

주요 시술 시행 여부?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시술 여부?

추가점수
(기타 관련 LDF의
성과 요소)

최고 점수 LDF를 가진
시술을 선택
(MELXX XXX)

204개 MEL 중에서
한 개를 선택
(MELXX XX)

주진단명에 근거하여
219개 HDG 중
한 개를 선택(HDXXX XX)

연령군/주진단/시술/
2차 진단을 이용한 그룹화

연령군/주진단/시술/
2차 진단을 이용한 그룹화

LDF
(MELXX XXX)

LDF
(HDXXX XXX)

ICU 입원 여부?

그림 11.1 LKF 그룹화 과정
출처 : BMGFJ (2008e); Grubinger 등(2010)

추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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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시술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주진단명을 토대로 하여 219개
HDG 중 하나로 분류한다. 환자가 입원 중 두 가지 이상의 주요 시술을 받았다면 가장 높
은 LDF 점수를 부여받는 시술 및 LDF가 선택된다. 그리고 각 LDF의 행위 요소를 토대
로 그밖의 중요한 시술 모두에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한 가지 시술만 시행되었다면 204
개 MEL군 중 하나로 직접 분류된다.
219개 HDG군과 204개 MEL군은 접두어 ‘HDG’ 혹은 ‘MEL’의 뒤에 붙는 네 자리 숫
자를 갖는다. HDG군은 비슷한 진단 사례로, MEL군은 임상적으로 유사하고 자원 소모면
에서 유사한 시술로 구성된다. MEL군과 HDG군은 다른 DRG 시스템의 base-DRG나 클
래스와 비슷하다. 그리고 LDF의 경제적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적으로 연령군, 기본
진단, 시술, 2차 진단 등에 따른 중증도 수준별로 분할되거나 한 가지 군으로 유지된다.
군이 분할되지 않고 하나로 유지되면 네 자리 MEL 또는 HDG 숫자에 문자 A를 추가하여
최종 LDF를 부여한다. 반면 MEL 또는 HDG군이 분할된다면 문자 B, C, D 중 하나가 추
가된다. 그러나 LDF 코드는 자원 소모 순으로 되어있지 않다. 코드 체계에서 군이 분할되
는 횟수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각각의 군 내에서 자원 소모의 상대적 동질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LDF로 더 세분화한다. 2009 LKF 환자분류체계에는 전체 979개의 LDF
가 있으며 MEL-LDF가 427개, HDG-LDF는 552개이다.
최종 LDF를 부여한 다음에는 환자가 집중치료실(ICU)에서 진료받았는지 확인해 입원
일당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ICU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입원일당 각각 점수가 다르
다. 집중감시병동 intensive

monitoring units과

세 가지 단계의 ICU가 있는데, ICU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PRIKRAF 또는 주건강기금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CU에 입원하면
환자의 상태를 표준 보고 형식에 따라 24시간 기록해야 하며, 보고 형식에는 TISS-28,
SAPS, TRISS 등이 있다(BMGFJ, 2008a; BMGFJ, 2008d). 최소 점수를 충족하면 ICU
입원이 정당화된다.
엄격한 의미에서 입원일당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분류 과정의 결과는 아니지만,
분류 과정에서 점수가 결정되고 오스트리아 LKF 환자분류체계라는 큰 틀의 일부를 이룬
다(BMGFJ, 2008e). LKF 환자분류체계는 다른 DRG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진단 범주
Major Diagnostic Categories

(MDC) 개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 과정에서 시술 기준군

의 주진단명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11.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보건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룹화 프로그램에는 자료의 질과 개연성plausibility을 검사하
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며, 개연성 및 자료의 질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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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명, 연령, 성별의 개연성

●

	시술명, 연령, 성별의 개연성

●

	각각의 시술에 대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진단명

●

	특정 병원에 특정 시술의 허가 및 시술 가능 여부

●

각 주건강기금과 PRIKRAF 내에 있는 자료의 질 그룹이 병원 자료에 대한 질 관리를
수행한다. 보통 병원활동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구조화한 기록 양식
으로 병원의 환자 기록과 비교한다. 그리고 주요한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표를 활
용한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에는 부정확한 주진단명이나 ICD-10 코드 네 자리 숫
자의 오류, 누락 또는 과도하게 많은 수의 시술이나 2차 진단 등이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의심스러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Pfeiffer, 2002a), 이것을
병원 자료의 질에 관한 보고에도 이용한다.

11.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오스트리아에서 상향 분류 up-coding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증도 수준이 2차 진단 secondary diagnosis에

근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연령이나 구체적 시술 같

은 비교적 객관적인 범주를 토대로 정의된다. LKF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일부 회사에서
‘적정화’ 프로그램을 공급했으며 체계적인 적정화가 이루어진 경우 보건부에서도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일정 수준의 통제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향 분류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병원이 제재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1.4 병원 내 원가 계산
병원 내 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LKF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도 없다.
그러므로 병원은 자체의 환경에 맞는 원가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나 주건강기금의
재정 지불을 받는 병원들은 종합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주건강기금에 보고해야 한다. 이
러한 자료에는 소모품(의료적, 비의료적) 비용, 에너지, 운영비 등의 총비용; (각 부서별)
직종별 풀타임 직원수 및 각 직종별 총비용 등이 포함된다.
LDF 점수 계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참고 병원들은 해당 시술에 소모되는 평균 자
원에 대한 자료도 제공한다. 각각의 시술에 대해 직종별 평균 작업 시간과 전처치, 마취,
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보고한다. 혈액제제, 임플란트, 보조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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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용 린넨과 같은 고가 의료소모품의 평균비용도 보고한다. 비수술적 시술의 경우에는 대
형 장비의 이용 시간과 비용을 보고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취득비, 감가상각비, 이자, 유
지비 등이 포함된다(BMGFJ, 2008a). 그리고 간접비를 포함한 부서별 비용을 보고하는
데, 이것을 입원일 요소를 계산하는 데 이용한다.

11.5 LKF 환자분류체계 기반 병원 재원 조달
11.5.1 LKF 체계를 통해 지불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LKF 체계는 모든 급성기 병원(공공, 민간비영리 및 민간영리병원)에서 법정건강보험
(SHI)이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입원에 대한 상환의 틀이며, 여기에는 급성기 노인성 진료,
재활, 완화 진료,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전문 부서에의 입원과 당일입퇴원이 포함된다. 그
러나 재원일수 기준으로 재정 지불을 받는 전문부서의 입원은 LKF 환자분류체계에 근거
한 지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건강기금은 조정 영역 steering area 활동의 일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에 대한 재정 지불도 한다. 민간영리병원은 부분적으로 LKF 환자
분류체계에 의해 재정 지불을 받는다. PRIKRAF는 법정건강보험(SHI)에서 급여를 지불
하는 시술 목록에 등재된 진료에 대해 직접 지불을 한다.
병원은 주건강기금과 PRIKRAF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도 재정 지불을 받는다. 일반private
환자의 진료는 민간건강보험회사에서 지불하거나 환자 자신이 직접 지불한다. 연방정부는
대학병원에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된 추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일괄 지불한다.

11.5.2 LDF 점수 계산
모든 병원으로부터 얻은 병원활동 자료와 참고 병원에서 얻은 시술 관련 자원 소모 자료
를 토대로 LDF 점수를 계산한다(11.2.3, 11.2.4 참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DF점수
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1)행위 요소-시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소모된 모든 자원
(2)입원일 요소-입원으로 발생한 나머지 모든 비용들의 합계

행위 요소
참조 병원에서 제공한 시술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각각의 LDF에 대해 시술 관련 평균
비용을 결정한다.
참조 병원은 각각의 시술에 대해 평균비용을 제공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의 합
계이다. (1)직종별 평균 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해 계산하는 인건비 (2)가격에 수량을 곱하
여 계산하는 고가의 소모품 비용 (3)대형 장비 비용 (4)시술 관련 간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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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일 요소
부서 차원에서 시술 중 하나로 배정하지 못한 모든 비용을 총 재원일수로 나눈 값을 재원
일(ALOS) 보정금액이라고 하고, 재원일 보정금액 합계의 평균을 계산하여 LDF 점수의
재원일 요소를 계산한다. 또한 해당 LDF의 평균 재원일수를 가정하고 계산한다.
MEL-LDF에서 평균 재원일수는 10%를 절사 trimming하여 계산하며, HDG-LDF에서
는 20%를 절사한다. MEL-LDF에서 재원일 상한 열외군은 1.5×ALOS 이상 LOS의 90
퍼센타일까지 재원한 환자, 그리고 재원일 하한 열외군은 0.3×ALOS 이하 LOS의 10퍼
센타일까지 재원한 환자로 정의된다. HDG-LDF에서는 이상치(異常値) 사례를 약간 다르
게 정의한다. 장기 입원을 1.5×ALOS 이상 80퍼센타일까지 단기 입원을 0.5×ALOS 이
하 재원일 20퍼센타일까지 재원한 환자로 정의한다(BMGFJ, 2008e).

이상치에 대한 보정
재원일 상한 열외군에 대한 추가 점수를 계산할 때 재원일 상한선 이후의 일당점수는 감
액하지만 재원일 요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유지된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BMGFJ,
2008e):

{

Score (χ) = max DC × t , DC
				
χ 2

}

x = 절사점 이후의 재원일수
Score(x) = x에 대한 추가 점수
DC = 재원일당 재원일 요소
t = 절사점 = 재원일 상한선
재원일 하한 열외군의 점수를 계산할 때 입원일 요소는 감액되지만 성과 요소performance component는

전체가 포함된다(BMGFJ, 2008e).

Score = PC +
			

(LDF score - PC ) × (χ+ 1)

t+1

x = 절사점 이전의 재원일수
Score = 감액된 LDF score
LDF score = LDF-group의 점수
PC = 성과 요소
t = 절사점 = 재원일 하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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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F 요소
이상치 조정

추가요소: 추가점수
(1)일당per diems

LDF 점수
(입원과 당일입퇴원day care에
다르게 적용)

+

전문진료과재원

시술

ICU 재원

주진단

(2)성과요소

연령

추가 시술

=

환자별
총점

2차 진단

그림 11.2 환자당 LDF 총점 계산
출처: BMGFJ, 2008e

주간당일입퇴원day hospital 치료로 승인된 0일 재원은 1일 입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불
된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 요소는 전체 다 받지만, 재원일 요
소는 재원일 하한 열외군에 적용하는 감액 재원일 요소의 10%만 지불한다.

11.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LDF
주건강기금은 LDF 점수를 토대로 하여 병원 재정의 대부분을 지불한다. LDF 점수를 결
정하는 데 적용되는 일반적 규칙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LKF 핵심 영역
core area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병원 재정 지불을 결정할 때 주건강기금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주마다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며, 각 주가 갖는 고유한 LKF의 조
정 영역 steering area에서 결정된다.

LKF 핵심 영역 core area
LKF 핵심 영역은 LKF 환자분류체계를 토대로 환자의 LDF 점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
의한다. 그림 11.2는 전체 핵심 core 점수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 준
다. (1)LDF 규정 부분 (2)특정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점수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례는 모두 진단, 시술 등을 기준으로 LDF에 배정된다(11.3 참
조). 각각의 LDF에는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평균비용을 토대로 계산된 특정 점수가 있다
(11.5.2 참조). 또한 이상치 환자를 즉. 재원일이 예외적으로 길거나 짧은 환자들에 대하여
LDF 점수는 조정된다. 재정일 상한 열외군의 경우 재원일 상한을 초과하는 입원일에 대한
재원일 요소를 증가시킨다. 재원일 하한 열외군의 경우 재원일 하한보다 짧은 입원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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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LDF 점수의 입원일 요소를 낮춘다. 재원일수가 0인 당일입퇴원day cases의 경우는 당일
입퇴원 진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감소가 결정된다.
추가 점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배정된다. 전문진료과(노인성 진료, 재활, 완화 진료, 아
동 청소년의 신경정신부서 등)나 ICU에 입원한 모든 일수는 입원일당 기준으로 추가 점
수를 배정받는다. 환자가 입원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시술을 받았을 경우는 추가 시술
점수를 배정받는데, 이것은 여러 시술을 받은 환자의 LDF 행위 요소가 가장 복잡한 시술
의 자원 소모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날짜에 여러 가지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
러한 추가 점수 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별로 각 병원에서 모든 LDF 점수의 합계를 계산하여 재정 지불의 근거로 사용한다.
그리고 각 주에서 모든 LDF 점수의 전체 합계를 계산하여 이를 참조 점수로 하여 특정 병
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한다. PRIKRAF에서 민간영리병원에 재정 지불을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과정을 거친다. 가장 큰 차이는 모든 민간병원에 배분하는 전
국적인 단위의 총액 예산(민간건강보험회사에서 재정 지불)은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LKF 조정 영역 steering area, Steuerungsbereich
LKF 체계의 조정 영역은 각 주가 공공 및 민간비영리병원에 대한 병원 재정을 결정하고
지역별 기준에 따라 주건강기금이 재정을 지불한다. 재정을 지불하는 데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2
1. 어퍼오스트리아주 Upper Austria에서는 LDF 점수를 토대로 하여 전체 병원 재정을 배
정한다. 즉, 각 병원의 LDF 점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주건강기금의 재정
이 배분된다. 로워오스트리아주 Lower Austria에서도 병원 재정 지불의 98%를 이 방법
에 따라 배분하며 2%는 병원 유형 즉, 교육병원 유무, 병원 규모 등 해당 병원의 구
조적 특성에 따라 일괄교부금 형태로 지불한다.
2. 세 개의 주에서는 핵심 영역과 조정 영역에 고정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티롤주 Tyrol
와 부르겐란트주 Burgenland는 LDF 점수에 따라 70%를 배정한다. 나머지 30%의 재
정은 병원 유형에 따라 배정하는데, 대학병원은 상향조정하고 특수병원에 대해서는
LDF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정한다. 포르알베르크주 Vorarlberg에서는 특정 지역
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하여 LDF 점수를 조정하여 재정의 15%를 배정한다.
3. 케른텐주 Carinthia, 슈타이어마르크주 Styria, 빈 Vienna에서는 핵심 영역과 조정 영역에
고정 비율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 기준에 따라 LDF 점수에 가중치를 준다. 빈 Vienna
에서는 인건비와 추가 비용을 하나의 요소로 결합하는 반면, 케른텐주 Carinthia와 슈
2

 좀 더 상세한 내용은 Riedel(2001) 또는 Hofmarcher and Rack(200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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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마르크주 Styria에서는 각각 다른 요소로 병원 유형에 가중치를 준다. 즉, 병원
의 LDF 점수가 한 가지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받고 가중된 점수의 비중을 토대로 재
정을 배정한다.
4. 잘츠부르크주 Salzburg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재정을 지불한다. 첫째 부분에서 재
정의 75%는 가중치 없이 배정하며, 25%는 병원 관련 요소에 가중치를 준다. 두 번
째 부분에서 전체의 40%는 과거의 재정 적자를 토대로 배정하고, 60%는 가중치를
준 LDF 점수에 따라 배정한다.

11.5.4 질 관련 조정
LKF 체계에서 병원 재정 지불은 질에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건강구조계획
Austrian Structural Plan for Health

(ÖBIG, 2008)에서는 LKF 시스템을 통해 재정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이 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규모, 인프라별 인력의
가용성, 제공량의 하한선 등이다.

11.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주건강기금의 재정을 병원에 배분하는 기준은 주로 해당 연도의 병원별 LDF 점수의 크기
이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진료 환자수, 특히 당일입퇴원 사례를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LDF 점수를 높여 더 많은 재정을 지불받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LKF 체계의 병원 재정
배분은 고정된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LDF 점수를 늘리면 LDF 점
수의 가치가 저하되고 다른 병원에서 이용 가능한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주별로 각 병원에 점수 예산을 설정할 때, 병원활동이 무제한 증가하지 않게 하는 대책
을 도입한 주가 많다. 즉 병원이 허용된 양보다 높은 LDF 점수를 생산하면 이러한 LDF
점수의 가치는 낮아진다.

11.6 신기술·혁신기술
오스트리아 시술 목록과 LKF 체계에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 때에는 사전에 정의된 몇 가
지 단계를 거친다.
특정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의 진료과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비용 계산을 포함한 표준화된 양식에 따른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건강기금에 제출하
는데, 현재는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3
3

 오스트리아 보건부 웹사이트 참조(http://mel.lkf.bmgf.gv.at, 2011. 6.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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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건강기금은 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보건부 내의 LKF팀으로 전달하고 그곳에서 의
료적, 경제적 측면들을 평가한다. 평가가 긍정적이면 시술 목록에 새로운 기술이 2년 동안
예비적으로 전국에 등재된다. 그러나 그 이용이 일정 수의 병원으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러한 병원은 병상수나 병원 유형 등의 특정한 구조적 범주를 토대로 하여 정한다.
LKF팀은 병원에 대한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LKF 환자분류체계를 보
완한다. 새로운 시술은 대부분 비슷한 시술로 구성된 기존의 MEL군에 배정하고, 새로운
시술의 비용은 기존의 시술과 비슷하게 정한다. 기존에 비슷한 시술이 없었다면 새로운
LDF를 생성할 수 있으며, 목록 등재 요청서에 포함된 비용 계산을 토대로 하여 LDF 점수
의 행위 요소를 추정한다. 새롭게 등재된 시술에 대해서는 LKF 체계에서 기존의 시술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정 지불을 하며, 별도의 추가 지불은 없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연도가 지난 뒤 의학적 증거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
한다. 시술 목록에 완전하게 등재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LDF 점수를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LDF를 생성하기도 한다(BMGFJ, 2008c).

11.7 오스트리아 LKF 체계에 대한 평가
병원 재정을 배정하기 위한 근거로 LKF 환자분류체계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이후 보
건부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의 일부로, 현재 상황을 분석
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제안하기 위해 국제 전문가 집단이 보건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의 의견은 연방정부와 주 사이에 앞으로 체결될 Article 15a 협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그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11.7.1 공식적 평가
일부 학자들은 병원 재정 지불을 재원일수 기준에서 LKF 환자분류체계에 근거한 재정 배
정으로 변경한 것이 평균 재원일수와 입원율에 변화를 주었는지 평가했다(Frick et al.,
2001). 그리고 그밖에 다른 학자들은 LKF 체계의 도입이 보건의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Theurl & Winner, 2007). 결과적으로 모든 학자들은 LKF
체계의 도입이 평균 재원일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입원 기간이 줄
어드는 경향을 확인했다(Frick et al., 2001, Theurl & Winner, 2007). 그러나 Frick이
이끄는 연구진에 의하면, 의료 영역들을 분리해서 보면 21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만 입
원 기간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 8개 영역에서는 입원율이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
했다(Frick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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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url & Winner(2007)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20개 DRG 중 8개에서 평균 재
원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오스트리아
의 병원은 재정 지불체계의 개혁을 통해 효율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
론은 LKF 1997 시행 이후 병원 비용의 연간 상승률이 감소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LKF 도입이 입원환자 진료를 통원진료로 변화시키는 데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
었음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로 오스트리아는 다른 보건의료 영역의 조직 구조 및 재정이
매우 분절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법정건강보험(SHI)은 입원환자 진료의 모든 비
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회원당 고정된 비용만 주건강기금에 내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총
비용 중 점유율이 높아지건 말건 외래환자 진료 중심으로 바뀌는 데 큰 관심이 없다.
Pfeiffer(2002b)는 병원의 당일입퇴원 진료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러나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입원을 대체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외래환자가 입원환자
영역으로 전환된 것이었다(Pfeiffer, 2002b). 이는 LKF 체계 도입 시 의도했던 목적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11.3 참조). Pfeiffer(2002b)는 이러한 경향을 오스트리아의 보건의료
의 엄격한 분절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건의료공급에 연계성이 상실되어 있
다고 지적하며 입원환자 진료와 민간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 사이에 위치한 클리닉들을 예
로 들었다.

11.7.2 저자의 평가
오스트리아에서 LKF 체계 도입은 병원 재정 지불제도에서 이룬 중요한 발전이었다. LKF
시스템을 통한 병원 재정 배정은 입원일당 병원 재정 지불체계보다 병원활동과 더욱 밀접
히 연계되었다. 따라서 병원들은 활동 자료를 자세하게 보고하게 되었으며, 병원 영역의
투명성과 기록의 질을 향상시켰다.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현재 LKF 체계는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연
방정부와 9개 주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영역의 합의를 요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예
를 들어, 다른 주에서 온 환자의 진료 시 보상하는 방법, 연방정부가 주건강기금들에 예산
을 배정할 때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최근 환자분류체계를 개정했으며, 특히 중증도 수
준의 정의에 대한 2차 진단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2차 진단이
중증도 수준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또한 시술 목록의 변화 외에는,
그와 같은 분류 과정은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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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병원활동 기록은 향상되었지만 병원 영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
다. 안타깝게도 상세한 정보들(병원활동 자료, 자원소모 자료)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속
한 몇몇 인사를 비롯해 보건부와 계약된 전문가 등 소수의 인사들만이 이용할 수 있을 뿐
이다. 이들 외의 학자들은 병원활동 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11.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오스트리아에서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진료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다. 진료의 연속성
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이 과정에는 많은 난제가 있는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재정 지불체계가
다르고 관련 영역들의 관심사가 서로 다른 문제 등이다.
LKF 체계와 LKF 환자분류체계 분류 알고리즘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술 목
록을 더 확장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 코드의 개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그러
나 2009년에 LKF의 중요한 정비 작업을 한 후 몇 년 동안은 체계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앞으로는 제공된 분류 프로그램에서 개연성 검사를 실행해야 하며 ICU 이용
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증도 분류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LDF 정의를 개별적 입원을 넘어서 이송이나 재입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
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현재 외래환자 영역의 시술 분류체계 개발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에 대한 파일
럿 테스트가 시작되었다(BMG, 2009). LKF 시스템을 외래환자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프
로그램에서 외래환자 분류는 전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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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영국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2.1.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영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8%를 차지하며, 이중 약 87%를 공공
부문이 부담한다(Hawe, 2009). 또한 NHS 재원은 국세(80.3%)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8.4%), 처방약, 치과 및 안경서비스 등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1.3%)을 통해 조달한다.
전체 보건의료비 중 민간 지출은 약 13%로, 2004년 이전의 EU 소속 국가들(EU15)의 평
균(23%)보다 낮은 수준이다(Hawe, 2009).
영국은 보건부 Department
건부장관 Secretary

of Health가

of State for Health이

Strategic Health Authorities이

NHS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정치인인 보

이를 감독한다. 2010년 기준으로 10개의 전략보건국

장관을 대신해 지역 NHS의 서비스 제공 및 양과 질에 대한 감독

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국가혈액기구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Blood Authority와

국립보건의료연구원 National

(NICE) 같은 기구들은 직접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NHS 서비스는 공공부문을 통해서 제공된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일반
의(GP)는 공동개원 group

practice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의의 수입은 공공부문에서 나

오지만, 간호사와 순회보건원 health

visitors,

행정인력 등을 고용하여 자영업 형태로 진

료를 한다. 또한 이전까지는 일반의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basic

services를

제공할 때 이

에 대해 급여를 제공해 왔는데, 2004년에는 이뿐만 아니라 특정한 의료의 질 목표를 달
1

 저자 일동은 초안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준 Martine Bellanger (EHESP)와 Alexander Geissler (TUB)에게 감
사를 표한다. 남아 있는 오류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밝힌다.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212

성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사에 대한 계약 내용이 개정되었다.
일부 일반의 practices는 구매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진료기반위임Practice-based
Commissioners (PBC)’라고

한다.

2차 의료의 경우 병원이 ’NHS 트러스트trust’라는 법적 조직에 소속된다. 이중 대부분
은 급성기 트러스트(168)이지만, 정신보건 트러스트도 73개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는 약
1,600개의 병원 및 전문센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2 그 외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진료 트러스트’, 응급 및 비응급 환자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앰뷸런스 트러스트가
있다.

12.1.2 영국의 병원서비스
2008년과 2009년 영국 NHS에 속한 병원의 유형별 병상 현황은 표 12.1과 같다. 민간부
문의 가용 병상수에 대한 전국 통계는 집계되지 않는다.
급성기 트러스트에서는 응급·비응급 진료, 수술적·진단적 시술, 24시간 응급의료서
비스(A&E)와 일부 임신 및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는 주로 정신보건 트러스트에서 제공한다. NHS 환자 중 일부는 독립부문
치료센터 Independent Sector Treatment Centres에서 진료받는데, 비응급 진료 환자 중 그 비중은
1.5% 이하다(Mason et al., 2009).
2010년, NHS 병원 진료의 대부분은 152개의 1차 의료 트러스트 Primary Care trusts (PCT)

표 12.1 일평균 이용 가능 병상수와 점유 병상수, 2008/2009년
부문

이용 가능 병상
(비중 [%])

점유 병상
(비중 [%])

모든 유형의 병상

160,254

136,860

85.4

일반 및 급성기(급성기 + 노인)

122,538

106,142

86.6

101,520

86,779

85.6

21,018

19,363

92.1

26,448

22,793

86.2

- 급성기
- 노인
정신질환

점유율
(%)

학습장애

2,882

2,393

83.0

산부인과

8,386

5,532

66.0

NHS 조직
급성기 트러스트
정신보건 트러스트
PCT
진료 트러스트
출처 : EHIF, 2008, 2010b

121,448 (76)

103,407 (76)

85

29,512 (18)

25,465 (19)

86

8,737 (5.0)

7,492 (5.0)

86

116 (0.1)

92 (0.1)

80

12장

영국: HRG (Healthcare Resource Group) 시스템

213

가 구매했으며, 각각의 트러스트에는 약 30~35만 명의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다. PCT는
영국 내의 모든 병원이나 진료센터에서 비응급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민간
공급자도 포함된다. 전향적 지불제도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결과에 따른 지불 Payment

by

Results [PbR]’)의 경우에는 PCT에서 진료받는 환자 각각에 대하여 고시 가격(수가)을 병원

에 지불한다. 정신보건 진료나 고가 약제와 같이 PbR의 대상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PCT와 병원들 사이에 진료량 기준 계약을 체결하며, 지역별로 협상을 통해 수가를 책정
한다.
영국 NHS에 속한 병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주로 두 개의 데이터베이
스에서 생성된다(두 데이터베이스의 회계연도 말일은 3월 31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병원 통계 Hospital Episode Statistics (HES)’이다. HES는 입원부문, 외래부문 및 A&E 부문에
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개인별 기록 등을 포함한 여러 진료활동 자료들로 구성되
어 있다. 영국 HES의 특징은 기록의 단위가 환자 재원기간 동안 진료에 투입된 의사의
진료 시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전체 의료기관의 재원기간을 산출할 수 있
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NHS 참조 비용(RC)이다. RC 데이터
베이스에는 의료공급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데 따른 입원 기간과 외래환자, A&E 환자, 정
신보건 및 중증환자 진료 등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RC를 토대로 하여 PbR
수가를 책정한다(Street & Maynard, 2007b).
HRG는 DRG의 영국 버전으로 진료활동과 비용 두 요소 모두에 대한 분석 단위다. 이
장에서는 영국에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기술하는 데 이용하는 HRG에 중점을 두
고 논의를 전개한다. HRG의 발전 및 구조에 대한 개관, 이용하는 영역, 각각의 HRG에
대한 비용 계산 방법과 HRG를 이용한 상환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최근 개발된 병원
이 아닌 다른 환경(주로 외래 및 A&E 영역)에서 진료받는 환자에 대한 분류체계도 간단
히 기술할 것이다.

12.1.3 DRG 시스템의 목적
대부분의 국가에서 DRG 시스템은 상환을 위한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
한 발전은 영국에서도 비슷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HRG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으로 사
용되었다(Sanderson, 1995).
첫째, HRG는 상대적 성과 평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벤치마킹을 위해 이용되었다. 그
리고 국가 사례구성 사무국 National Casemix Office은 전국적인 쌍방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
는데, 각 병원은 이를 이용하여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를 전국 평균이나 각각의 HRG별로
2

 자세한 정보는 NHS Choices 웹사이트 참조(http://www.nhs.uk/NHSEngland/thenhs/about/Pages/
nhsstructure.aspx, 2011. 6. 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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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병원군의 평균과 비교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는 과도하게 길거
나 짧은 기간 동안 입원한 재원일 이상치(異常値)를 확인하거나 전문진료과 및 병원 차원
의 비교를 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둘째, HRG를 병원들로 하여금 내적 자원 관리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즉 전문과목이나
임상부서 내에서 환자의 수와 사례구성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가 미칠 재정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데도 HRG를 이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 지출과 실제 지출을
대비하여 모니터링하는 데도 HRG를 이용하였다.
셋째, HRG는 계약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1990년대에 영국의 병원은
주로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 연간 고정 진료 활동량에 대한 일괄계약
block contract

; 진료량이 예상치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지불을 중지하거나 초과 지불하

는 ‘비용 및 진료량 계약’ ; 환자별로 지불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당 비용 계약.
처음에는 계약을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 과목에 따라 구분했지만, 1994년부터는 HRG
를 이용한 좀 더 구체적인 계약이 점점 더 많이 체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HRG
차원의 비용을 계산하고 비용 배정에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12.4 참조).
1997년,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NHS 전체에 걸쳐 HRG의 항목별 비용을 전국적
으로 적용될 ‘참조 비용(RC)’ 목록으로 개발할 것임을 발표했다. 참조 비용 목록은 표준적
인 방법으로 원가를 비교함으로써, 구매자들로 하여금 비효율성을 찾아내서 해결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만들진 것이다. 그러나, 비교 정보만으로는 병원들로 하여금 원가의 차이
를 해결하도록 하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 같다(Dawson & Street, 2000).
따라서 2002년에 정부는 병원들은 환자를 HRG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환자당 국가적으
로 고시된 진료비를 지불받게 되는 전향적 지불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02). PbR은 상환조정 기전으로 2003년에 소수의 HRG에 도입되었으며,
그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12.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12.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병원의 모든 입원환자는 임상적으로 유사하고 자원소모에 동질적인 환자군 분류 시스템
인 HRG로 분류된다(Anthony, 1993). 분류군 배정은 시행된 시술(있을 경우), 주진단
primary diagnosis,

연령 및 합병증 수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재의 시스템을 HRG4라고 하

며 약 1,400개의 질병군이 있다(22개 장 chapter).
현행 HRG4에서 정신질환 입원환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에는 포함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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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과거와 현재 DRG 시스템 개요
출처 : Anthony, 2993; Sanderson et al., 1995; 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6a, b,
2008b
주석:

HRG4 장별 정의
A

신경계통

N

산과

B

눈 및 눈 주위

P

소아 및 신생아 질병

C

입, 머리, 목 및 귀

Q

혈관계통

D

호흡계통

R

진단적 영상 및 중재적 방사선

E

심장수술 및 일차적 심장의 병태

S

혈액질환,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및
전문의에 의한 보존적 치료

F

소화계통

T

정신보건 HRG 적용 시 사용 예정

G

간담도 및 췌장계통

U

정의되지 않은 환자군

H

근골격계통

V

다발성 외상, 응급진료 및 재활

J

피부, 유방 및 화상

W

면역, 감염성 질환 및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K

내분비 및 대사계통

X

중환자 진료, 고가약 및 장비

L

비뇨기계 및 남성 생식계통

Y

(공백)

M

여성 생식계 및 보조생식

Z

비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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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웠다(Mason & Goddard, 2009). 그리고 다른 진료 유형까지 수가 체계를 확대하려
고 계획했다(12.8.2 참조). 그림 12.1은 HRG4를 전체적으로 보여 주며 그림의 주석에서
HRG4가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 진료활동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2003/2004년부터 HES는 환자 수준의 외래진료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9). 진료 환자는 전문과목별로 분류
된 다음 공급자에 따라 세분될 뿐 아니라 첫 번째 또는 그다음 예약, 1차 진단명, 주시술
및 중재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그러나 공급자는 반드시 외래환자 자료를 제출하거
나 진단과 시술에 코드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료의 질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9). HRG는 외래환
자 시술에 대해서만 이용되며, 전문과목에 따른 분류체계는 다르다. 외래환자 진료 활동
에 대한 상환에는 HRG를 이용하지 않지만, 초·재진 여부와 진료한 의사의 수, 전문과목
등에 따라 분류된다.
응급진료 활동에 대한 환자 수준의 자료는 2007년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응급의료기
관과 단일 전문진료과, 소규모 외상병동과 방문센터 walk-in centres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러나 외래환자 진료활동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자료 제출을 모든 공급자에게
의무화하지 않았다. 현재는 응급진료의 상환에 12가지의 수가 체계가 있으며 검사나 시술
비용이 각 수가체계에 따라 다르다.

12.2.2 DRG 시스템의 개발
DRG 영국 버전의 개발은 1981년 보건부에서 영국 환자들의 재원일 편차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DRG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한 때부터 시작되
었다(Coles, 1993). 그 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1991년에는 영국의 고유한 분류체계
인 HRG가 출범하였다. DRG는 단일기관계에 부합하는 주진단 범주(MDC)를 토대로 하는
반면, HRG는 전문과목과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도 이 틀이 유지되고 있
다. HRG는 진단 코드를 부여할 때 국제질병분류(ICD)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인구 센서스
조사국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OPCS)에서 개발한 지역 시술 코드를 사용한다
는 점에서 과거의 DRG와는 다르다.
표 12.2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버전은 534개의 범주(정의되지 않은 12개 범주 포
함)로 구성되었지만 모든 급성기 진료활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정신질환, 방사선
치료, 종양학에 대한 분류는 없었다(Anthony, 1993). 1994년에 나온 HRG 버전2에서는
범주의 수가 533개로 줄었는데, 미정의(‘U’)군과 정신질환 HRG도 포함되었다. 이것을 더
보완해 발표한 1997년 HRG3.1은 572개의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화학치료도 포함

533

공공병원

급성기 입원

534

공공병원

급성기 입원

DRG 개수

적용

여기에 제시된 것은 2007/2008 버전이다.

분류 자료 분석

미국 DRG 변용

개발에 이용된 자료

a

환자 분류

HRG2

환자 분류

HRG1

(주요) 목적

DRG 시스템

2차

1994

1차

1992

DRG 버전

도입 연도

표 12.2 영국 DRG 시스템의 발전
3차

급성기 입원

공공병원

572

ICD-10의 임상적 검토를 통해
보완. 통계 분석

HRG3.1

환자 분류

1997

4차

급성기 입원

공공병원/민간병원 혹은
NHS 진료센터

610

임상 실무 그룹에서 범주 보완
통계 분석

HRG3.5

환자 분류

2003

5차

급성기 입원, 외래환자

공공병원/민간병원 혹은
NHS 환자 진료센터

1,389

전문가 실무진의 상세 비용계산
자료

HRG4

환자 분류

전환 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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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Benton et al., 1998). 이 버전은 한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병원 ‘참조 비용’ 자료의
보고와 벤치마킹의 기준이 되었다(Street & Dawson, 2002). 2003년에 나온 HRG3.5는
획기적인 개정이 아니었지만 질병군의 수가 610개로 확대되었다. 이 버전에서부터 정부는
HRG를 공식적인 진료비 상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Department of Health,
2002), PbR도 단계적으로(2003/2004년에 시작됨)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HRG4는 HRG3.5에서 크게 발전한 버전으로, ICD-10 진단 코드와 OPCS-4.5 시
술 코드를 이용했다. 2006/2007년 참조원가 수집 자료가 병원 상환에 처음 이용되었고,
2009/2010년 HRG3.5를 HRG4로 대체하여 병원 상환에 이용했다(Information Standards Board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9). HRG4는 매년 개정되는 구조이기 때
문에 범주의 수가 일정하지 않다. 현재 약 1,400개의 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의되지 않
은 범주는 한 개 뿐이다.
HRG4는 이전 버전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데(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8a), 아래에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했다.
1.	HRG3.5는 입원환자와 당일입퇴원 진료활동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HRG4는 입원하
지 않은 (외래) 환자 진료와 응급진료, 그리고 HRG3.5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전
문 영역(예: 중환자 진료 critical care)도 대상으로 포함한다(NHS Health and Social
Care, 2008a).
2.	HRG3.5에서는 각 진료 사례가 한 가지의 HRG를 생성하고 진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이러한 기본(핵심)-HRG하에 합쳐졌다. 하지만 HRG4에서는 일부(고비
용) 진료 요소들은 기본-HRG에서 분리되어 독자적 HRG를 생성하고, 이것을 기본
HRG에 추가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 환자가 여러 개의 HRG를 가질 수
있다. 독자적인 HRG의 질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연간 최소한
600건 이상 있거나, 연간 총비용이 1,500만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3.	HRG4는 합병증및 동반상병(CC)의 분류를 재정의하여 중증도의 차이를 더 자세하
게 반영한다.
4.	최신 버전인 HRG4는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입원(한 건 혹은 그 이상의 사례를 포함
한다)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spell-based HRG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상환이 이루어진다.
표 12.2와 그림 12.1은 영국 DRG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
러 가지 다른 분류 시스템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재원일수 변이의 감소를 고려하는데, 이
는 분류를 위한 ‘자원’ 소모에 대한 일차적 정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아
직 영국에서는 환자 차원의 원가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1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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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2.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HRG는 보건의료자원을 동등한 정도로 이용하며 임상적으로 유사한 진료들을 하나의 군
으로 묶는 표준이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7a).
HRG4는 임상의사, 재정 전문가, 통계학자, 보건경제학자, 이용자뿐만 아니라 PbR팀과
사례구성 전문가 모두의 참여와 33개 임상 실무그룹의 협조를 받아 개발되었다.
HRG4의 코드는 다섯 자리이다(AANNA). 첫 두 자리는 장을 나타낸다(예: BZ = 눈
과 안와의 시술과 질환). 다음은 숫자로 된 두 자리로 해당 장 내의 HRG 번호를 나타낸
다(BZ06 A = 안성형술 범주2: 19세 이상). 마지막 자리(BZ06A )는 해당 사례에 적용되
는 세부 분류를 의미한다(예: 연령 혹은 중증도에 따른 세분화). 일반적으로 ‘A’는 ‘B’ 코
드보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됨을 의미하며 ‘B’는 ‘C’ 코드보다 더 많은 자원 투입을 의미
한다. HRG 코드가 Z로 끝나면 해당 HRG가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에는 ‘미분류 uncoded’ HRG 코드를 부여한다(예:
UZ01Z).
HRG4(2007/2008 버전)의 1,390개 HRG 중에서 511개는 연령, 성별, 혹은 다른 변
수들로 보정되지 않는다. HRG 내에서는 임상자료(진단(ICD-10), 시술(OPCS) 및 중증
도(합병증 및 동반상병(CC) 존재 및 그 수준), 인구학적 자료(연령, 성별), 그리고 자원소
모(재원일수) 등)을 토대로 환자를 분류한다. 환자의 체중이나 질병의 병기 stage는 HRG
정의에 이용되지 않는다.
HRG4는 최신 시술 코드(현재는 OPCS-4.5)를 이용하기 때문에 OPCS-4.2/HRG3.5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90년에 NHS 전체에서 OPCS-4 분류가 시행되
었는데, 1944년 영국에 처음 도입된 외과적 시술의 통계학적 분류를 토대로 한다. OPCS
체계는 현대적 임상진료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정된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7a). HRG4는 HRG 배정 시 난이도가 더 높은 사례에 추
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병증 및 동반상병(CC)에 의한 세분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많은 HRG에서 난이도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세 가지로 세분화된다: ‘CC 없음’, ‘중등도의
CC’ 및 ‘주요 CC’. 기재된 2차 진단이 없으면 해당 사례는 HRG의 한 형태인 ‘CC 없음’으
로 분류되고, 최소 자원 소비 범주에 배정된다.

12.3.2 분류 알고리즘
임상실무진 Clinical Working Groups들이 HRG 내의 자원소모의 유사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환
자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한다. 가장 중요한 자료 공급원은 HE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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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HES에는 개별 환자들의 기록이 포함되며, 영국 내 모든 NHS 트러스트는 진료한 모
든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환자의 자료를 항상 HES로 송부한다. 따라서 HES의 전체 자
료세트는 매년 약 1,500만 건의 기록을 갖게 된다. 환자별 기록에는 인구학적 자료(연령,
성별 등), 임상정보(진단, 시행된 시술 등), 입원 유형(응급, 비응급, 당일입퇴원), 그리고
재원일수 등과 같은 여러 변수가 포함되며, 이것이 이들은 자원소모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
로 이용된다.
적절한 분류와 통계학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기법들이 동원된다.
HRG의 설계에 이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 도구는 분류회귀나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ART)이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7a).

이것은 비모수 분석 기법으로 예측변수(재원일수) 값의 기본적 분포에 관한 가정이 없다.
따라서 CART는 편차가 매우 심한 수치의 자료도 처리할 수 있다. CART는 HES에 포함
된 변수들(시술명, 진단명, 연령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길거나 짧은 입원일 사례 사
이에서 최적이 되는 HRG를 확인할 수 있다. HRG 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심사가 있을
때 시행되어 이러한 CART 분석이 임상실무진 Clinical Working Groups의 판단을 도와 준다.
환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의 구성요소들을 토대로 한 가지 HRG로 배정된다. 이러한 자
료에 결손이 있거나 개연성이 떨어지면 환자를 ‘미분류 uncoded’ HRG (UZ01Z)로 배정한
다. 그림 12.2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나타내며, 이 장에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분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비포괄 항목의 분리이다(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7b). 비포괄 활동은 ‘비포괄’ HRG로 구분되어 분류에서 제
거된다(그림 12.3 참조).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룹화 프로그램은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핵심 HRG를 도출할 때 이 비포괄 요소들을 무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발성 외상과
관련된 고비용 복합 진료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기전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
든 다른 시술에 우선하여 비포괄 단계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그림 12.2 상단 참조). 분류
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시술에 관한 것이다. HRG4는 비용 자료와 임상지식에 근거한 계
층을 이용하여 시술의 순위를 매긴다. 여러 시술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으면 시술의 계층
목록을 이용하여 가장 핵심적인 시술을 결정하고, 이것으로 HRG를 배정한다. HRG3.5
에 이용된 시술 계층은 HRG4로 개정될 때 대폭 확대되어 11개의 Band(자원소모가 가장
적은 2에서부터 자원소모가 가장 많은 12까지)로 구성된다. Band 0은 HRG 배정과 관
련없는 시술이며(예: 수술 위치 코드) Band 1은 자원을 최소로 소비하는 비외과적 시술
(예: 주사)이다. 시술 계획만 있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환자를 그에 해당하는 HRG
(WA14)로 배정된다.
기록된 시술이 없다면, 1차 진단명에 근거하여 HRG를 배정한다. 여기에는 휴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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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위한 입원도 포함되며, 엄격한 의미의 정신보건 영역이 아닌 다른 공급자가 진료
한 정신질환도 여기에 해당된다. HRG4 2009년 버전에서는 세 가지 정신보건 HRG만 있
는데, 이는 연령군으로만 구분된다.
합병증 및 동반상병(CCs)에 따른 세분은 HRG 내에서 중증도와 난이도의 편차를 해소
하는 방법이다.합병증 및 동반상병에 따른 세분은 각 HRG 장별로 있으며, 특히 내과적
HRG에서 중요하다(주진단명에 따라 주로 결정되는 HRG). 그러나 2차 진단명은 외과적
및 내과적 사례 모두에서 합병증 및 동반상병(CCs)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 HRG에서

사례

비포괄 행위?

예

비포괄
HRGs

다발성 외상?

예

VA01-VA08

LC(신장투석); RA(진단영상)
RB(중재적 방사선); SB(화학치료)
SC(방사선치료); SD(전문완화의료)
VC(재활치료); XA-XC(중환자진료)
XD(고가 약제)

아니오
주요 시술 유무?

계획된 시술
미시행?

아니오

예

예

주 시술 선정

WA14

아니오

주진단을
이용한 환자군

연명치료?

예

PA55/
WA15

예

WD11, WD22
WD33

아니오
진단에 따른 환자군?

아니오

정신질환?

아니오

예
변수를 이용한 그룹화:
부시술/재원일/연령/성별/
CC/해부학적 부위/
접근 유형(approch type)?

아니오
HRG

예

변수를 이용한 그룹화:
부시술/재원일/연령/성별/
CC/해부학적 부위/
접근 유형(approch type)?

아니오
HRG

HRG

예

변수를 이용한 그룹화:
재원일/연령/성별/CC?

아니오
HRG

HRG

예
HRG

그림 12.2 HRG4-입원환자 분류 흐름도
출처 : Dawson & Street, 1998; NHS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2007a, b,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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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비포괄 행위(unbundled activity): 비포괄 HRG 구성요소
비포괄 행위
신장투석

진단 방사선

중재적 방사선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전문완화의료

재활치료

중환자진료(신생아)

중환자진료(소아)

중환자진료(성인)

고비용 약제

HRG 챕터
LC

RA

RB

SB

SC

SD

VC

XA

XB

XC

XD

예
LC01A

Haemodialysis/filtration on patient with Hepatitis B 19 years
and over

LC03A

Peritoneal dialysis on patient with Hepatitis B 19 years
and over

LC04B

Peritoneal dialysis, 18 years and under

RA01Z

MRI scan, one area, no contrast

RA08Z

CT scan, one area, no contrast

RA24Z

Ultrasound scan more than 20 minutes

RB01Z

Interventional radiology - category 10

RB02Z

Interventional radiology - category 9

RB03Z

Interventional radiology - category 8

SB01Z

Procure chemotherapy drugs for regimens in Band 1

SB1 1Z

Deliver exclusively Oral Chemotherapy

SB15Z

Deliver subsequent elements of a chemotherapy cycle

SC01Z

Define volume for SXR, DXR, electron or Megavoltage
radiotherapy without imaging and with simple calculation

SC09Z

Prepare for interstitial radiotherapy

SC29Z

Other radiotherapy treatment

SD01A

Inpatient specialist palliative care, 19 years and over

SD03A

Hospital specialist palliative care support, 19 years and over

SD05B

Non-medical specialist palliative care attendance, 18 years
and under

VC01Z

Assessment for rehabilitation (unidisciplinary)

VC18Z

Rehabilitation for joint replacement (without treatment episode)

VC42Z

Rehabilitation for other disorders (without treatment episode)

XA01Z

Neonatal critical care intensive care

XA03Z

Neonatal critical care special care without external carer

XA06Z

Neonatal critical care transportation

XB01Z

Paediatric critical care intensive care - ECMO/ECLS

XB04Z

Paediatric critical care intensive Care Basic Enhanced

XB08Z

Paediatric critical care transportation

XC01Z

Adult critical care - 6 organs supported

XC04Z

Adult critical care - 3 organs supported

XC07Z

Adult critical care - 0 organs supported

XD01Z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drugs band 1

XD18Z

Bone metabolism drugs band 1

XD38Z

Antiviral drugs band 1

출처 : 보건복지정보센터, 2007b
주석 :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LS: extracorporeal lif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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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 변이에 대한 설명력에 따라 2차 시술, 연령, 성별, 재원일수, 해부학적 부위(소화
계통 진단이나 시술에 대한), 혹은 접근 방식(예: 복강경수술)에 따라서도 세분된다.

12.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HRG4는 임상적 및 비용계산의 필요에 따라 매년 개정된는데 이 과정에는 전문가 실무진
expert working groups과

임상자문단 Clinical Advisory Panel을 통해 임상의들이 항상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영국의 모든 급성기 트러스트는 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로부터

임상

코드 부여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공영역에서 기금의 적절한 사용 관련
한 책임을 가진 공공기구이다(Audit Commission, 2006). 심사 과정에서는 무작위로 추
출한 환자들의 사례 노트를 트러스트가 부여한 실제 코드와 비교한다(Audit Commission,
2010). 감사위원회는 코드 부여에 관한 국가 기준 및 자료 정의와 대조하여 코드의 정확성
과 일관성을 평가한다. PCT와 트러스트는 개별 기관들의 성과를 비교하고 더 개선이 필요
한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인 온라인 벤치마킹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12.4 병원 내 원가 계산
12.4.1 규정
NHS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NHS 원가 계산 지침(Department of Health, 2009b)에 따
라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Department of Health, 2009b). 1999년에 도입된 이 지침
은 원가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데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준다.
한편 원가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국진료원가계산기준협회 Clinical
Association of England (CCSAE)를

통해 급성기 의료 영역에서의 임상원가 계산 표준을 개발

하는 한편, NHS 내에 환자중심정보 및 원가계산시스템Patient-Level
Systems (PLICS)

Costing Standards

Information and Costing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PLICS 시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12.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NHS의 모든 병원들은 자신들의 진료활동과 단위 원가를 매년 보건부에 보고해야 한다
(Department of Health, 2009b). 단위원가는 제공된 서비스의 전체 원가를 반영하며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 자본비용(원금 및 이자 모두)을 포함하지만 교육 및 연구비는 제외
된다. 또한 총비용은 이전 회계연도의 공급자 재정 비용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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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직접, 간접, 운영

일반 원장 비용 코드

배부

시간
활동

분류: 고정/준고정/변동

원가총액

속성

진료과로 직접 배부

원가중심점

원가 계산
풀
원가
드라이버

진료과/서비스

상위제어합계high level control total(진료과별, 서비스별 합계)

그림 12.4 영국의 원가계산시스템: 첫 단계
출처 : Based on Department of Health, 2009b

상위제어합계high level control total(진료과별, 서비스별 합계)

당일입퇴원

입원비응급

입원응급

원가 계산
풀

외래

직접비

HRG
HRG
비용

Proc 1

Proc 2

과도한
재원일

Proc 3

평균 HRG 원가가중치

그림 12.5 영국의 원가계산시스템: 다음 단계
출처 : Based on Department of Health, 2009b

직접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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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개별 환자들에게 이용된 자원의 항목별 자료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는 하향식으로 추정된다. 그림 12.4는 원가 계산의 시작 단계를, 그림 12.5는 마지막 단계
를 보여 준다(Department of Health, 2009b). 이러한 원가 계산의 시작 지점은 전체 원
가 목록이다. 여기에서 전체 원가, 혹은 ‘상위제어합계 high-level control total(진료과별, 서비
스별 합계)’가 설정되며, 각 비용은 전체 비용을 토대로 계산된다. 즉, 제공된 서비스들 각
각에 모든 비용이 배정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직접 계산을 최대화하여 배분 및 배정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최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배분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
우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비용을 발생시킨 서비스에 해당하는 배분을 계산하여
배정한다.
통합된 비용은 직접비(D), 간접비(I) 및 경상비(O)의 세 가지 비용 범주들 중 하나로 나
뉜다. 직접비는 비용을 생성한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진료과 간
호직원의 유형과 수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없는 비
용은 다른 수단으로 배분된다. 이 작업을 위해 간접비 및 경상비를 수집한다. 이렇게 ‘수
집한 비용’은 확인 가능한 그룹으로 합쳐서(예: 병동, 약국, 수술실) 관련 서비스로 배분된
다. 각각의 비용들의 유형은 고정비, 준고정비, 혹은 변동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모인 비
용들을 통해서 단위 활동(고정비 및 준고정비 모음)과 시간(변동비 모음)을 계산할 수 있
다. 또한 각각의 모인 비용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 기준 병동
비용의 재원일수, 이벤트 기준 비용, 이용된 보장구의 숫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환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환자의 진료 방식이 당일입퇴원
인지 입원환자(응급이거나 비응급)인지 혹은 외래환자로 시술했거나 ‘다른’ 상황에서 진료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상위제어합계를 분석한다(그림 12.5).3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 진
료활동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시술의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분해하여 HRG로 배정한다.
이 작업에서는 각 전문과목 내에서 공급자가 이용한 주요 HRG를 확인한다. 이러한 핵심
적 HRG는 각 상황에서 진료활동 및 비용의 최소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각 HRG 내
에서 공급자가 사용한 주요 질환이나 시술을 확인한다. 그리고 각각의 HRG에서 가중치
가 부여된 평균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특정 HRG에서 각 진단/시술을 해당하는 총 환자수로 곱한다.

●

진단/시술의 모든 비용들을 합한다.

●

이러한 총비용을 HRG 내의 총 환자수로 나눈다.

각 HRG에는 작은 숫자지만 비정상적으로 긴 재원일수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3

 여기서 ‘다른’은 당일입퇴원day case, 입원환자 혹은 외래환자 진료활동의 일부가 아닌 병원의 모든 다른 비용을 지
칭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예는 지역사회서비스, 중환자진료 서비스, 사고 및 응급서비스, 방사선치료 및
화학치료, 신장투석, 그리고 신장 및 골수이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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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HRG에 대해 상한선 upper trim-point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당 HRG 재원일수
분포의 상위 1/4에 해당하는 일수에 1/4 구간에 해당하는 날수에 1.5를 곱한 날짜를 더한
다(Schreyögg et al., 2006). 그리고 이상치 사례 대신 상한선을 초과한 재원일수만 배제
하여, 초과 입원일당 비용을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HRG를 비응급
입원환자 진료활동에 배정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비용 배정 과정의 결과물은 진료 상황( j = 1...5) 및 입원 유형에 따른 HRG
(i = 1... I)당 원가이다. 각각의 상황(c ij )에서 HRG당 원가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ij = Dij + γ ij I + φ ij O ,

i = 1...I ,

j = 1...5

(1)

Dij 는 HRG에 관련된 직접비이며, γ ij 와 φ ij 는 각각 HRG와 관련된 간접비 및 경상비를 나
타낸다.

12.5 병원지불을 위한 DRG
12.5.1 DRG 기반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2003년 이후 영국 내에서 한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PbR 체계로 상환을 받는다. PbR 수
가tariff는 병원의 평균비용을 토대로 하며 여기에는 인건비와 장비, 자본비용이 포함된다.
2009년에 HRG4는 HRG3.5를 대체하여 PbR 수가tariff의 기본적 체계가 되었다(응급진
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예외). 임상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코드를 부여할 수 있
게 되었고, HRG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공급자가 자신들이 수행한 진료활동에 대
해 좀 더 공정하게 상환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HRG4에서는 ‘비포괄’도 가능하
기 때문에 현재 일부 서비스에는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다(그림 12.3 참조).
2009년에 입원환자 진료와 외래환자 진료, 응급진료 서비스에 대해 국가 PbR 수가
tariff에

따른 지불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병원의 거의 모든 진료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

다. PbR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에는 1차 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정신보건서비
스, 그리고 앰뷸런스 서비스가 있다. 수가tariff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목록은 보건부 홈페
이지에 게시되어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9c). PbR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
에 대해서는 공식적 수가tariff가 없지만 지역별 협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가를 공개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9c).

12.5.2 DRG 수가 계산
HRG 수가 tariff는 전 해에 보건부에서 표준화된 방법론에 따라 결정한다(Department of

수가 적용:
•고비용 방문자
•표준비용 방문자
•경증의 A&E/경증의 외상병동 방문자

•적용되지 않음

•열외군 관련 정책이 없음

•지역 차원에서 서비스 설계를 재조정
하는 유연성이 있다.

수가 적용:
•첫 방문
•추후 방문
•한 전문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과목 방문, 자료가
있는 진료 코드에 적용
•외래에서 시행된 시술은 HRG 수가를 의무적으로 적
용하지 않음. 이러한 진료활동에는 앞으로는 ‘계획된
당일 진료’ 수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임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은 외래진료에는 의무적
수가가 적용되지 않음
•배제함

•열외군 관련 정책이 없음

•지역의 협약에 따라 진료 경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기술에 대한 지불은 지역차원에서 결정한다.

수가 적용:
•응급
•비응급
•‘계획된 당일 진료’(2009/2010의 당일입퇴원
에만 적용)
•단기간의 비응급 입원
•단기간의 응급 입원

•아동 및 정형외과적 진료활동의 전문 서비스
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지불
•배제함

•미리 정해진 재원일수(HRG에 따라서)를 넘
으면 장기입원 열외군 지불이 시작된다. 일
당 지불율은 HRG에 따라 다르다.

•지역의 협약에 따라 진료 경로를 별도로 정
할 수 있음
•신기술에 대한 지불은 지역 차원에서 ‘통과’
방식으로 결정한다.
•응급입원: 적절한 범주 및 상환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협약

구조

전문 서비스
수가 조정

열외군
(Outliers)

유연성
(Flexibilities)

주석 : 교육 및 연구는 완전히 별도 재정이며, 그 비용은 PbR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2009c

방문자

사고 및 응급진료(A&E)

전문부서 방문(시술은 HRG 적용)

외래환자

HRG 적용

현재

입원환자

표 12.3 HRG 수가,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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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2009c). 입원환자, 외래환자 그리고 응급의료에 대한 상세한 수가tariff는 HRG
각각에 대해 모든 병원들에서 계산한 비용의 평균을 토대로 결정되는데, 앞에서 제시한
식(1)이 그 산출을 위한 자세한 공식이다(표 12.3 참조). 각각의 HRG에 대한 수가tariff 및
해당 연도 t 의 입원 유형, Pij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ijt = π i c ijt -3

(2)

여기서 cij 는 각각의 HRG에 대한 모든 병원들에서의 입원 유형별 평균 원가이다. 병원이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수가로 전환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간격이 있다.4 그
래서 이러한 평균비용에 t - 3이라는 수치가 첨가되었다. 이와 같은 지연을 고려하기 위
해 각각의 HRG에 인플레이션 조정인 πi 를 곱해 준다. 이러한 조정은 HRG별로 다르며 시
간 간격 사이에 발생한 임상지침 및 기술제안(NICE가 제시한)과 같은 인플레이션의 영향
을 반영하는 것이다.

12.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DRG
처음에는 당일입퇴원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수가tariff를 비응급 환자들에게 적용하
여, 공급자가 환자들을 비용이 더 낮은 당일입퇴원 쪽으로 옮기도록 유인하였다(Street &
Maynard, 2007b). 2009년부터는 입원환자와 당일입퇴원 진료에 더 이상 동일한 수가
tariff를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공급자에게는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단일한 PbR 수가tariff가 적용된다. 그러나
병원의 통제 밖에 있는 비용들도 있는데, 이는 그 병원이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전체적 평
균을 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요소 가격에서 불가피한 비
용 편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부에서는 MFF Market Forces Factor 라는 단일한 지표에 근
거하여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지불도 한다. 단일한 MFF 지표는 세 가지 하부지표를 토
대로 하는데, 인건비, 토지, 그리고 건물이다. 각각의 병원에서 인건비는 유사한 서비스
분야 직업의 민간 영역에서 임금의 지역적 편차에 근거한다. 토지 지표는 2004년 NHS
자산 평가국Valuation Office의 자료를 이용하여 NHS 내의 각각의 병원들에 대해 계산한다.
그리고 건물 지표는 모든 공공 및 민간 계약에서의 제안 가격의 평균을 토대로 계산된다
(Miraldo et al., 2008).
MFF는 보건부에서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불가피한 편차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09
년 자원배분 자문위원회(ACRA)에서 실시한 MFF의 인건비 요소에 대한 감사에 이어 MFF
지표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Department of Health, 2009c). 현재
4

 Lawlor review 전에는 그 간격이 2년이었다(Department of Health & Lawlo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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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는 진료활동에 대한 지불과 동시에 공급자에게 MFF 지불도 해 주고 있지만, 과거에
는 보건부에서 직접 지불받았다. 이러한 변화가 공급자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
해, 새로운 지표를 ±2% 범위로 제한하였다(Department of Health, 2009c).
MFF는 수가tariff에 병원에 따른 조정을 가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HRG별로
지불되는 가격은 각각의 병원(k )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ijkt = δkt Pijt

(3)

여기서 δkt 는 시기(t )에 병원(k )에 적용되는 MFF 조정이다.

12.5.4 질 관련 조정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부의 권고안(Darzi & Department of Health, 2008)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급성기 트러스트는 재정결산과 함께 질 관련 지표 quality accounts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2009년 4월부터 의료의 질 및 혁신에 대한 부가지불(CQUIN) 제도가 시
행되었다. 이것은 PCT가 공급자 수입 중 적은 부분(전국적으로 동의된)을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협의된 목표의 달성에 연계시킬 수 있게 한다. 2009년에는 CQUIN 지불제도
가 공급자 연간 계약 수입의 0.5%에 적용되었으며(Department of Health, 2008), 2010
년에는 이 수치가 1.5%로 증가했다. 정규 수입에 대한 지불과 함께, 한 달 간격으로 계약
된 목표에 대비하여 CQUIN 지불이 시행되며, 계약된 목표의 성취 정도에 따라 조정된다.
CQUIN 지불제는 환자 관련 모든 활동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PbR체계의 일부로 상환받는
진료활동들도 포함된다.

12.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PbR의 일차적 목표는 ‘진료량’을 증가시키고 대기시간을 감소시켜서 환자들의 선택의 폭
을 넓히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데 있다. 이와 동시
에 전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리고 있다(Miraldo
et al., 2006). 병원은 자신들이 수행한 활동에 대해 HRG당 고정된 수가 tariff를 받게 된
다. 그러므로 PbR하에서 병원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재원일수를 줄이며,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 한다. 진료활동을 늘리면 환자들이 더 빨리 진료받고 대기
중의 환자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성이 높아진다(Mannion et al., 2008). PbR하에
서는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 진입이 촉진되어 경쟁이 증가하고 선택의 폭도 넓어져서 병원
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다(Miraldo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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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경험적 증거로 볼 때 전향적 지불제도의 도입은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가 자
신들의 재정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동기를 유발한다. 예를 들어, 병원들은 상향 분류 upcoding등을

통해 환자를 좀 더 고가의 DRG에 배정하여 과도한 상환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공급자는 PbR로 난이도가 쉬운 환자만 선택하는 ‘경증 환자선별 cream-skim’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 (현재 영국 병원들의 코딩 작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사하고 있다)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이나 상향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발견된 분류 오류는 재정적으로 이득 혹은 손해를 주는 결과
모두와 관련된 것이었다(Audit Commission, 2008).

12.6 신기술·혁신기술
12.6.1 신기술을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 채용에 대한 결정은 개별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NICE에서도
NHS에 보건의료 기술, 공중보건 그리고 임상의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 전체적 목
표는 건강의 향상과 질병의 예방 및 진료에 있다(NICE, 2007).
NICE는 일부 신규 및 기존 약품들에 대해 평가하는데 새로 허가받은 암치료 약물들중
거의 대부분은 NHS 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이용되기 전에 NICE의 승인을 얻는다. 승인
과정은 환자가 이것을 이용하기까지 긴 시간적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평가 과정
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NICE의 예비적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NHS는 2002년 1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대상으로, NICE의 기술 승인 과정에서
사용을 권고한 약물 및 진료에 대해 회계 및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NICE가 약
물에 대해 권고할 경우, NHS는 지침이 내려진 3개월 이내에 이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약에 대해 권고하지 않으면(주로 더 비용효과적인 다른 약물이 있을 경우) NHS
에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공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리차드 보고서 Richard Report는 비급여
약물의 경우 환자가 NHS 진료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면서 사적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권
고했다(Richards, 2008).

12.6.2 지불 기전
신규 혹은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잠정 pass through’ 지불방법이 이용된다. 이것은 새로운 장
비, 약물, 진료 방법, 그리고 기술에 대해 혹은 기존의 기술을 새롭게 응용할 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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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구매자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높은 질의 의료에 대해 국가 수가tariff의 대상
이 되는 표준적 의료보다 더 많이 지불을 할 수 있다.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그와 같은
형태의 관계는 최대 3년간 유지될 수 있으며, 수가는 미리 협의하여 신기술의 추가비용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고비용의 약물과 장비 그리고 시술을 포함한 일부 진료활동들은 PbR 수가tariff에서 제
외되는데, 예를 들어 자기공명영상(MRI), 인공와우이식술, 정형외과적 의수족, 항암화학요
법 등이다. 대신, 구매자와 공급자는 지역별로 수가 및 모니터링 활동 방법 등을 계약한다.

12.6.3 병원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역유인
공급자가 신기술을 이용하려는 동기는 공급자 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신기술로 환자의
임상 결과 향상 혹은 공급자 비용 증가 여부에 달려 있다(Boyle et al., 2007).
혁신기술이 비용 절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공급자가 그러한 기술을 채택할 동기는
분명하다. 그러나 혁신기술이 더 고가이면서 더 효과적이라면 공급자는 신기술 채택을 망
설이게 된다. 이러한 동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지불제도하에서의 수가
를 조절하여 공급자의 추가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기술의 지체 또한 공급자에게 높
은 비용으로 귀결된다. 신기술이 시장으로 진입할 때에는 HRG 체계가 그 신기술의 채택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잠정 pass through’ 지불방법을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러나 신기술 채용에 대해 보건의료 공급자에게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면 지출이 급속히 증
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의 다른 영역에 투입되어 건강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데
이용될 자원을 가로채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Schreyögg et al., 2009).

12.7 영국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12.7.1 공식적 평가
2004년 PbR 출범 이후, 정책의 비용과 편익(Marini & Street, 2006; Miraldo et al.,
2006)이나 유인 및 역유인 등(Mannion et al., 2008)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여러 증거들로 볼 때, PbR는 병원의 진료활동과 효율성에 긍정
적 영향을 주었으며, 제공하는 의료의 질은 하락되지 않았다(표 12.4).
정부는 PbR을 평가하기 위해 병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혼합적 방법론을
이용하였다(Farrar et al., 2007). 즉, 평가를 위해 적절한 이론적 틀을 찾은 다음, 반구조화
된 일련의 인터뷰를 시행하고 통상적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틀로는 전국적으로 당일 수가가 적용되면 단위비용이 저하된다는 가정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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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PbR의 영향: 연구 결과들에 대한 개관
PbR의 영향

연구

당일입퇴원 형태로 제공되는 비응급 진료 비중이 증가했다.

2007a

‘PbR은 비응급 진료 영역의 진료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당일입퇴
원이 증가하고 비응급 입원환자의 재원일수가 줄었다.’
‘다른 정책들도 진료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PbR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긍정적 경향을 나타냈다기보다는, 이러한 경향에 중요
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2008b

단위비용

PbR이 시행된 곳에서 단위비용이 더 빨리 감소했다.

2007a

서비스 양

Foundation 트러스트와 non-Foundation 트러스트 모두 서비스 양을 증가시
켰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들과도 관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시
간 줄이기와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07a

효율성

단위비용 감소를 통해 효율성이 증가하였지만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지 않았다.

2007a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질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07a

일부에서 우려하던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8b

DRG 코드 작업

코드 작업의 형태가 변화했다는 증거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7a

재정 운영 및
정보체계

커미셔너 및 공급자가 전체적 기획뿐만 아니라 체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2008b

운영비용

병원 트러스트 및 PCTs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c

진료활동
(Activity)

출처 : a Farraretal., 2007; b AuditCommission, 2008; c Marini&Street, 2006

인터뷰에서는 목표 달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PbR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확인되었다. 계량경제학적 분석에서는 PbR의 도입과 함께 단위비용이 감소하면서도 의
료의 질은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위비용의 하락이 효율성 증가의 결과임을 시사
했다. 한편 진료활동의 양은 증가했지만, 코드 부여 양상의 변화를 시사해 주는 증거는 거
의 발견되지 않았다.
PbR에 대한 감사위원회 Audit Commission의 평가에서도 정부의 평가와 비슷한 결론을 내
렸다(Audit Commission, 2008) PbR은 비응급 진료에서 진료활동과 효율성 증가와 관련
되었다. 하지만 PbR 그 자체가 이러한 변화의 기본적 동인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진료
의 질에 관한 결론은 정부의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의 PbR 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권고안을 채택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정보 기반을 강화하여
공급자가 자신들의 진료활동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상환받을 수 있게 한다. (2)국가 수가
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수가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목록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3)자본 및 질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경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일부
HRG에 대해, 평균 가격에 근거하지 않고 효율성이 높은 공급자(다른 주체들도 인정하는)
의 비용에 근거한 표준 수가를 도입한다(Street & Maynard,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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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저자의 평가
PbR은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국에서 거의 모든 NHS 입원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불 기전이 되었다. 부작용이나 상향 분류 등의 문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
며, 수가에 따른 지불을 받는 병원 진료활동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구매자들(PCT) 사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재정적 불안이 PbR로 인한 것이 아
님을 의미한다. 이것은 PCT가 공급자의 진료활동과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향상시켰
기 때문이며, 또 일부는 피할 수 있는 병원 입원을 줄이려는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수요를
관리하는 노력을 해 온 것도 그 원인이다(Audit Commission, 2008). 그러나 병원들이
비응급 진료활동에 더 치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다(Mannion
et al., 2008).
HRG4-2009/2010 수가의 토대가 되는 새로운 분류체계는 지불체계를 더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다. ‘비포괄’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범주의 수가 늘어났다. 난이도 수준에
따라 사례를 더 자세히 구분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례구성의 차이를 더 잘 반영하여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포괄이 늘어나면 하나의 수가tariff로 지불하던 진료활동
들에 대해 별도로 지불해 주므로, 재정적 압박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12.8 전망
12.8.1 병원서비스와 진료 제공의 경향
과거부터 입원환자 진료를 줄이고 당일입퇴원 혹은 외래환자 부서에서 더 많은 환자를 진
료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다. HRG4에서는 기본-HRG에서 ‘비포괄’되는 진료 요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비스를 입원이 아닌 다른 적합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다.

12.8.2 DRG 적용(범위)의 경향
PbR은 병원이 아닌 환경에서의 분류체계 개발과 HRG가 정교해지도록 촉진한다. 보건부
는 PbR의 범위를 성인 정신질환, 장기요양, 예방의학, 성의학, 지역사회서비스, 앰뷸런
스서비스, 그리고 근무시간 외의 1차 의료까지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Department of
Health, 2007). 이러한 영역 중에서 일부는 적절한 진료활동 단위(‘범주’)를 결정하기 위
해 현재 지역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NHS는 이미 이들 영역들 대부분에서 비
용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이러한 ‘신규’ 범주들에 수가tariff를 적용하여 사용 가능한지 검증
하기 위해 비용계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정신보건 서비스가 대상이다(Mason
& Goddar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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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영역에서 ‘표준진료 best

practice’

수

가tariff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임상의료의 질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 커다란 차이
와 함께, 최선의 의료로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Department of
Health, 2009d). 2010년에는 담낭절제술, 고관절골절, 백내장,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 평
균비용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비용을 토대로 수가가 결정되었다. 2011년 이후 표준진료
수가best practice tariffs는 확대되어 투석, 치료방사선, 일과성뇌허혈발작(TIA), 그리고 소아
당뇨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Department of Health, 2011). 이것은 DRG가 진료활동을
분류하는 도구로부터 점차 진료활동 대한 지불 근거로 발전하고, 현재는 의료의 질 및 환
자의 임상 성적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발전
적 흐름은 앞으로의 정책 개발과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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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프랑스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3.1.1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는 보편적 보장 방식으로 사회보험에 근거하고 있다. 보건의료서
비스는 주로 민간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다. 외래진료는 보통 단독개원 solo practice 형태로 민
간부문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입원서비스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영리 및 비영리)이 모두
공급하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의뢰서 없이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프랑스의 보건의료체계는 지출 수준이 높다는 특징이 있
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OECD 회원국 평균 9%(OECD, 2010) 보다 높은 수
치인 11%를 보건의료 부문에 지출하고 있다. 병원 재원 면에서는, 약 91%는 건강보험기
금 health insurance funds에서, 5%는 보충형 민간보험 private complementary insurance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정부의 직접 기여는 약 1.3%이었다(Fenina et al., 2008).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재정 관리는 정부와 건강보험기금이 책임을 분담하
고 있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기금의 지출을 제한하여 재정 목표를 설정한다. 이 목표는
병원부문, 외래부문, 사회보호·장기요양으로 구분된다. 병원부문 예산은 다시 두 부문으
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DRG 병원지불로 재정 지원을 받는 급성질환 진료이고, 다른 병
원서비스(주로 정신과와 재활치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건강보험기금은
급여목록 basket

of benefits,

시술, 의약품 및 장비의 가격 규제와 본인부담 수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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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ques & Polton, 2005). 또한 건강보험기금은 개원가 private practice에서 근무하는 인
력에 대한 수가 책정을 담당한다.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건강보험기금과 계약을
맺고, 협정 행위별수가에 따라 지불받는다.1 반면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급여
를 받는다. 병원 직원의 급여와 근무 조건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각 지역별로 병원부문의 예산목표를 설정한다. 지역단위에서 병원서비스의 조
직과 의료의 질에 대한 책임은 지역병원국 Regional Hospital Agencies (ARH)이 갖는다. 2010
년 새로 설립된 지역보건국 Regional Health Agencies (ARS)이 ARH를 대체하였으며, 급성질환
뿐만 아니라 예방, 재활, 장기요양과 사회보호까지 담당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보
건의료시스템의 관리구조 governance structure를 개혁하는 중이다. 또한 ARS로 권한을 이전
해 해당 지역병원의 자원을 통제하고 전략을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Or, 2008). 민간병원
을 포함한 병원들은 병원활동과 재정지원에 대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 및 지
방자치단체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병
원 재정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다.

13.1.2 프랑스의 병원서비스
프랑스에서 병원부문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매년
6명 중 1명이 입원이나 당일입퇴원day

care으로

병원을 찾는다. 병원은 외래진료의 공급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래에서 전문의는 연간 약 3,300만건을 진료하고, 연간 약
1,550명이 응급실을 방문한다. 그림 13.1은 정신과 치료와 재활치료를 포함한 병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량을 비교한 것이다.
프랑스 병원의 병상수는 주민 1,000명당 4개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병원
은 연간 약 1,600만 건의 급성질환을 진료하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이에 함께 참여한
다(표 13.1).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60%이고, 전체 급성질환 입원 병상(2007년 약 221,000개)의
65%에 해당한다. 이 병원들은 진료의 연속성continuity of care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이
며, 국가·지역 공중보건 우선순위에 따른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민간 영리병원은 전체 입원병상의 25%이고, 외과계 병상surgical beds의 46%, 통원병상
ambulatory beds의

70%에 해당한다. 민간병원의 시장점유율은 병원 진료활동의 유형에 따

라 결정된다. 전체 수술의 56%와 산부인과 진료의 1/4은 민간영리병원에서 제공하고 있
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눈 수술(특히 백내장), 귀 수술과 내시경시술 등과 같은 비응급
1

 이 비용은 병원부문 예산에 고려되지 않고, 외래 부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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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Inpatient)서비스

부분입원서비스

정신질환
급성기진료
(9.9 million)

- 외래방문
(33 million)
- 주간치료
(투석&화학치료/
방사선치료)
(16 million)

입원서비스의 대안

응급방문
(15.4 million)

(-2 million)

외래서비스

가정 진료
(85,000)

- 주간당일입퇴원
- 야간당일입퇴원
- 통원수술
(13.5 million)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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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태의 서비스

그림 13.1 프랑스 병원의 진료활동 개관, 2006
Source : HCAAM, 2009

표 13.1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급성기 병상과 진료활동 분포, 2007
전체

공공

민간비영리

민간영리
56,278

221,990

146,461

19,251

%

100.0

66.0

8.7

25.4

외과계 병상

88,280

41,307

8,151

38,822

%

100.0

46.6

7.5

45.9

15.9

8.9

1.3

5.7

%

100.0

56.1

7.8

36.0

병상수

전체 병원 입원
(건수, 백만)

구성 비율
외과계

5.6

2.0

0.45

3.1

%

100.0

36.4

7.4

56.2

내과계

9.1

6.1

0.7

2.3

%

100.0

67.0

7.8

25.2

산과계

1.3

0.9

0.086

0.33

%

100.0

67.6

6.6

25.8

4.0

4.9

4.2

2.5

평균 재원일수 ALOS (days)

출처 : 프랑스 병원활동 데이터베이스(PMSI)의 2007년 자료를 근거로 저자가 편집

수술 elective surgery 분야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복잡한 시
술들, 예를 들어 화상치료의 92%, 다발성 외상수술이 필요한 환자 치료의 97%는 공공병
원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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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비영리병원은 중장기요양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으며, 급성질환 진료활동은 약 8%
에 불과하다. 이 병원들의 3/4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병원과 같은 조건으로 24시
간 지속진료 continuous care와 같은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대신에 병원들
은 공공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개혁에서는 민간 영리병원도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ARS와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 규모(병상수)는 소유 형태 ownership status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민간 영리병원
의 약 60%는 100 병상 이하이다(표 13.2 참조). 외과전문병원에서는 이 수치가 90%까지
증가한다. 반면 공공부문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 종합병원의 30%는 300 병
상 이상이고 20%는 100 병상 이하이다.
2004~2005년까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두 가지 재원조달
방식이 사용되었다. 공공병원과 대부분의 민간 비영리병원은 주로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s에

근거한 총액예산제 global budgets에 따라서 운영되었다. 반면에 민간 영리병원은 일

당수가제 per

diem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2004년부터 프

랑스병원에 DRG 기반 병원지불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병원의 모든 급성질
환 진료 활동에서 DRG 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2004년 10%에서 2005년
25%, 2008년에는 100%가 되었다. 민간 영리병원은 2005년 2월부터 전적으로 DRG 기

표 13.2 병원의 규모와 소유 형태에 따른 분포

민간
영리

병원수

＜ 30
병상
(%)

30~99
병상
(%)

100~199 200~349
병상
병상
(%)
(%)

350+
병상
(%)

외과계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

171

18

70

12

0

내과계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

35

14

60

26

0

0

복합진료를 목적으로 설립

374

3

41

43

13

0

민간영리병원 전체

580

8

51

32

8

0
0

0

외과계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

12

17

83

0

0

민간 내과계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
비영리 복합진료를 목적으로 설립

45

24

53

18

2

2

119

6

35

39

16

4

공공

민간비영리병원 전체

176

11

43

31

11

3

대학병원

170

0

5

10

18

66

지역(Local)병원

355

25

58

15

2

0

종합(General)병원

643

1

19

26

23

31

공공병원 전체

1,168

8

29

21

16

27

합계

1,924

8

37

25

13

17

출처 : Or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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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병원지불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과도기인 2012년까지 국정 DRG 수가는 병원
의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s의 패턴을 반영하여 조정되었다. 이는 병원이 과도하게 예산삭
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13.1.3 DRG 시스템의 목적
프랑스는 병원활동 보고를 위해 DRG 분류체계 DRG classification system를 도입했지만, 도입
이후에는 이것을 예산 할당을 조정하기 위해 이용했으며 현재는 지불제도로 사용하고 있
다. 프랑스의 첫 환자분류체계인 동질 환자 그룹 homogeneous groups of patients (GHM)은 병원
활동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부 공공병원에 1986년 도입되었다.
1991년 병원개혁 정책이 통과됨에 따라서 GHM을 이용한 병원활동의 수집·보고가 모든
공공병원에서 의무화되었다. 이 자료는 병원의 생산성 비교와 총액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복지부장관들은 DRG 자료를 병원지불에 이용하지 않을 것
임을 공언했다.
1998년에는 민간 영리병원을 대상으로 DRG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자료를 현
재 DRG 시스템의 주된 목적인 병원지불의 근거로 사용하기까지는 6년이 더 소요되었다.
DRG 기반 병원지불은 2004~2005년 급성질환 서비스(가정간호 포함)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효율성 향상,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지불에 공정한 경쟁의 장
level playing field

창출, 병원활동과 경영의 투명성 향상, 의료의 질 향상

13.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13.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프랑스에는 2004~2005년부터 병원지불의 근거인 GHM이라는 하나의 국가 DRG 시스
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정신과 치료, 재활치료와 장기요양을 제외한 모든 병원(공공 및
민간)과 모든 환자(입원 및 당일입퇴원)에게 적용된다. 이 시스템으로 받은 지불은 전체
병원 지출의 56%를 차지한다(ATIH, 2009).
현재 GHM 시스템(버전 11)은 2009년 1월에 도입되었다. 현재 시스템에는 26개의 주진
단 범주(MDC)하에 2,297개의 GHM이 있고, 장기이식을 위한 하나의 Pre-MDC (catégo-

rie majeure 27 ) 그룹과 주로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또는 투석의 세션 sessions을 위한 하나
의 미분류 그룹이 있다. 또한 외과계 surgical, 기타 시술 other procedure, 내과계 medical와 미분
류undifferentiated 범주 categories로 구분된다. GHM은 606개의 base-GHM이 있고, 대부분
4단계의 중증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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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M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과 수가 계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병원정보기술국
Technical Agency for Hospital Information (ATIH)이다.

ATIH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정부와

국가건강보험기금이 함께 재정 지원을 하는 독립적인 공공행정기관이다. 이 기관에는 공
공·민간 보건의료 시설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GHM 시스템의 경험과 시스템에 대한 제
안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다.

13.2.2 DRG 시스템의 개발
프랑스의 환자분류체계에 관한 첫 구상은 규제가 어려운 기존의 일당수가제 per diem 대신
에 병원별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결정한 19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GHM을 통해 병
원의 임상 활동을 측정하여 병원에 할당되는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었다(Michelot & Rodrigues, 2008).
1986년과 1990년에 사이에 시험된 프랑스 최초의 GHM 분류는 미국 보건의료재정청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의

3차 DRG 버전 HCFA-DRG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나중에 GHM 시스템은 AP-DRG All-Patient DRG의 일부를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가장 중
요한 개정은 당일입퇴원day

case에

적용하는 특정 주요범주(CM 24)를 도입한 것이었다.

1996년 프랑스 GHM 원가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35개 공공병원의
자료로 국가원가연구 National Cost Study (ENC)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GHM 버전은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공공병원에 도입되었다. 그 이후 11차 버
전까지 시행되었다(표 13.3). GHM 시스템의 초기 버전은 중증합병증 significant complications
(CMA)을 확인하기 위해 고정형 2차 진단목록(예일대 목록에서 온)을 사용하였다. 이 목
록은 환자의 주진단과는 별개였다. 그러나 GHM의 최근 버전에서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해 여러 가지 예외 exception 목록을 사용하였다. 버전 9(2004~2005년)에서는 급성의 심
각한·합병증 사례를 위해 별도의 진단 목록을 도입하였다(앞서 언급한 CMA).
버전 10(2006~2008년)은 병원 재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한 분류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병원연합회와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추가(주로 통원) 외과계 그룹과 비외
과계 통원 시술에 대한 특정 DRG도 만들었다.
현재 버전 11에는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있었다. base-GHM에 4단계의 중증도를 적
용하여 GHM의 수가 거의 3배 증가하였다(표 13.3). GHM(특히 내과계 GHM)의 비용 동
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원일수, 2차 진단과 연령에 대한 정보를 더욱 체계적인 방법
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일입퇴원day

case은

별도 GHM 그룹으로 분리하였으며, 이전의

'CM24'(당일입퇴원과 단기재원의 혼합)는 없어졌다.

병원의 진료활동을 기술

일부 공공병원의 자료 이용

480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공병원

450

공공병원: 입원환자, 당일입퇴원 사례
자발적으로
참여한 병원, (정신질환, 재활, 장기요양 제외)
급성기 진료
서비스만
대상

개발에
이용된
자료

DRG 수

적용 대상

572

GHM V.4

GHM V.5
1998~1999

582

GHM V.6
2000~2001

582

GHM V.7

598

2002~2003

GHM V.9

773(573*)

병원지불

2004~2005

GHM V.10

784(575*)

전국적
자료 이용

2006~2008

공공 및 민간병원: 입원환자, 당일입퇴원 사례
(정신질환, 재활, 장기요양 제외)

598

전국적 자료 이용

병원 예산 할당

1996~1997

* ( ) 안의 숫자는 Base GHM. 예를 들어, 773(573)은 base GHM에 대한 573 범주를 의미하며(진단명/시술명의 조합), 200은 사례의 중증도 구분이다.

480

1995

테스트용

GHM V.3

목적

1994

GHM V.2

GHM V.1

1991~1993

HCFA-DRG

1986~1990

DRG 시스템

도입 일자

표 13.3 1986년~2009년에 이용된 GHM 버전
GHM V.11

2,297(606*)

전국적
자료 이용

2009부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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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DRG 시스템 개발에 이용한 자료
프랑스에서 현재 DRG 시스템 개발에는 두 가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 환자분
류체계는 환자특성, 1차와 2차 진단, 시술과 재원일수에 대한 정보와 각 환자에게 할당된
GHM을 포함하고 있는 프랑스 병원활동데이터베이스(PMSI)에 근거하였다. 이는 모든
공공병원(1996년 이후)과 민간병원(1998년 이후)을 포함하는 국가데이터베이스이다.
DRG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한 정보는 프랑스 병원 비용데이터베이스(ENCC)에 근거
하였다. ENCC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70~100개 병원에서 상세한 원가정보를 제공받는
다. 2006년까지 ENCC는 공공병원과 민간비영리병원(전체 약 40개)의 약 3%를 포함하
였다. 그리고 2006년 이후 ENC의 모든 병원들과 비교 가능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민간영리병원에서도 원가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의 수는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약간 증가하였다(표 13.4). 현재 ENCC에는 총 입원의 13%에 상당하는
99개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13.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GHM 분류 알고리즘은 도입 이후 계속 수정되어 왔다. 2005년 이후 ATIH는 의료행위와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고 WHO의 ICD-10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정기적으
로 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ATIH는 의사와 통계학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
성하고, 여기서 하는 제안을 토대로 분류체계의 변경이 이루어진다(Patris et aI., 2001).
표 13.4 국가 원가 연구(National Cost Study)에 포함된 병원 및 재원일수a
2006
표본
자료에서
병원의 수b

포함된
사례수c

11

13

823,440

17

7

22

718,893

10

포함된
사례수c

입원일
전체에서
조사된
사례의 %

10

512,707

16

508,520

병원 유형

표본
자료에서
병원의 수b

대학병원
종합병원
암센터

2007
입원일
전체에서
조사된
사례의 %

5

268,358

25

7

387,184

36

민간비영리병원

11

168,616

15

13

224,590

20

전체 공공병원

42

1,458,201

10

55

2,154,107

15

민간영리병원

32

628,894

7

44

781,769

9

합계

74

2,087,095

9

99

2,953,876

13

출처 : ATIH, 2007b.
주석 : a ENCC 2008과 ENCC 2009에 포함된 2006년과 2007년의 자료 표본
b

제출된 자료가 비용 계산을 위한 질 표준을 충족하는 병원

c

참조비용 척도 계산에 이용된 사례수(절사 절차를 거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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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I에서 재원일수에 대한 정보와 ENCC에서 각 GHM 내의 환자치료 비용에 대한 정
보는 전체 분류체계와 진단군의 비용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동일한 자
료를 이용하여 제안한 변화가 분류 알고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ATIH는 ENCC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매년 GHM 원가가중치를 갱신한다. 그러나 자료
연도와 병원수가에 적용되는 연도 사이에는 항상 2년의 시간차가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병원원가자료는 2009년에 분석되어 2010년의 병원지불에 사용되
는 GHM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13.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3.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GHM에서 환자의 분류는 행정과 임상정보를 근거로 하며, 표준환자퇴원요약(RSS) 자
료에서 이용가능하다(그림 13.2). 의사가 보고하는 임상데이터는 병원의 의료정보단위
(DIM)로 전송된다. 여기서 자료를 점검하고 가공하면 전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이 정
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GHM을 선택한다.
환자가 입원 중에 병동을 옮기게 되면 각 과의 퇴원요약정보(RUM)는 하나의 RSS로
합쳐진다. 2009년까지는 주진단 코드가 입원시에 결정되고(first RUM의 주진단) 추가
진단은 2차 진단 코드로 부여했다. 현재 GHM 버전(11)에서, 주진단은 퇴원과(last RUM)
에서 부여하는데, 주진단은 입원 원인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분류 과정에서 고려되는
임상정보는 ICD-10을 이용하여 부여하는 주진단과 2차 진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랑스
시술 분류(CCAM)에 따라서 시술코드를 부여한다. 그밖에 신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체중과
연령(일수)도 포함한다. 환자의 중증도 수준을 정의하는 데 이용되는 행정데이터에는 연
령, 재원일수, 퇴원 유형(사망, 이송)이 포함된다.

13.3.2 분류 알고리즘
모든 퇴원환자는 표준 환자퇴원요약(RSS)에 포함된 정보를 근거로 한 가지 GHM으로 분
류된다. 그림 13.3은 분류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환자의 입원이 화학치료, 방사
선치료 또는 투석을 위한 세션 session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환자가 여기에 속할 경우
별도의 CMD (CMD 28)로 분류하고, 이것은 중증도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15개 GHM으로
분류한다. 분류 과정의 다음 단계는 장기이식에 대항하는 Pre-MDC 그룹을 확인하는 것
이다(catégorie majeure 27 ). 또한 다발성 외상 또는 에이즈 AIDS는 특정 CMD(26과 25)를
부여한다.

사망/전원

성별

체중과 연령

신생아

GHM

RSS(표준 환자 퇴원 요약)

RUM(내과계 병동의 퇴원 요약)

연령

생일

출처 : R. Cash for Mission T2A. 2009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그림 13.2 GHM의 환자 분류에 이용된 정보

존재하는 GHM 중 하나로
RSS 그룹화

여러 RUM으로부터 정보
요약(RUM이 1개인 경우
RSS = RUM)

재원일

퇴원일, 퇴원 유형

입원일

행정적 정보

기타 RUM

기타 RUM

2차 진단(Secondary diagnosis)

주진단과 관련된 진단(Linked diagnosis)

주진단(Main diagnosis)

임상적 정보
시술(Procedures)

248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13장

입원

MDC 28

이식술

MDC 27
(이식)

다발성
외상 진단

HIV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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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 26
(다발성 외상)

MDC 25
(에이즈)

진단,
시술

GHM 28Z01 ...
GHM 28Z016
(중증도 미동반)

시술,
진단

GHM 27C02
... GHM 27C07
(중증도 1~4)
& GHM 27Z02, 03, 04

GHM 26C02 &
GHM 26M02
(중증도 1~4)

시술,
동반상병

GHM 25Z02, 03
GHM 25C02,
GHM 25M02
특정 합병증 동반

시술

진단
MDC 1, … MDC 23
수술
OR 시술

비수술적
미분류

진단,
시술

내과계

진단,
시술

동반상병
재원일수
연령

동반상병
재원일수
연령

테스트
예

GHM ‘Z’ : 미분류(수술실 시술이 있거나 없음)

아니오

GHM ‘C’ : 외과계

GHM 분류

GHM ‘M’ : 내과계

그림 13.3 중증도를 포함한 GHM 분류
출처 : Adapted from Bellanger & Tardif, 2006

GHM
GHM
GHM
GHM
GHM
GHM
GHM
GHM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level

1
2
3
4

1
2
3
4

250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다른 환자들은 주진단에 근거하여 상호 배타적인 23개의 CMD로 분류한다. 그런 다음
분류 알고리즘은 입원 중 시행된 시술을 검토한다. 수술실(OR) 시술이 있는 사례는 외과
계 surgical로 분류한다. 비수술실(Non-OR) 시술과 관련된 사례는 기타 시술 other procedure로
분류한다. 시술과 관련이 없는 사례는 내과계 medical로 분류한다. 일부 CMD에서는 시술 유
형의 검토없이 분류되는 사례인 미분류 undifferentiated가 존재한다.
분류 과정에서 base-GHM은 주진단과 시술의 특정 조합으로 선택된다. 이때 보통 연
령, 합병증과 재원일수를 고려한다. 입원 중 여러 시술이 시행되었다면, 가장 복잡한 시술
(복잡성과 자원 이용 측면에서)로 base-GHM을 결정한다. 분류 과정 중 진단과 성별 또는
체중과 연령에 불일치가 있으면 error-GHM으로 구분할 수 있다.
GHM 버전(11)의 새로운 특징은 base-GHM이 4단계의 중증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는 것이다. 중증도 수준은 재원일수, 연령과 합병증 또는 동반상병(CC)을 나타내는 2차 진
단을 근거로 결정한다. 2차 진단 목록에는 복잡성 수준(level 2~4)과 배제질환(2차 진단은
주진단의 동방상병을 고려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
중증도 level 1은 동반상병이 없거나 재원일수가 3일 이하인 사례이다. 중증도 level 2는
재원일수 최소 3일과 level 2의 동반상병이 있는 사례이다. 중증도 level 3은 최소 재원일수
4일과 level 3의 동반상병이 있는 사례이다. 중증도 level 4는 최소 재원일수 5일과 level 4
의 동반상병이 있는 사례이다. 일부 질환의 경우, 환자의 연령이 2세 이하 또는 69세(또는
79세) 이상이면 더 높은 중증도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체계에서 사망도 중증도의
표시로 사용된다. 재원일수가 3일 이상이고 재원 중 사망했다면, 동반상병이 없는 환자는
level 1에서 level 2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는 병원이 사망 처리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충당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의료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부 base-GHM(당일 수술이 원칙인 백내장 수술)에서는 이전에 CM 24코드을 부여했
던 통원수술 사례를 분류하기 위해 추가 분류군을 만들었다.

13.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병원의 DIM은 자료의 개연성을 분석하기 위해 내부 규제를 한다. 이를 위해 ATIH는 재원
일수, 입원 유형, 동반상병과 중증도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프로그램(DATIM)을 제공한다.
ATIH는 각 병원에 (비교 대상 병원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이상치(異常値) 사례율을 제공
한다. DIM에 소속된 의사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기 전에 검사하고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병원국(ARH)과 건강보험기금은 지역별로 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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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과 개연성을 검사한다. ATIH는 이상치 사례 outlier case가 많은 병원들에 대해 외부 규
제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규제의 주된 목적은 부당청구와 상향 분류 upcoding

또는 분류 오류 wrong-coding를 찾는 것이다. 2006년, 약 530개 병원(전체 대상 병

원의 1/3)에서 15만 건 이상의 입원 사례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입원의 60% 이상(통원
사례의 80% 이상)의 시술 청구에 분류 오류 또는 불일치가 있었다(CNAM, 2006). 또한
규제를 통해 혁신약(DRG 수가 외에 별도로 지불되는)의 약 30%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 상향 분류 또는 분류 오류가 발견되면 병원은 지불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
다. 또한 해당 병원은 연간 예산의 5%까지 높은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
제로 회수한 세입은 2006년 약 2,400만 유로에 달했다. 2007년에는 이러한 규제 건수가
2배가 되었다.

13.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GHM에서 환자의 분류는 병원의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은 분류 작업을 최대한 활용
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갖는다. DRG 지불제도 도입 1년 후인 2006년, 건강보험기금의 외부
규제는 많은 병원들이 고의로 상향 분류를 하거나 부주의로 부정확한 GHM으로 분류한다
는 것을 입증했다. 즉 통원진료를 당일입퇴원으로 상향 분류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문
제라는 것을 확인했다(CNAM, 2006). 이에 따라 보건부는 2007년 그와 같은 시술을 당일
입퇴원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공표했다. 그리고 2005~2008년에는 동반상병이 없
는 환자가 모든 병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것은 DRG creep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6장 참조).

13.4 병원 내 원가 계산
13.4.1 규정
병원원가 계산 권장 모델은 ‘분석적 계산 analytical accounting’이다. 이는 자원의 소비를 다양
한 비용군으로 배부하는 하향식 top-down 계산모델이다(Ministry of Health, 2007). 1992
년 이후 ENC에 참여하는 모든 병원은 이 모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007년 데
이터베이스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의 원가 계산 방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공통원가 계산 규
칙을 법령으로 정했다(Circulaire DHOS 2007/06/27). 나머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분석적 계산모델보다 상세하지 않은 계산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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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ENC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거시적 원가 계산 gross-costing 방식과 미시적 원가 계산 microcosting

방식의 요소를 포함한 하향식과 상향식 bottom-up 원가 계산방식의 조합을 이용하고

있다(5장 참조) (Bellanger & Tardif, 2006). 참가 병원들은 모든 시술, 일부 특정 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직접비용, 혈액검사와 외부 위탁 병리검사, 민간의사 진료비에 대한 환
자-단위 patient-level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을 위해 병원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GHM으로 상환하지 않는 활동(교육, 연구, 정
신질환, 재활, 집중치료, 신생아, 민간병원 진료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외하고 환자
가 직접 부담하는 고가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비용도 제외해야 한다. 나머지 모든 비용은
여러 개의 원가중심점 cost centres으로 배부된다.
입원일당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원가중심점의 단위비용 unit cost이 결정되면 쉽게 인식
가능한 배부 기준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배부한다. 각각의 입원총비용은 의료비용, 간접비
용, 자본비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의료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특
정 의약품, 의료장비, 혈액검사, 외래검사, 민간의사 진료비와 같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비용 (2)직접 원가중심점의 비용-병동에 입원한 재원일수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배부
하는 병동별 임상비용(의료인력 및 비의료인력, 의약품, 자재, 병동운영비용, 장비 및 유
지비용) (3)의료-기술비용(마취, 수술, 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의약품과 이 부서들의 운영
비 포함). 이러한 서비스(영상검사 또는 외과계 시술과 관련된)의 환자단위 patient-level 소
비는 병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소비된 서비스와 의료-기술 원가중심점에서 서비스당 부
가원가를 근거로 환자에게 비용을 배부할 수 있다.
간접비용은 일반 운영비와 세탁, 식사, 소독, 의약품과 병원위생과 같은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다. 자본비용은 건물임대료, 이자, 건물 감가상각비와 세금을 포함한다.
간접비용과 자본비용은 계산된 일당비용 per diem cost을 근거로 환자에게 배부한다. 이와 같
은 일반적인 방법론이 있지만 비용요소 cost components가 항상 정확하게 공공병원과 민간병
원의 동일한 비용항목 cost items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13.5 상환을 위한 DRG
13.5.1 GHM 기반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2008년부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모든 급성질환 진료활동은 GHM에 근거하여 지불되
고 있다(그림 13.4 참조). 그리고 정신질환과 재활치료에 GHM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
한 시범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할 것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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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 외래 방문
(33 million)
가정 진료
(85,000)

급성기 진료
(9.9 million)
야간당일입퇴원

응급방문
(15.4 million)

- 주간당일입퇴원
- 통원수술
(~13 million)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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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진료
(투석&화학치료/
방사선치료)
(16 million)

입원서비스의 대안

기타 형태의 서비스

그림 13.4 병원에 대한 GHM 지불제도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범위
출처 : HCAAM, 2009

표 13.5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GHM 수가에 포함되는 비용 범주
병원

공공

비용 범주

민간비영리
DRG 수가에 포함 여부

의사 진료비, 사회적 부담 포함

예

아니오

다른 직원에 대한 지불

예

예

기술장비에 대한 투자

예

25%

고정 목록의 고가 의약품 및 장비

아니오

아니오

모든 임상 재료, 장비, 의약품

예

예

기반시설/간접비용

부분적으로

예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GHM 수가는 다르다(표 13.5). 비용 범주가 다르고 각각 역사
적 원가 historical cost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수가는 입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
(의료인력, 검사와 시술)을 포함하지만 민간병원의 수가는 의사진료비(행위별수가제로 지
불하는)와 해당 병원에 특별 배정해 지불하는 일부 기술장비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010년까지 일부 의료장비의 비용은 공공병원에서는 DRG 수가에 포함되었지만 민간병
원은 이를 별도로 청구했다. 프랑스는 2012년까지 두 영역 사이의 비용과 수가 계산 방법
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8년부터 자본비용(장비, 금융과 건물비용)을 GHM 수가에 포함했다. 이 수익으로
병원들이 자본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본비용(측정되지 않
는)의 일부는 병원 개혁으로 시행된 주요 투자계획에 투자하도록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특
정 기금을 편성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은 GHM 수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의 일부는 완전히

254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Cour des comptes, 2009).
2008년 GHM 지불제도는 병원 예산의 약 56%(670억 유로)이었다. MIGAC 2(공익사
업)에 대한 전체 지불액은 공공병원 예산의 약 10%였지만 병원 규모, 소유 형태 등에 따
라 큰 차이가 있었다. 고가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지불은 평균적으로 병원지출의 약
6%인 반면에 집중치료, 응급서비스와 장기이식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연간 보상은
전체 병원지출의 1.5%였다(그림 13.5). 재활치료, 정신질환과 장기요양에 대한 지불에는
총액예산을 사용했으며 전체 병원 지출의 약 27%였다.

13.5.2 참조원가와 수가 계산
GHM별 평균비용(참조원가 reference costs)은 ENC에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분리하여 계
산한다(ATIH, 2007a).
개별환자들의 비용 정보를 토대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다른 절사 trimming 과정을 통해
각각이 GHM에서 예외 사례를 확인한다. 첫 번째는 재원일수와 관련되며, 두 번째는 비
용과 관련된 것이다. 재원일수에 따른 절삭은 중증도 수준이 1인 GHM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평균재원일수(ALOS) × 2.5]보다 긴 모든 GHM을 제외하는 것이다.
ENCC는 평균적으로 모든 공공병원 입원의 0.7%와 모든 민간병원 입원의 0.4%를 이
러한 기준에 따라 절사한다(ATIH, 2009). 그러나 ATIH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비용

5.7%

1.5%
GHM 지불
총액예산제*
MIGAC
의약품과 의료장비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

9.9%

26.6%

56.3%

그림 13.5 병원 지출 전체의 구성, 2008
출처 : Adapted from ATIH, 2009
* 재활, 정신질환 및 장기요양 관련 예산
2

 교육, 연구와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한 일반적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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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절삭 과정에서 92건의 입원만이 절삭되었다.
ENCC에는 모든 병원이 아니라 일부 병원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병원 유형에 따라
GHM당 비용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병원의 유형을 다음의 5가지로 정의
한다. 입원 건수가 연간 16,000건 이하인 종합병원, 16,000건 이상인 종합병원, 교육병
원, 암센터, 민간비영리병원.
ENCC에서 얻은 GHM당 평균비용에 가중치를 부여할 때에는 평균재원일수, 소생 관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의 평균재원일수와 병원 유형별 평균 시술 횟수 등을 이용
한다. 민간영리병원은 해당 부분의 평균 부문의 평균재원일수, (필요 시) 소생술·중환자
실의 평균재원일수, 평균 시술 횟수 등을 가중치 변수로 이용한다.
참조원가는 GHM 지불의 부분별 총예산이 주어졌을 때 GHM당 수가 raw tariff를 계산
하기 위해 사용한다. GHM당 실제 수가 actual prices는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에서 책정한다.
이때 급성질환진료 부문과 다른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한도(지출목표)를 고려한다.
그 결과 거시적 수준에서 가격·제공량의 조절 기전이 작동하게 된다. 즉 병원 총활동량의
증가가 입원환자 부문에 배정된 목표량을 초과하면 GHM 수가를 낮춘다. ATIH에 의하면
2009년 GHM 수가는 MIGAC 예산의 증가, 고가의약품에 대한 추가지불액의 증가, 병원
진료량의 증가와 국가적 우선순위(암치료와 완화치료)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 각각이 GHM 수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따라서 다음 해에 GHM 수가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13.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DRG
GHM 수가는 매년 책정된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동일한 비용항목 cost items (13.5.1 참
조)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가 다르다. 그러나 병원의 규모 또는 수련 병원 여
부는 수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원지불은 극단적 사례에서 조정된다. 각 DRG마다 극단적으로 길거나 짧은 입원 사
례를 식별해 내기 위해 재원일 상한과 하한이 계산된다. GHM 수가는 재원일 상한과 하
한 사이에 재원한 정상군inlier 입원 사례에 적용된다. 재원일 상한 열외군outlier의 경우
에는 재원일수 상한을 초과하는 재원일수에 따라 해당 GHM별 추가 수가 Tariff EXH를 받
는다. 마찬가지로 재원일 하한보다 빨리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일당 기준으로 삭감한다
(Tariff EXB). 재원일수 하한은 공급자가 임상적으로 적절한 재원일수보다 더 빨리 환자
를 퇴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재원일수의 상한과 하한이 공공병
원과 민간병원에서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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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DRG 수가는 병원마다 다른 전이계수 transi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가중된다. 이
전이계수는 각 병원의 역사적 원가·수가 historical costs·prices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전이계
수는 매년 병원 예산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는 2012년까지
공공과 민간부문의 전이계수가 1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했다. 그리고 노동비용이 높
은 파리 지역과 프랑스령 지역의 병원에는 지역지표 regional index를 적용한다.
2012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하나의 DRG 수가를 도입하는 계획이 공공병원연합의
강력한 반발로 2016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2011년~2012년 일부 DRG의 시범 적용
이 시행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13.5.1 참조), 병원은 특정 서비스나 의약품, 의료장비에 대해
서 추가지불을 받으며 교육과 연구에 추가 지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공익사업(MIGAC)
에 대한 총액예산은 전국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ARH가 배분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MIGAC 예산 규모의 증가가 쟁점이다. 이러한 예산의 크기는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정
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13.5.4 질 관련 조정
의료의 질을 고려한 별도의 조정은 없다. GHM 지불은 결과의 차이에 따라 변하지 않는
다. 부적절한 조기퇴원(의료의 질 차원)에 대한 유일한 GHM 관련 척도는 재원일수 하한
보다 짧을 때 일당방식 per diem-based으로 삭감 지불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질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ARH에서
MIGAC 총액예산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배분액을 협상하여 지불한다.
GHM 지불제도의 도입과 함께 병원서비스의 질을 보다 잘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대규모 작업이 보건부 Ministry of Health와 고위보건당국 High Health Authority (HAS)
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치료 과정과 구조·조직의 질을 측정하는 일련의 지표를
자발적으로 참여한 소수의 병원에서 검증과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2011년~2012년에 보급
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표준화사망률, 재입원율과 합병증발생률 등의 결과지
표는 이러한 일련의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다.

13.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GHM 지불제도의 주요 유인은 병원활동을 늘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병원은
GHM당 고정된 수가 tariff를 받기 때문에 재원일수를 줄이고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입원부문의 목표량을 초과하게 되면 GHM 수가가 삭감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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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병원은 해당 연도에 일어난 병원활동의 증가가 그 다음 해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될지 알 수 없다. 매년 GHM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 생산성을 증
가시키는 유인이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
병원들이 갖는 가장 잘못된 유인은 상향 분류와 분류 오류이다(13.3.4 참조). 다른 왜
곡된 유인의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환자를 선택하거나 회피하는 것cream-skimming은 공공
병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 환자를 선택하여 진료하는 것은 법
으로 금지되어 있고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13.6 신기술·혁신기술
프랑스에서는 병원의 비용상승적인 혁신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미치는 DRG 지불제도의
영향(9장 참조)은 주요 관심사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신기술 이용에 가장 관대한 국가
중 하나이다(De Pouvourville, 2009).
환자분류체계와 GHM 수가는 혁신 의약품과 기술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그러나 고가의 혁신 의약품과 기술이 병원에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 개발
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두 가지 재원조달 기전이 있다. 여기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자
세히 설명한다.
1. 일정한 수의 고가 혁신 의약품과 의료장비는 추가지불을 받으며 이러한 목록은 국
가 차원에서 정한다. 추가 지불은 최대 표준가격으로 지불받는다. 이러한 의약품과
장비에 대한 총지출은 2005~2007년 사이 37%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24억 유
로에 달했다.
2. 혁신기술의 개발에 대한 재원조달은 MERRI (Missions d'enseignement, de recherché, de reference et d'innovation: 교육, 연구, 준거와 혁신) 총예산 내에서
특정 예산 할당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불은 실험적 차원에서 구체적 혁신
기술(인공심장, 신형 귀 삽입물 등)뿐만 아니라 혁신활동의 일반적 비용을 포함한
다. 이러한 예산 범위 안에, 아직 시판 승인을 받지 않은 혁신 의약품을 빨리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구체적 지불제도인 임시사용허가(ATU)가 있다. ATU는 개
별환자 또는 환자군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청 Agency for Safety of Medical
Products

(AFSSAPS)은 의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이에 대한 결정을 한다. ATU

에 대한 승인과 자금조달은 1년 단위이지만 갱신 가능하다. 개별 ATU의 기간은 치
료 기간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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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프랑스 GHM 시스템에 대한 평가
13.7.1 공식적 평가
최근 많은 공공기관들이 프랑스의 GHM 지불제도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보건
부 산하의 평가위원회 Evaluation Committee에서는 2009년 9월 병원지불 개혁의 재정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DREES, 2009). 보고서에 따르면, GHM 지불제도의 도입 이후
민간병원의 재정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공공병원은 악화되었다. 2007년 공공병원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였으며, 전체 재정적자는 약 5억 유로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병원의 활동
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웠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800개 병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병원들의 조직적 변화에 대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병원들이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환자 이송, 병원 합병 등 병원활동의
구조를 변경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 왔음을 지적했다. 의료와 인적자원 관리에는 거의 변화
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수요중심으로 병원자원을 배치하는 데 목표를 둔 지역보
건계획과 GHM 지불제도가 제공하는 유인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보건계
획 개발은 재정기획과 분절되어 있고 병원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무시할 때도 있었다.
2009년 감사원Cour des comptes에서는 공공회계에 대한 연례평가의 일환으로 GHM 지불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GHM 지불제도가 병원부문의 효율
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1)GHM
지불제도는 관리자와 지역 규제당국에게 매우 불투명한 비용통제 기전이 되었다 (2)병원
자원(수입)의 측정과 추적 관찰이 불충분하다. 예를 들어, 병원수입(공공건강보험, 환자와
민간보충보험 등으로부터)이 병원의 생산성·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판단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보고서는 수가·서비스량 통제기전의 불가독성 문제와 이로 인해 병원이 수입을
예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수가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고 포
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호한 수가 결정 과정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감사원 보고서는 입원 예산에서 DRG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2005년에
서 2007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평가했다. DRG 수가는 평균 4% 증가했으나 고가 의약
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지불이 37% 증가했고 다른 일상적 보충지불은 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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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저자의 평가
아직까지 프랑스의 GHM 지불제도는 효율성, 투명성, 재정건전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효율성이 높은 공급자를 확인하고 의료행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여
러 관계자들의 행위에 나타난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용자료를 얻을 수 없다. 즉 생
산성 향상과 관련하여, 통원활동의 증가 중 어느 정도가 효율성 상승에 따른 것이고 상향
분류나 분류 오류 또는 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것인지 불확실하다. 재입원, 피할 수 있는
사망률 등과 같은 질 관련 지표 또한 이용할 수 없다.
거시적 수준의 수가·서비스량 통제 기전은 생산성과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원
에게 매우 불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서 병원은 병원활동에 따른 수입을 예상할 수 없게 된
다. 수가는 점점 비용과는 별도로 설정되고 이것은 보건의료 시설(특히 민간병원)이 비용
이 더 낮은 진료·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효율성과 질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호한 기전을 통해 할당되
는 GHM 지불의 비용뿐만 아니라 GHM 시스템의 모니터링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하다(비용·수가 계산 방법, 개별 공급자의 자료 등). 그리고 계약방식은 개별 공급자에게
서비스량과 질에 관해 분명한 신호를 주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13.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현재 프랑스는 총액예산으로 지불받는 재활과 정신질환 등 기타 병원서비스에 대해서도
GHM 지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료의 DRG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증명되었다. 한편 보건부는 ATIH와 함께 재활치료에 대한 DRG 시스템을 개발
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환자 서비스에 적용된 것과 비슷한 논리를 적용했다. 보건부
는 2011~2012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분류체계를 시범 실
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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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독일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4.1.1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독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 특징은 16개 주, 연방정부 및 법정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의사
결정권 공유이다. 또한 법정건강보험 Statutory

Health Insurance (SHI)은

비스마르크 원칙에

따라, 의무 가입을 기본으로 하며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지불자와 공급자 단체들에게 중요
한 권한을 법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독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법정건강보험(SHI) 및 질병금
고 sickness

funds와

그 유관기관, 그리고 법정건강보험(SHI) 소속 의사협회는 준공공기관

quasi-public corporation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자치적 협동조직 구조는 개정을 운용하고 기

본 법률체계 안에서 법정건강보험(SHI)이 보장하는 급여를 전달한다. 이 조직들은 의무
가입제 및 내적 민주주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들은 급여, 수가 및 표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연방 수준),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대한 관리 및 제재에 필요한 계약에 수
평적으로 협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지역 수준). 즉 상위 조직에서 내린 의사결정에 대
한 수직적 지침 하달과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합법적 이해당사자들 간의 철저한 수평적
의사결정과 계약체결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독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초석은 제5차 독일사회법 the German Social Law (SGB Ⅴ)이
다. 이 법에서는 서비스를 크게 외래와 입원서비스로 나누고, 계획, 자원할당 및 재정의
각 영역을 철저히 분리해 별도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의사결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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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이외에도 여러 조직들이 자문(예: 간호사와 기타 보건 전문가), 참여와 건의(예: 환자
단체) 또는 의사결정 및 재원조달 파트너(예: 환자당 사례별 지불을 하는 민간건강보험)
가 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 주체로서 기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를 갖는다.

재원조달
독일은 국내 총생산(GDP)의 약 10.4%를 보건의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부문의
세 가지 주요 재원은 법정건강보험(전체 보건의료지출의 57.5%), 민간건강보험(9.3%) 그
리고 본인부담(13.5%)이다(DESTATIS 2009; 2007년 자료).
전체 국민의 약 75%만 의무 가입 대상이었던(사실상 99.5%가 가입) 종전과는 달리 2009
년부터 독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국민의 약
86%는 법정건강보험(SHI)을, 10%는 민간보험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나머지
는 특별 공급이 적용됨). 민간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개인의 위험risk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득이 3년 연속 특정 기준(2010년 기준 연간 49,950 유로, 또는 월 4,162.50 유로)을 넘
는 개인의 경우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법정건강보험 보험료는 임금을 기준으
로 산정된다(2009년 7월 1일부터 개인 총소득의 14.9%로 보험료 상한액은 월 3,750 유로).

14.1.2 독일의 병원서비스
독일의 병원 소유 형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병상의 절반은 대부분 공공병원이 차지
하고 있으며, 35%는 비영리병원, 16%는 민간영리병원이 점유하고 있다. 민간영리병원의
경우 1990년부터 병상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 병원 부문의 주요 통계는 표 14.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병원 확보 계획 및 유지
입원 부문에 대한 병원의 지불 보상 방식은 1972년에 도입된 병원 재정법 the
nancing Act (KHG)의

Hospital Fi-

이원 원칙 duality을 따르고 있다. 이는 (병원의 재정을) 두 개의 서로 다

른 재원에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의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주정부 예산을 통
해 직접 보상을 받는 반면 운영 비용은 질병금고와 민간 건강보험을 통해 상환받는다.
16개 주정부들은 병원의 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각 병원연합과 질병금
고의 자문을 받아 주정부가 정한 ‘병원소요계획 Hospital Requirement Plans’에 따라 진행된다.
병원소요계획에는 개별 병원뿐만 아니라 각 주의 모든 병원들에서 제공해야 하는 병원 수
용 능력 및 제공 서비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공급자연합과 질병금고 등의 자치단체들은 병원의 재원조달 체계를 정의하는 법 규정
및 독일 G-DRG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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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병원의 규모 및 소유 형태에 따른 주요 현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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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G-DRG 시스템은 병원의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병원에서 재활환자, 정신질
환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환자들의 법정건강보험(SHI) 가
입이나 민간보험의 소유, 의료비 자비 납부 환자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Tuschen & Trefz,
2004). 정신질환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제외한 모든 임상 부서에 DRG가 적용된다.
DRG 제외 서비스는 2009년 병원재정개혁법 Hospital

Financing Reform Act (KHRG)을

통해

2013년까지 자치기관들이 일당지불을 기본으로 환자의 특성과 제공된 시술에 따라 보정
된 전향적 지불제도(PPS)의 개발과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병원서비스와 활동 범위
독일의 병원들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독일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
여 입원과 외래 부문 간의 경계가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병원은 입원서비
스 위주로 진료해야 하며, 응급진료를 포함한 외래서비스는 지역의사협회와 협회 소속 의
사의 개인 클리닉에서 제공된다. 다만 대학병원들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공식 외래진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허용되며,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외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 과장 head physician이 지역의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병원 기준이 아닌
개인 의사가 외래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병원의 통원수술과 수술 전후 외래진료의 활동 수준이 증가해 왔다. 2004년 이후로는
고도로 전문화된 진료서비스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외래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합 진료 모델 integrated care models(질병금고와 서로 다른 진료
영역의 의료 제공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제공)에 참여하는 병원은 외래진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하나, 의료제공자 측의 파트너가 외래서비스 제공자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진료는 일반의나 전문의가 제공하는 외래진료서비스와 명백
하게 분리되어 있다(그림 14.1 참조). 일반적으로 병원 진료는 일반의 또는 전문의 개인
클리닉에서 환자의 병력과 초기 진단을 명시한 병원 진료 의뢰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
고, 퇴원하거나 일반의(또는 전문의)에게 다시 전원되며 끝난다. 몇몇 진단(암 검사 등)의
경우 입원과 외래서비스 영역 모두에서 제공될 수 있다.

제3의 지불자와의 관계
앞에서 언급한 ‘이원적 재원조달 dual financing’ 원칙에 따라 병원 기반 시설을 위한 투자는
주정부에서, 운영비용은 DRG 청구로 질병금고에서 재원을 조달받는다. 이러한 운영비용
의 상환은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모든 병원들과 질병금고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량 내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병원이 협상 내용보다 더 많은 진료를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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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후
(일반의, 전문의, 재활)

입원진료

일반의,
전문의로부터
의뢰

통원수술

일반의,
전문의에게로
퇴원 혹은
재활 치료

입원과 외래에서 모두 제공하는 고도의 전문진료
(예: 낭포성 섬유증)

그림 14.1 진료 영역 구분에 따른 전형적인 진료 흐름

다면 DRG 상환 금액은 일정 부분 삭감되고, 반대로 적은 진료를 제공했다면 상환 금액은
증가하게 된다.
병원의 장기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은 각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주정부에 청구해야
한다. 각 주정부는 병원 건축에 대한 투자와 그외 자산의 초기 재원조달과 대체를 구분하
여 승인한다. 병원 재정법 Hospital Financing Act (KHG)에 따라 개별 병원은 각 주의 ‘병원소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지원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병원소요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병원은 단기 자산(3~15년)에 대해 정률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주의 예산 상황과 정치적 고려를 통해 병원의 시설 투자를 결정한다.
반면 특정 병원이 ‘병원소요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설 투자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
한다. 병원에 대한 공공 투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4.1.3 DRG 시스템의 목적
G-DRG 시스템은 다음의 여러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도입되었다. 먼저, 일당진료비를 상
환의 기본 단위로 하여 예산을 책정하던 예전의 상환 방식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방법으
로 DRG를 이용하여 좀 더 적절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병원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과 사례구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DRG를 통해 병원 내 운영을 보다 정확히 문서화하고, 병원 관리 능력을 향상해
병원서비스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재원일수와 병상수가
감소하면 비용 통제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Brau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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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14.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독일의 G-DRG 시스템은 호주 AR-DRG Australian

Refined Diagnosis-Related Groups (version

4.1)를 근간으로 2003년에 도입되었다. G-DRG 시스템은 외래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으
며, 2003년에 664개였던 DRG 분류 그룹이 2010년 1200개 그룹으로 증가했다. 진료 사
례를 해당 DRG군에 배정하는 절차는 퇴원환자 자료세트를 사용한 알고리즘에 따라 진행
된다. 퇴원환자 자료세트에는 주진단과 기타 진단, 임상시술, 환자 특성(연령, 성별, 신생
아 체중 등), 재원일수, 외출 기간, 퇴원 사유와 입원 유형(예: 응급실, 일반의가 진료 의
뢰, 타병원에서 전원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환자 자료세트를 ‘그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DRG에 배정한다(14.3 참조). 개별 DRG는 25개의 주진단 범주
(MDC) 중 하나로 할당되며, 병원보수체계연구소 the Institute for the Hospital Remuneration System (InEK)에서

표본병원들이 제출한 평균비용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고정 원가가중

치를 가지고 있다.

14.2.2 DRG 시스템의 개발
2000년 법정건강보험 개혁법 the

Statutory Health Insurance Reform Act이

G-DRG 시스템 도

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혁법은 1972년 KHG에 의해 도입된 병원 재정법 the Hospital
Financing Act의

이원적 재원조달 방식 dual financing 이후 독일 병원부문에 있어 가장 큰 개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입원진료에 대한 사례 기반 상환 방식인 G-DRG 시스템의
근본적인 특성을 정의하는 한편 연방자치기구(연방질병금고연합, 민간건강보험연합, 독일
병원협회 등)들이 2000년 6월까지 G-DRG 시스템을 선택하고 자체적으로 DRG 기반 상
환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 자치 기구들은 질병의 중증도와 사례의 복잡
성을 정확히 분류하기 위해 DRG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성과 중심 사례 지불에
따르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2000년 6월 이 연방자치기구들은 호주 AR-DRG를 독일
DRG 시스템의 기반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G-DRG의 도입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4.2 참조). 첫 단계인
준비 기간은 2000~2002년으로, AR-DRG를 독일 병원 환경에 맞추는 과정으로서 다음
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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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년

2005~2009년

2010년 이후

2. 예산 중립 단계

3. 주별 기본요율로의 통합 단계

4. 정책에 대한 논의

병원별 기본요율(base rate)
일당수가제 예산
(2003년)

15%
20%
20%
20%

1. 준비
단계

변형

25%

주(State)별
기본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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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또는 최고가
•선택적 협상 또는 일괄 협상
•의료질 보장(조정)
•예산 책정(서비스량)
•이원적 재원조달 또는
단일 재원

25%
20%
20%

DRG 예산
(2004년)

20%
15%
병원별 기본요율

그림 14.2 독일에 DRG가 소개된 과정
출처 : Neubauer & Pfister, 2008, with modifications

1.	독일 의무기록 및 정보연구소 the German Institute for Medical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DIMDI)는 WHO의 ICD-9-CM을 바탕으로 한 호주의 시술 코드를 독일의 시술 분
류 코드(OPS)로 전환하였고, 진단 코드에 대해서는 WHO의 ICD-10 진단 분류 코
드를 독일 버전인 ICD-10-GM으로 전환하였다.
2.	InEK는 독일의 상대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한 원가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InEK는
상대 원가가중치relative cost weights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기구로서 설립되었다.
2001년에 소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호주의 ‘그룹화 프로그램’을 시험했고, 2002년에
그 결과에 대한 토의를 거쳐 G-DRG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했으며,
2002년 말 첫 G-DRG 버전을 만들었다. 이 초기 버전을 위해 DRG 적용 대상인
1,800여 개의 병원 중 약 100여 개의 병원들이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한 비용 정보를
자발적으로 InEK와 공유하였다. G-DRG 버전 1은 664개의 진단 그룹으로 구성되
었다.
두 번째 단계인 2003~2004년까지는 DRG를 적용하고, 예산 중립 단계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 병원은 기존에 협상된 예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상환 단위가
더 이상 일당수가가 아니라 DRG를 따른다는 것이다. 2003년에는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G-DRG를 사용하여 환자를 분류하도록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높은 예산을 협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G-DRG 사용을 장려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병원들이 의무

268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적으로 G-DRG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당수가제에 기반한 예산에서 DRG에 기반한 예
산으로 변환하는 것은 과거의 예산 산정 방식을 DRG 예산(수익 예산) 산정 방식으로 변경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DRG 예산’ 내의 원가 항목을 계속해서 다르게 상환
되는 병원의 추가 활동(예: 정신과 서비스, 간호학생 교육)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했다.
2002년까지는 일당수가제 책정을 위해 합의된 환자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계
산한 반면, 2003/2004년 예산은 사례구성 casemix(모든 환자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을 바
탕으로 병원의 기본요율 base rate에 따라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독일 병원 부문 최초
로 병원의 효율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즉 동일 사례구성을 비교할때, 기본요율이 높
은 병원은 기본요율이 낮은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받아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후 ‘사례구성casemix’과 ‘사례
구성 지표casemix index (CMI)’는 병원들을 비교할 때 매우 자주 사용하는 흔한 용어가 되었
다. 사례구성casemix이란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DRG 원가가중치의 합이다. CMI라고
도 불리는 평균 사례case 가중치는 특정 병원의 사례구성을 전체 사례 수로 나누어 계산한
다. 이렇게 계산된 CMI는 특정 병원의 평균 DRG 원가가중치와 동일하며, 병원에서 진료
한 고가 질환에 대한 주요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지방의 작은 병원들은 평균 1 이하
의 CMI를 갖는 반면, 대학 병원들은 1.5 이상의 CMI를 갖는다.
세 번째 단계인 2005~2010년까지는 통합 convergence의 단계로, 병원들의 개별 기본요
율을 16개 주 각각의 주별 기본요율 state-wide base rates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통합의 출발
점으로 2005년에 처음으로 주 단위의 기본요율을 협상했고, 이것을 해당 주의 모든 병원
의 기본요율로 사용했다. 병원 예산(수익 예산)은 여전히 병원별 기본요율로 계산해 협상
했으나, 각 병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기본요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주별 기본요율로 바뀌게
되었다. 2005년에는 병원별 기본요율을 주별 기본요율에 맞추기 위해 두 기본요율 간 차
이를 15%로 결정했고, 2006년에는 35%(15% + 20%)가 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지속적으
로 진행하여 2009년까지 병원별 기본요율이 주별 기본요율과 동일해지도록 하였다(그림
14.3 참조).
초기에 병원별 기본요율은 지방의 영세한 병원의 경우 2,200 유로부터 도시의 대형 병
원의 3,200 유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차이는 병원 간의 상환 협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Friedrich et al., 2008). G-DRG 시스템은 병원의 규모, 투
입 가격의 차이, 대학병원 여부 등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요율의 통합
은 고비용 병원들이 원가를 낮추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치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개혁을 하기 위해 예산의 손실을 최소화하였
다. 2004년 예산 대비 2005년 예산은 손실을 1% 수준으로 최소화하였고,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3%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9년까지 초기에 기본요율이 높았던 병원 중

14장

269

독일: G-DRG의 이해

유로
개별 병원
기본요율

예산 손실 한계
(전년 예산)
-15%
(차액 중)

손실

2005: 1%
-20%
(차액 중)

2006: 1.5%
-20%
(차액 중)

주(state)별
기본요율

2007: 2%
-20%
(차액 중)

2008: 2.5%
-25%
(차액 중)

2009: 3%

+25%
+20%

이득
+20%
+20%
+15%
개별 병원
기본요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년

그림 14.3 통합의 단계
출처 : Neubauer & Pfister, 2008, with modifications

일부는 주 기본요율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2010년부터는 예산 손실에 대한 안전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모든 병원에 동일한 주 기본요율이 적용되었고, 더 이상 개별
병원의 기본요율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그림 14.4 참조).
그리고 2010~2011년부터 4단계의 과정을 통해 G-DRG의 수정안이 계획되었다. 그
수정안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2010년부터 InEK에서 전국 기본요율 nationwide base rate을 산출하여 2014년까지 주별

●

기본요율이 전국 기본요율의 1.25% 이하, 2.5% 이상에 근접하도록 한다.
●

2009 KHRG에 의해 지방정부가 병원의 시설 투자 비용을 DRG 원가 계산에 포함
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상환과 관련하여 주에 따라 단일 지불자 방식이 가능해졌
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병원 투자 비용에 대한 주정부의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시스
템 내에서 사용될지 명확하지 않다.

●

정신질환 진료도 DRG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상환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재원일
수와 자원 사용이 결합되어, 즉 일당수가를 기준으로 원가가중치를 계산해 기존의
DRG와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다.

표 14.2는 G-DRG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시간에 따른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
기서 두 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한 표본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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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K
•매년 사례 지불 목록의 개발
•자료 내용 검토

DIMDI
•분류 기준의 개발과 개정
(ICD-10-GM과 OPS 코드)

검토 분석된
자료

자료센터
•자료세트 수집
•환자와 비용자료의
기술적 검토
•익명화 자료

샘플 병원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사례별 비용자료:
매해 3월 31일까지 보고

질병금고
•의료심의위원회의
자료 검토
•병원지불

상환을 위한
사례 자료 보고
(§301 SGB V)

모든 병원들로부터의 사례별
성과 자료와 병원의 구조적 정보:
매해 3월 31일까지 보고
(§21 KHEntgG)

병원

7월 1일까지

연방 통계청
•자료 출간

그림 14.4 G-DRG 시스템의 상환과 개정에 사용되는 자료의 종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중증 및 희귀질환을 진료하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들의 참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2)DRG에 새로운 질환군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질환군이
나뉘면서 DRG 그룹 수가 급증하고 고가 의약품 등에 대한 보충 수가 Supplementary fee도 급
격히 증가하였다.

14.2.3 DRG 시스템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정보는 G-DRG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임상 정보에 대한
적절한 코딩으로, DRG의 분류 방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별 환자의 특성에 따른 정확한
진료비 상환의 촉진(병원별 상환) (2)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한 원가자료 (3)사례별 수가 목
록의 정기적인 개정을 돕는 의료 혁신에 관한 정보.
InEK는 독일 병원들의 후향적 retrospective 원가 정보 및 성과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원
가가중치를 계산한다. 독일의 모든 병원은 병원의 구조적 정보(병원 유형, 소유권, 병상
수, 견습 인력, 직원수, 총비용과 관련된 정보)와 사례별 성과 자료(진단, 시술, 입원 사
유, 퇴원일과 관련된 정보)를 매년 자료센터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21 병원지불에
관한 법률, Hospital Remuneration Act [KHEn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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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DRG의 이해

* 그림 14.6에 의거한 병원의 상환

출처 : InEK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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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25

0

Day care DRG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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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 G-DRG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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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은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한 표본 병원으로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 그
리고 참여하는 병원은 환자 단위의 원가자료를 InEK에 제공해야 한다. InEK는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원가자료를 얻기 위해서 ‘계산 편람 Calculation Handbook’을 바탕으로 표준
화된 원가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InEK, 2007), 표본 병원들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
도의 모든 자료를 자료센터로 보내야 한다. 자료 검증 후에는 InEK가 7월 1일까지 자료
를 받아 다음 연도의 사례별 수가 목록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2010년 G-DRG는 2008
년의 후향적 비용 및 구조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2009년 자료는 자료의 개연성 평
가 및 원가가중치의 재산출에 사용한다.
세 번째 유형의 정보는 DIMDI가 개발, 관리하는 OPS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진단과
진료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14.2.2 참조). DIMDI는 InEK, 연방 의료의 질 보장
국 Federal Office for Quality Assurance (BQS) (14.5.4 참조)과 다른 전문(의료)협회들이 환자 분
류(ICD-10-GM과 OPS 내에서)와 관련된 제안 사항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발전
시켰다. 여러 실무팀이 모든 제안 사항들을 검토, 평가 및 수정하며, 채택된 제안들은 새
로운 코드 또는 수정된 코드로서 반영된다. OPS와 ICD는 둘 다 매년 개정되며, 신의료
기술은 순차적으로 포함되어 기존의 의료 코딩 목록에 추가된다(14.6 참조).
또한 InEK는 DRG 목록을 개발할 때 최신 의학 지식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
라서 InEK는 제안 사항을 수집하는 절차(항목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를 발전시켜서,
특정 DRG의 개정 시 의학 전문가들의 임상 지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한다. 임
상의들의 의견을 수집한 후, InEK는 제안 사항들을 실증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통계 분석
을 실시한다. G-DRG 2010년 버전의 경우 실증 분석된 제안 사항들 중 약 37%(700건 중
410건)를 포함하였다(InEK, 2009a).

14.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4.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진단과 시술은 환자를 특정 G-DRG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ICD-10-GM을 사용하여 진단을 분류하며 대부분 OPS를 사용해 특정 코드를 시술에 부
여한다. OPS는 원래 입원환자의 수술에 관한 시술 코드만을 포함했으나, 2004년부터는
일반 입원환자의 임상시술 분류 사용되어, DRG의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
고 2005년부터는 통원수술 시술 또한 OPS에 포함한다. 따라서, 통원수술 시술이 제공되
는 통원진료에 대해서도 OPS를 사용하고 있다. OPS는 G-DRG에서의 역할 이외에도 의
료의 질 보장(14.5.4 참조)과 신기술의 도입(14.6 참조)을 증진하도록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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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분류 알고리즘
그림 14.5는 분류 과정을 간결히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자원 소모가 극도로 많은 사례의
경우, 특정 시술 코드(예: 이식수술)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DRG를 결정한다. 이러한 DRG
를 ‘Pre-MDC’ DRG라고 한다. 이외의 모든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주진단을 이용해서
환자를 25개의 MDC로 분류한다. MDC는 1번에서 23번까지 숫자를 부여받으며, 18번과
21번은 각각 A와 B로 세분화된다. 특히, 특정 MDC는 ICD 분류에 상응하는 신체계통의
질병과 일치한다. ‘Pre-MDC’와 관련된 모든 DRG는 A로 시작하는 반면, 25 MDC는 B에
서 Z까지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MDC 1(신경계통) = B 또는 MCD 14(임신,
출산 및 산욕기) = P와 같다.
다음 단계에서는 시술 종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사례를 해당 ‘기본 DRG (base-DRG)’
로 분류한다. 기본 DRG는 밀접하게 연관된 진단과 시술로 이루어진 군으로 동반상병
이나 환자의 연령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는다. 각 MDC 내의 기본 DRG는

사례자료
(인구학적 임상학적 특성의 자료 )
이식transplantation, 환기술ventilation 등

주진단, 시술, 인구학적 특성
등에 대한 의심

주진단을
바탕으로
MDC 배정

Error DRG

MDC 1

MDC 2

MDC 3

…

Pre-MDC
Pre-MDC 절차

…

…

MDC 23

주진단
+ 적어도 하나의
외과계 시술

+ 외과계 시술 없음, 그러나 해당 MDC에 필수인
다른 시술 존재

외과계
세부 분류

기타
세부 분류

+ 해당 MDC에 대한
시술 없음

내과계
세부 분류

기본 DRG
(G-DRG 버전 2010 : n=594, 6 Error DRG 포함)
자원 소모의
차이 없음

n=294

세분화하지 않음
DRG (n=294)

n=300
동반상병, 의학적 시술, 나이,
임상적 중증도, 합병증, 퇴원 사유

그림 14.5 G-DRG 분류 알고리즘
출처 : Updated and modified from Schreyögg et al., 2006

자원 소모의
현격한 차이 존재

세분화
DRG (n=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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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의 ‘내·외과계 부문 partition’을 나타내는 두 자리 숫자를 포함하는데, 01에서 39는 수
술 DRG(예: B01-B39 수술을 동반한 신경계통 질환)를, 40에서 59는 DRG에 필수적인
다른 주요 시술을 동반한 DRG를, 60에서 99는 기타 DRG를 나타낸다. 2005년부터는
MDC 5(순환계통)와 MDC 8(근골격계통과 결합조직)에 대한 DRG 세부 분류 기준이 완
화되어 39 이상의 DRG가 수술 시술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 DRG는 추가적 기준
에 따라 별개의 DRG로 분류될 수 있어서 자원 소모의 차이를 반영할 수가 있다. 그런 다
음 특정 사례는 동반상병, 시술, 환자 특성과 비용자료와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최종 DRG
로 분류되는데, 최종 DRG는 세분되지 않은 기본 DRG이거나 또는 적어도 두 개로 세분화
된 DRG 중 하나가 된다. 기본 DRG가 세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DRG 코드의 네 번째 자
리는 알파벳 Z로 표시되는 반면, 세분화되는 경우는 A, B, C 등을 사용하여 자원 소모 강
도의 순서에 따라 B02A ＞ B02B ＞ B02C와 같이 표현된다.

14.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원가자료
그림 14.4가 보여 주듯이 자료센터는 먼저 원가자료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서 서비스의 유무와 모든 자료세트의 자료뿐 아니라 자
료의 호환성과 암호화, 또한 자료들이 서비스와 원가자료를 포함하는지를 검증한다. 정신
과 진료와 같이 DRG와 관련이 없는 사례들은 제외된다. 다음 단계로 InEK는 3단계 확인
절차를 걸쳐 금전적, 의학적 개연성을 검증한다. 첫째, 모듈당 최소, 최대 비용(예: 일당
임상 인건비, 병원 총비용)과 모듈 간의 비율(예: 마취 원가 ＜ 수술 원가)에 대해 금전적
인 검사를 한다. 둘째, G-DRG 분류 코드(ICD-10-GM과 OPS)의 준수 여부에 대해 의
학적인 검사를 한다. 셋째, 금전적 정보와 의학적 정보가 일관되는지 검사한다(예: 고관
절 치환 수술의 사례당 원가는 인공 관절의 실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방사선 시술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원가가 원가 센터 9의 ‘방사선’ 원가의 일부여야 한다). 2009년에는 이러
한 개연성을 검증한 후에, 4,539,763건 중 3,257,497건(약 72%)을 가중치 계산에 사용
할 수 있었다(InEK, 2009a). 개연성이 검증된 자료는 원가가중치와 절사점 trimming point
을 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임상 자료
진료비 상환을 위해 모든 병원은 사례 자료를 질병금고에 제출해야 하며(§301 SGB V),
이 자료는 주로 임상자료(진단, 시술), 환자의 인구학적 자료(연령, 성별), 행정 자료(입원
일, 수술일, 퇴원일)로 구성된다. 질병금고의 지역의료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들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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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사례의 DRG 할당 및 각각의 서비스 이용을 평
가한다(§275 SGB V; §17 KHG). 이를 위해 무작위로 선별한 병원에 인력을 파견하여 의
료 제공과 코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상향 분류를 한 것이 밝혀질 경우, 병원
은 해당 수입을 질병금고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병원이 수입의 증가를 위해 고의적으로
상향 분류를 한 것이 발견되면 반환액 이외에도 반환액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009년에는 모든 병원 사례들 중 12%(약 1,700만 사례)가 질병금고의 감사를 받았
으며, 감사된 사례당 평균 약 850 유로가 환수되었다(MDS, 2011).

14.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상향 분류/분류 오류
독일 병원의 수입은 제공 서비스의 양과 가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병원은 실제 제
공한 것보다 더 많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분류하는 유인을 갖는다. 질병금고
의 의료심의위원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향 분류 up-coding 또는 분류 오류 wrongcoding를

확인하고자 무작위로 선별된 병원의 개별 사례들을 심의한다.

경증 환자 선별 cream skimming or cherry picking
역선택은 특히 지방에서 병원의 역할과 유지 사명에 대치되는 문제이다. 사례별 수가 목록
Case Fee Catalogue은

최신의 입원진료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정된다. 따라서, 원가가

중치는 매해 변경되고, 수가집은 환자 선별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특정 진료에 대한 DRG의 공헌이익 contribution margin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병원이 공헌이익에 따라 수용력을 조정하는 유인을 저하시킨다.
이것은 특정 병원서비스의 제공이 종종 특정 기반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직적 변화를 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조기 퇴원
비용 절감을 위한 조기 퇴원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DRG 도입 이래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G-DRG는 조기 퇴원 문제의 방지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주요 도구를 이용한다.
첫째, 사례별 수가 목록을 매년 개정하고 원가가중치 및 이상치(異常値) 상환을 위한 절사
점 trimming point의 재조정을 통해 고비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상환을 하며, 단기 체
류 이상치는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조기 퇴원의 유인을 줄이고자 한다. 둘째, 퇴원 후 30일
이내 동일한 원인으로 재입원하는 경우 추가 상환 없이 본래의 DRG로 상환한다. 이러한 방
식은 부적절한 조기 퇴원이 적어도 재입원을 야기할 경우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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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병원 내 원가 계산
14.4.1 규정
독일에서 병원의 원가 계산은 의무적이거나 직접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G-DRG
시스템 도입으로 자원 소모량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및 원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의료회계부서는 독일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별도로 관리
하고 있는 부서이다. 의료 관리자(주로 코딩과 관련하여 심화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코딩
의 정확도에 관한 병원의 사례를 조사하여, 질병금고의 심사를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고 한다. 또한 비용 구조 및 자원 낭비의 원인에 대한 감독을 하기 위한 환자 단위 원가 계
산 방식의 적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nEK는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해 환자 단위
의 원가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집하는 표본 병원을 설정했으며(InEK, 2009a), InEK에서
정한 표준에 부합하는 원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만이 표본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추가 금액을 병원에 상환해 주는데, 일시금
및 사례수와 자료의 질에 따른 추가 금액으로 구성되어있다. InEK는 2008년에 이러한 추
가 보상액으로 약 9백만 유로를 지불했다.

14.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InEK의 원가 계산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들의 원가 계산 특성은 DRG 원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서로 상당히 상이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InEK가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병원만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원가 수집에 참여하는 병원은 특정 원가 계산 기
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참여 병원은 실제 원가를 사용해야 하고, 총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 사례당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DRG 진료 사례의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반
드시 DRG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실제 원가는 병원의 연간 회계감사 자료
를 사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사례당 원가 계산 결과 조사 기간은 1년 전체 회계연도이
다. 이는 참여 병원이 단계 배분 원가회계 step-down cost accounting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계 배분 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차선책으로 거
시적 원가 계산 gross-costing이나 하향식 원가 계산 top-down costing 방식을 사용하는 형태의
혼합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거시적 원가 계산의 변형된
방식을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사례당 원가 계산 시에는 DRG 관련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
는 비용만 포함한다. 다음의 비용들은 사례당 원가 계산에서 제외된다.

14장

독일: G-DRG의 이해

277

	임시비 및 다른 회계연도와 관련된 지출

●

	투자 비용

●

	일반 입원서비스와 연관되지 않는 핵심 업무 비용(예: 연구 및 교육 관련 비용, 정신과

●

및 외래진료는 제외됨)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요금, 일반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활동

●

부서가 지불하는 보험료
	악성 부채에 대한 특별 장기 세금 공제

●

	자본 대출과 관련없는 이자 지불액

●

	부가 원가 imputed costs (예: 병원 건물)

●

사례당 원가 계산 과정은 표 14.3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듈 방식 modular approach에
근거한다(InEK, 2007). 이 방식은 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사례 관련 자료를 비용-요소
집단과 비용-부서 집단으로 나누며, 이 비용을 모두 합하여 환자당 비용 또는 환자군당
(DRG당)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14.5 상환을 위한 DRG
14.5.1 DRG 기반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그림 14.6은 독일이 사용하는 입원 비용 상환 요소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
사례별 수가 목록 Case Fee Catalogue은 독일 전역에 걸쳐 동일한 원가가중치가 적용되는 1,155
개 DRG (B2), 국가 단일 원가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는 45개 DRG (D1 & D3), 143개의 보
충 수가 항목(C1 & C2)을 포함하고 있다(표 14.2 참조). 국가 단일 원가가중치가 적용되
지 않는 DRG (D1 & D3)는 표본 병원 자료를 이용한 수가 가중치 산출이 불충분하거나
극히 심한 비용의 차이 때문에 국가 단일 DRG 원가가중치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러한 45개 DRG에 대해서는 개별 병원과의 협상을 통해 상환액을 결정하며, G-DRG는
의학적 시술, 간호, 의약품과 치료기기, 식대와 병상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
보충 수가 supplementary fee는 복잡한 일부 고비용 서비스 또는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적
용된다. 또한 특정 DRG에 대해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현재의 원가가중
치가 실제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InEK, 2009a). 이러한 보충
수가는 독일 전역에 걸쳐 대체로 통일성 있게 계산된다. 보충 수가 건수는 2004년 도입 시
26건에서 2010년에는 143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중 81개 보충 수가 항목은 2010년 DRG

3.1

3 : 투석

9.3

-

11.1

11 : 기타 진단 및 진료 구역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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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a

6.4a

5.4a

4.4a

3.4a

2.4a

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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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b

10.4b

9.4b

8.4b

7.4b

6.4b

5.4b

4.4b

3.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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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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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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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

7.5

-

-

11.6a

10.6a

9.6a

8.6a

7.6a

6.6a

5.6a

4.6a

3.6a

4.5

2.6a

1.6a

6a

2.5

-

5

재료(Material†)

원가 요소 그룹

Key: * 1=기타 의료진의 인건비; 2=간호사의 인건비; 3=행정 및 기술직의 인건비
†4a=약제비; 4b=약제비(개별/실제 소모); 5=이식(implat) 및 이식편(graft) 비용; 6a=재료비(약제비 외, 이식 및 이식편);
6b=재료비(개별비용/실제 소모, 약, 이식 및 이식편 외
‡7=의료적 기반시설 비용; 8=비 의료적 기반시설 비용

출처 : InEK 20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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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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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진료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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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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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집중진료실

병원의 병상 단위

원가중심점 그룹

표 14.3 G-DRG 모듈의 비용 접근

11.6b

10.6b

9.6b

8.6b

7.6b

6.6b

5.6b

4.6b

3.6b

2.6b

1.6b

6b

11.7

10.7

9.7

8.7

7.7

6.7

5.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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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사례구성

(§1 Abs. 3 und §3 FPV 2009)

B3
최소 재원일수 미만 이상치와
조기 이송에 대한 공제

(사례별 수가 목록 2010)

B2
국가 단일 DRG 원가가중치

예외: 특수 기관 분류 (FPVBE 2009)†;

b

수익예산

(§6 Abs. 3 KHEntgG)

다른 수익 보상

E6
통합 진료 계약b

(§4 Abs. 10 KHEntgG)

E5
외국인 환자

(§5 Abs. 2 KHEntgG)

E4
서비스 보장 추가 지불

(§17a KHG)

E3
수련 기관 추가 지불

(§5 Abs. 3 KHEntgG)

E2
심장 센터 등과 같은
전문진료 센터에 대한 추가 지불

(§6 Abs. 2 KHEntgG)

E1
혁신적 진단 및 시술에 대한 추가 지불

병원 예산으로 지불하지 않은 추가적 통합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환(§ 140d Abs. 4 SGB V)

†특수 기관에 대한 사례 지불 동의 (FPVBE), 매해 수정됨

a

C1
국가 보충지불 항목
(부록 2 & 5 사례별 수가 목록 2010)

주석:

사례구성

(§6 Abs. 2a KHEntgG)

D4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적절히 상환되고 있지 않음)

(§6 Abs. 1 S. 1 Nr.2 KHEntgG)

D3
당일 진료 사례

(부록 4 & 6 사례별 수가 목록 2010)

D2
지역 보충지불

(부록 3 사례별 수가 목록 2010 i.V.m.
§6 Abs. 1, S. 1 Nr. 2 KHEntgG)

D1
지역 원가가중치

개별 병원 협상

독일: G-DRG의 이해

출처 : Schreyögg et al., 2006에서 개정되고 수정됨

그림 14.6 독일의 입원 비용 상환 요소

(§7 S. 1 Nr. 7 KHEntgG)

A3
질 보장 추가 지불 또는 공제

(§17b Abs. 1, S. 4 KHG)

A2
환자 간병인

(§17b Abs. 1, S. 4 KHG i.V.m. §4
Abs. 5, S. 2 KHEntgG)

A1
응급진료

(§1 Abs. 2 FPV 2010)

B1
최대 재원일수 이상 이상치에 대한 추가 지불

국가 단일 기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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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수가 목록의 국가 단일 고정지불액에 따라 보상되었다(C1). 나머지 62개 항목은
사례별 수가 목록에 있는 하부 보충 수가 항목에 포함되어 병원별로 협상되었다(D2).
또한, 고도로 특수화된 서비스가 DRG나 보충 수가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상환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들은 비용에 근거한 지불 또는 일당지불의 방식을
이용해 추가적인 상환액을 협상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보충
수가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특히 혁신 신기술을 사용하는 병원들에 적용된다. 예를 들
어 혁신적인 진단 및 진료 시술(E1, 14.6 참조)에 대해 보충 수가를 협상할 수 있으며, 심
지어는 어떠한 특수 시설이나 병원 부서를 G-DRG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반면
개별 협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자세한 내용은 Busse and Riesberg, 2004 참조).
단일 가중치를 적용하는 DRG (B1-B3) 이외의 모든 상환 요소(예: 환자 간병인[A2] 또는
질 향상[A3]과 같은 기타 다른 상환 요소)는 현재 정신의학을 제외한 입원 상환의 약 20%
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DRG를 동일 가중치를 적용해서 상환하려는 정책적 목표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5.2 DRG 수가·원가가중치 계산
G-DRG 시스템은 DRG들의 상대적 자원 사용 강도에 따라 원가가중치를 계산한다. 이러
한 방식에서는, 원가가중치가 1.0인 참조 DRG의 수가가 모든 DRG의 평균비용과 일치한
다. 다른 DRG에 대해서는, 개별 DRG의 원가가중치와 참조 DRG의 수가를 곱하여 수가
를 계산한다. 즉 개별 DRG의 원가가중치가 참조 DRG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자원 소
모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수가를 보정하는 것이다.

절사 방식 trimming methods
InEK는 수리적 절사 방식을 적용하여 극단적 사례를 보정한다(InEK, 2004). DRG는 입
원 사례들을 의학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비용 면에 있어서 동질한 집단으로 분류한
다. 따라서 이상치들은 원가가중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상군inlier’은 특정한 재원
일수의 범위 내에서 진료한 사례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평균 진료 사례는 하한 절사점 low
trim point과

상한 절사점 high

trim point

사이에 위치한다(그림 14.7). 따라서 자료의 개연성

점검 후에, 각 DRG에 대한 정상군 사례들의 평균원가를 계산한다. 개별 DRG의 원가가중
치 산출은 해당 DRG에 속하는 정상군 사례들의 평균비용을 해당 연도의 참조 가치 reference value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참고 가치는 모든 정상군 사례들의 산술 평균값으로서, 총

DRG 원가(14.4.2 참조)를 독일 전역의 유효 사례구성 casemix의 총합으로 나누어 계산한
다. 2010 사례별 수가 목록에서 사용된 참조 가치는 2,619.10 유로이다(InEK,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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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정상군

단기 입원
이상치

장기 입원
이상치

공제
(일당)

추가 지불
(일당)

재원일수
하한 절사점

재원일수

재원일수
상한 절사점

그림 14.7 재원일수와 관련된 공제와 추가 지불

관련 원가가중치
환자 특성
(성별, 나이, 진단, 중증도)

기본요율

×

진료 옵션
(시술, 의학기술, 강도)

2009년까지는 개별 병원 기본요율;
2010년 이후는 통합된 주 기본요율

=

G-DRG 상환

그림 14.8 G-DRG 상환과 G-DRG 실행의 구성 요소

14.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DRG
원가가중치를 실제 상환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요율을 특정 DRG의 원가가중치로
곱해야 한다(그림 14.8 참조). 원가가중치 계산 방법은 14.5.2에서 설명하고 있다.

14.5.4 질 관련 조정
현재의 G-DRG 시스템은 의료의 질을 반영하여 상환액을 보정하지 않고 평균적인 진료
비용을 근거로 상환한다. 그 결과 평균 이상의 비용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들은 지출
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어, 결국 상환에 관환 불이익이 없이 의료의 질을 저
하시킬 수 있다. 이렇듯 의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인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의무적인 의료의 질 보고 mandatory
external quality assurance,

질 관리 시스템 Quality

minimum volume thresholds과

quality reports,

외부의 질 평가

Management Systems (QMS)과

같은 규제장치가 도입되었다(§137 SBG V).

최소 진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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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보고
2002년의 사례당 지불에 관한 법률 Case

Fees Act

(FPG)은 병원 간 비교를 단순화하고 의

사와 질병금고를 지원하여 환자가 비응급 병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병원 의료
의 질 보고 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부터 병원들은 연방공동위원회 Federal Joint Committee,
G-BA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의료의 질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것을 온

라인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외부의 질 평가
2000년 법정건강보험 개혁법 SHI Reform Act이 시행된 이래로, 병원은 BQS가 개발한 질 평가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 관련 의료의 질 지
표를 측정하고 국가 전반에 걸쳐 비교한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BQS는 병원의 이름
은 공개하지 않고 병원들에 대한 결과만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연간 의료의 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BQS의 방법은 일상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얻기 위해 병원들이 추가
적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2010년부터는 AQUA Institute for
Applied Quality Improvement and Research in Health Care가

외부적인 질 평가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개발과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질 관리 시스템
1999년 SGB V의 §135a 조항이 도입되어 병원은 QMS의 도입과 개발의 의무를 갖게 되었
다. 병원은 도입되는 QMS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서, Cooperation for Transparency
and Quality in Health Care와 같이 단순한 시스템부터 Joint Commission과 같이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독일 전역에 걸쳐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부
분의 환자들은 서로 다른 의료의 질 인증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오히
려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져 왔다.

최소 진료량
의료의 질 보고서 외에 FPG는 특정한(특히 선별적인) 서비스에 대해 제공해야 할 최소
진료량을 정해서 이것을 병원의 결과와 관련짓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G-BA는 의사 또
는 병원당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량에 대한 목록의 개발을 책임지며(VelascoGarrido & Busse, 2004), 최소 서비스 기준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병원은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2004년 이래 이 목록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선택적 서
비스를 포함한다(괄호 안의 숫자는 병원당 연간 최소 진료량): 간이식(20), 신장이식(25),
식도 관련 복잡한 시술(10), 췌장 관련(10), 줄기세포 이식(25), 무릎 치환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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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G-DRG 시스템에서 병원은 일반적으로 의학적 결과를 향상하도록 하는 유인을 갖지는
않는다(14.3.4 참조). 하지만 G-DRG 방식 내에서 예산과 관련된 의무 사항을 완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실행하는 유인을 갖는다.

14.6 신기술·혁신기술
14.6.1 신기술을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독일에서는 G-BA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외하지 않는 의료기술을 입원 의료기관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혁신 의료기술은 입원 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G-DRG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항상 최신 정보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환자의 분
류와 상환율을 매년 개정한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것처럼, G-DRG 환자 분류와 상환율
은 소급적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연과 이로 인한 재정적 차이가 불가피하
다. 그리고 시간적 지연은 신기술의 도입 시 주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HEntG의 일부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 규제New Diagnostic and Treatment
Methods Regulation

(NUB)가 2005년 도입되었다. NUB 법안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DRG 지불이 아닌 비정규 예산을 신기술에 이용해 위에서 언급한 재정적 차이를
보상한다. 둘째, 지연된 시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신기술을 정규 G-DRG 상환 방식
에 신속하게 도입한다. NUB 법안은 신기술이 정규 G-DRG 상환 방식에 포함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할 다음의 세 가지 규제 사항을 포함한다. (1)신기술을 도입하고 적
절한 상환을 받고자 하는 병원은 우선적으로 InEK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2)신청 허
가 시 질병금고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서만 신기술 사용에 대해 NUB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3)신기술은 궁극적으로는 정규 G-DRG 상환 방식에 포함되어야 한다(Henschke
et al., 2010).

InEK에 신청하기
신의료기술에 대해 NUB 상환을 받고자 하는 병원은 질병금고와 계약 협상을 하기 위
해 InEK에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기술은 OPS 코드가 없어도 무방하며, 병원
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1)환자에게 주는 혜택 (2)신기술로 진료
받을 환자군 (3)신기술과 관련된 추가적 인건비과 재료비 (4)해당 기술의 비용이 현재의
G-DRG를 통해 적절히 보상되지 않는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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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B 상환에 대한 질병금고와의 성공적 협상
그러나 병원의 신청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신기술 사용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이 질병금고와 지불 금액의 규모에 관해 계약상 합의 사항을 협상하면,
그 후에 NUB 상환(그림 14.6의 E1)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해당 기술이 OPS 코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병원은 두 종류의 NUB 상환 방식인 추가적 지불 또는 전액 지불에
대한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OPS 코드가 없는 의료기술에 대한 NUB 상환은 정규 GDRG 상환에 포함되는 사전 단계이며, 그림 14.9에서 ‘허가된 NUB 신청(OPS 없음)’으로
표시된다. 그림의 화살표는 G-DRG 상환 방식이 완전 통합 단계로 이행하는 전형적인 경
로를 보여 준다.

예산 외 지불

추가 지불

지역적 적용

독일 전역에 예정된 동일한 적용
정규 G-DRG 상환에 포함

신기술 사용 환자수가
충분히 크고, 계산된
비용들이 근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신기술 사용 환자수가 너무 적거나,
계산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

OPS 코드 없음

OPS 코드 동반

NUB 규제

고유 DRG

고정
추가 지불

허가된 NUB
신청
(OPS 동반)

협상 가능한
보충 지불

허가된 NUB
신청
(OPS 없음)

그림 14.9  정규 G-DRG 상환 방식에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전형적인 규제 경로
출처 : Henschke et al., 2010

고유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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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G-DRG 상환 방식에 포함
정규 G-DRG 상환 방식 내에서 통합의 최초 단계는 ‘지역적 보충 수가의 산정 local valuated
supplementary fee’이다(그림

14.6의 D2). 특정 의료기술이 고유의 DRG를 생성하거나 전국

적으로 적용되는 보충 수가(그림 14.6의 C1)를 창출할 만한 정당성을 아직 제공하지 못하
는 경우에 이러한 추가 지불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InEK는 지역적으로 산정되는 보충 수
가 항목에 의료기술을 포함할 것인지 결정한다. 지역적으로 산정되는 보충 수가 방식은
NUB 상환 방식과 비교할 때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일단 신기술이 이러한 지역적으로 산
정되는 보충 수가 항목에 포함될 경우, 독일의 병원은 정확한 지불 수준에 대해 질병금고
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InEK가 NUB 상환에 대한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
병원만이 질병금고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외의 모든 병원들은 InEK에 별도로 신
청 해야 한다. G-DRG 상환 방식으로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는 고유 DRG를 생성하는 것
이다.

14.6.2 병원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역유인
혁신적인 신기술이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주요 연구 대상인 경우 병원은 해당 기술을 사용
하고자 할 것이다. NUB는 정규 사례별 수가 목록에 포함된 의료기술보다 일반적으로 고비
용이 발생하는 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준다. 즉 NUB 상환의 승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신기술이 정규 G-DRG에 완전히 포함되기 위한 사전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
나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독일 병원에서 NUB 상환을 통해 얻는 병원 수입은 전
혀 없으며, NUB 상환을 받는 병원들조차 단기적으로 0.3%의 수익만을 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DKI, 2009). 게다가 병원과 질병금고의 협상 과정은 신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협
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의 지불도 보장받지 못한다(Henschke et al., 2010).

14.7 독일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14.7.1 공식적 평가
협동조합기관(연방질병금고연합, 민간보험협회, 독일병원협회)은 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
향과 DRG의 효과를 평가하는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17 KHG, para. 8). 또한, 이러한 연구에서는 재활 또는 장기요양(병원 외부로의 서비
스 전환)과 같은 다른 의료 공급 부문에 미치는 DRG의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관은 연구 과제에 대한 입찰을 통해 평가 활동을 시작하며, 병원의 구조적 성과와 사례

286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관련 성과 자료의 평가에 대한 책임을 InEK에게 전담시키고 있다(§21 data set, 14.2.3
참조). 첫 번째 평가 자료는 2005년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협동조합기관들이 아직 법적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InEK만이 §21 자료의 분석 결과를 매년 보고
하고 있다. 사례 관련 성과 자료 평가의 첫 단계로 협동조합기관들은 2008년 12월 민간기
구인 IGES를 통해 의무적인 평가를 시행했다. 초기 결과는 G-DRG 도입의 목표가 달성
될 것이며, 선불 상환제의 부정적 영향은 대부분 현실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IGES, 2010). 또한, 초기의 단기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 보건부는 2007년 협동조합기관
들과 다른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정량적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
면 G-DRG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잘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서화 노력과 시스템
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일부 연구단체와 기관들은 G-DRG가 병원 상환과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을 조
사했다. 시스템 도입 시기에는 입원진료 상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특히
Münster 대학병원의 연구집단이 주도적으로 연구).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상환률
이 의료서비스의 자원 사용(종양학과, 류마티스내과 또는 피부과와 같은 특정 부서)에 미
치지 못하는 결과를 발견하였고, 이것은 결국 DRG 수의 증가와 보충 수가의 증가를 야기
했다(표 14.2, 14.2.2 참조). 더욱이 의료서비스 질 관리 센터는 2009년 DRG가 의료의 질
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증 환자 선별 cream-skimming 또는 부적절
한 조기 퇴원과 같은 역효과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밖의 다른 연구들은 DRG 도입 이
후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의 향상을 통해 의료 질의 증진이나 주요한 영향이 없었음을 제
안하고 있다(Sens et al., 2009).

14.7.2 저자의 평가
모든 사례별 지불제도가 그러하듯이, G-DRG 또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표 14.4에
G-DRG의 주요 장단점을 요약했다.
병원서비스의 보다 정확한 문서화에 따른 투명성 증진은 G-DRG의 주요 장점 중 하
나로 밝혀졌다. 병원서비스와 환자 특성에 대한 요약은 §21 연간 요약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1 또 다른 이점으로, 병원들은 자원 사용의 정확한 규명 mapping과 단계적 도
입의 준수를 통해 G-DRG를 지원하고 있다(14.2.2 참조). 실제로 2004년부터 병원들이
G-DRG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의 협조가 미진해 결국 도입 과정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5년에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원가자료를 포함하게 되
어, InEK는 사례별 수가 목록의 개발 시 더욱 복잡한 서비스를 고려해야 하게 되었다. 그럼
에도 상당수의 병원들이 원가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G-DRG 시스템은 현재 폭넓게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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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병원의 규모 및 소유 형태에 따른 주요 현황
장점

단점

투명성과 문서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비 상환의 연계성 부족

병원들의 참여

투입 가격의 차이 반영 부재

상환 방식

단일 원가계산시스템 사용, 그러나 모든 표본 병원은 아님

정확성

DRG 수의 증가로 복잡성 또한 증가

고 있다. 상환을 위한 G-DRG의 사용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코드화된 모든 사례들이 곧
청구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병원은 질병금고의 청구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코딩의 정확도
를 높이려고 하는 강한 유인을 가진다(14.3.3 참조). 이러한 장점은 결국 코딩의 질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독일의 병원서비스에 대한 더욱 정확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입원진료의
질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환 수준은 서비스의 질과는 관련이 없다.
서비스의 질을 상환액의 책정에 반영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예: 성과지불제도, P4P)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에 P4P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서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독일에 적합할지는 회의적이다(Lüngen et al.,
2008). 더욱이, 정규 자료의 일부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질 지표를 여전히 개발 중에 있
다(Busse et al., 2009). 결국 서비스 질과 상환을 연계시키는 것은 G-DRG 시스템의 계
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 InEK는 사례별 수가 목록 출간 시 병원 투입 비용이 독일 전역에 걸쳐 동일하며
모든 병원들이 같은 조건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사례
들이 마치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된 것처럼 요약되고 처리된다. 이와 같은 ‘단일 병원’ 접
근 방식은 상환 방식에서 병원별(구조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게 한다. 그
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병원이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차이는 결국 병원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Busse et al., 2008). 따라서 구조적 차이로 인해 고비용이 발생하는 병원은
부적절한 상환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원가가중치 계산 시 통계적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비용자료를 제공하는 병원들
의 표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InEK의 원가 계산 방식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14.4.2 참
조), 더 많은 병원들과 정보를 원가가중치 계산에 쉽게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
로, 독일 전역에 걸쳐 동일한 원가 계산 방식은 효율성 비교와 벤치마킹을 단순화하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1

 최신 요약본(현재 2008년)은 InEK 웹사이트에 등재되며 독일 내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된다(www.g-drg.de, 2011. 7.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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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규명된 DRG의 단점 중 하나는 DRG 수의 증가와 함께 복잡성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1,200개의 집단과 여러 부가 지불을 포함하는 G-DRG 시스템에서는 모든
병원이 코딩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14.4.1 참조). 병원의 이러한 추가적
인 노력은 DRG가 개별 병원과 전체 의료체계에 미치는 장점과 비교하여 고려해야 한다.

14.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14.8.1 병원서비스와 진료 제공의 경향
G-DRG 도입으로 인한 간접적 결과로, 병원들이 몇몇 분야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은 영리병원 체인의 병원시장 진입율 증가와 병원의 전반적인 수용
력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병원은 전문화하거나 자원 사용을 전반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Leclerque & Robra, 2009). 또한 SGB Ⅴ(§115b, §116b, §140)
의 규제 사항의 개정을 통해 병원은 외래서비스 제공과 입원·외래서비스 경계 설정에 있
어서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통합 진료 모델과 규모의 경제를 통
해 임상적,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진료 센터 Medizinische Versorgungszentren’의 설립
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Neubauer & Minartz, 2009).

14.8.2 DRG 적용(범위)의 경향
최근 G-DRG는 환자 분류 방식에서 다음의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AR-DRG의 집단화 방식을 개선(특히, MDC 이하 하위 집단들에 대해 계층구조를
발전시킴)
2.	복잡한 진료와 반복적 수술 시술을 DRG 가중치 계산에 반영(결국, DRG 정의와 가
중치 결정 시 시술명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Roeder et al., 2008)
또 다른 경향은 정신과 서비스/진료에 대해 사례당 지불방식의 도입을 준비하는 것이
다. 이는 G-DRG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겠지만, 결국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독자적인
지불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주제는 여기서 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4.8.3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향후의 주요 개발 활동은 재원조달과 규제, 그리고 G-DRG의 설계가 미치는 영향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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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및 규제
병원 재원조달은 독일에서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평론가들은 이원적인 병
원 재원 구조가 비효율적 투자 결정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Felder et al., 2008). 이러
한 주장에는 비록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반 시설이 필요한 정도에 비해 병원에
대한 공적 투자 수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1993년에서 2005년 사이 병원에 대한 공적 투자는 물가 상승을 감안했음에도 3% 감소하
였다(Augurzky et al., 2007). 같은 기간 동안 재정적 압박, 문서화 및 성과 요구 사항은
G-DRG의 도입으로 인해 증가하였다. 경쟁 압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병원의 적절한 투
자에 대한 의존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은 결국 독일 병원
의 재원조달은 단일 재원조달 원칙에 따라 질병금고가 운영비와 기반 시설 투자비를 제공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안은 보통 입원 분야에 대해서 현재는 엄격하게 집단 결
정 방식이 시행되고 있는 수가의 통제와 급여 목록의 규제를 완화하는 요구와 연관이 있
다. 대형 질병금고는 급성과 응급서비스에 대해서만 급여와 수가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
져야 하고 선별적인 시술들과 수가는 병원과 질병금고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AOK
BV, 2009)

G-DRG의 설계가 미치는 영향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듯이, G-DRG는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해 진단명과 시
술을 근거로 한 병원서비스 집단화 방식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
적인 개선은 사례수가 적은 DRG의 생성,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준으로 인한 지불제도
의 안정성 감소, 복잡성의 증가와 같은 결과도 야기한다(Roeder et al., 2008). 또한 흔
히 DRG군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동질성을 가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DRG를 질 관
리, 진료 경로 등에 적용하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 상환을 위한 용
도로 DRG를 사용하는 것을 점점 더 제한하고 있다(Roeder et al., 2008, p.37). 따라서,
G-DRG는 아직 특정 DRG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문화 진료 서비스들의 재원조달
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의료기술에 대해 DRG 지불이 아닌 비정규 예
산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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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공공병원체계의 사례구성 활용에 관한 검토
Jacqueline O’Reilly, Brian McCarthy and Miriam Wiley

1

15.1 아일랜드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5.1.1 아일랜드의 보건의료체계
1990년대 후반, 아일랜드의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지출은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여
1997~2002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약 80%나 늘어났다(Nolan, 2005; Wiley, 2005; McDaid et al., 2009). 그 이후에도 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2008년 보건의료비 총지출(통화)
은 190억 유로를 넘어섰다(McDaid et al., 2009; Brick et al., 2010). 2007년 전체 보
건의료비 지출(자본 및 통화) 중 4/5는 공공 재정으로, 1997년의 3/4에서 증가한 것이다
(McDaid et al., 2009; OECD, 2009; Brick et al., 2010). 나머지는 환자 본인부담 및
민간건강보험에서의 지출이며, 2007년 보건의료비 지출 중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은 GDP
의 7.2%(GNP의 8.5%)를 차지했다(McDaid et al., 2009).2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이어졌다. 과거 보건의료체계는 지역
적 구조에 기반한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분산된 구조는 국가보건의료 정책의 목표와
지역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사이에 갈등을 초래했다(Brennan, 2003; Prospectus, 2003;
McDaid et al., 2009). 따라서 2005년 1월 보건의료집행부 Health

Service Executive (HSE)가

설치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과 관리에 집중하고, 보건 및 아동부 Department of
Health and Children (DoHC)는
1

정책과 전략을 기획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

 Mark O’Connor와 Brian Donovan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저자 일동은 초안에 대한 조언을 해준 Wilm
Quentin와 Conrad Kobel에게 감사를 표한다.
2
 아일랜드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때문에, 국민총생산(GNP)이 국내총생산(GDP)보다
경제 실적을 가늠하는데 더 적절한 지표로 고려된다(Nolan, 2005; McDaid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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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서 운영과 관리가 분리되었다. 2009년 10월 이후에는 보건의료집행부(HSE) 내의 통
합서비스 위원회 Integrated Services Directorate가 1차 의료와 급성기 병원을 감독하게 되었는데,
이 업무는 과거 1차 진료위원회 primary

care directorate,

지역사회 진료위원회 Community

and

Continuing Care Directorate와 국가의료청 National Hospitals Office이 분담했었다(HSE, 2010d).

아일랜드의 공공·일반진료의 특수성은 공공과 일반의 관계가 특이하여 급성기 공공병
원에서 일반진료practice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에서 제공하는 일반진료private practice는

일반 환자에 할당된 병상에만 한정되며, 아일랜드 전체 급성기 병원 총병상

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3 급성기 공공병원의 주치의 consultant는 중증도 보정 complexity adjusted

업무량의 최대 20~30%까지 일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용 계약에 따라 다

름) (Brick et al., 2010). 아일랜드 공공병원과 주치의는 공공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지불
방식이 다르며, 일반환자 진료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Nolan & Wiley, 2000;
Colombo & Tapay, 2004; Brick et al., 2010; Ruane, 2010; O’Reilly & Wiley, 2010).
아일랜드는 민간병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 가능한 민간 부문 자료도 부족하여,
이어지는 내용은 급성기 공공병원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4
아일랜드의 보건의료서비스 수급 자격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표 15.1
참조). 진료카드 medical card 자격은 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다(McDaid et al., 2009).5
주치의 방문카드 GP visit card 역시 소득이 기준이지만, 진료카드보다 소득 한계가 50％ 높
다(Brick et al., 2010). 2009년 진료카드 소지자와 주치의 방문카드 소지자는 각각 인
구의 33.2%와 2.2%였다(DoHC, 2010a). 그 나머지는(2009년: 약 65%; Brick et al.,
2010) 이 두 카드의 소지 자격 요건이 없는 주민들이다. 2009년에는 주민의 약 46%가 주
로 급성기 병원서비스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보유했으며, 이것은 주
로 급성기 병원서비스에 대해 보장한다(Brick et al., 2010). 약 5%의 주민들은 진료카드
와 민간건강보험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Brick et al., 2010).

15.1.2 아일랜드의 병원서비스
2010년에는 52개의 급성기 공공병원이 공공 및 민간의료 환자를 대상으로 당일입퇴원day
case,

입원, 외래, 응급실서비스를 제공했다(HSE, 2010c; Brick et al., 2010). 이 공공

병원들은 모두 HSE로부터 총액예산 방식으로 재정을 지불받는다(McDaid et al., 2009;
Brick et al., 2010). 연간 총액예산은 실적 historic basis에 따라 정해지고 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약간의 조정을 한다. 이러한 공공병원의 여러 유형(39 in 2010; HSE, 2010a)이 국
가사례구성프로그램 National

Casemix Programme에

참여한다. 이것은 DRG를 이용하여 총액

예산을 전향적으로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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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 공적 보험 환자 및 일반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서비스 비용
공공의료 환자
진료카드 소지자

민간의료 환자

진료카드 미소지자
(주치의 방문카드 소지자 포함)

GP 방문

무료

주치의가 진료비를 결정함
주치의 방문카드 소지자 무료

처방약

처방 항목당 50 c, 1개월에
가족당 최대 10 유로까지a

1개월에 본인 부담금 120 유로 이상은 진료비 부담 없음
일부 장기질환에 대해서는 무료

응급실

무료

주치의 의뢰나 방문 후 입원이 아니면 100 유로c

외래 부서

무료

주치의 의뢰나 방문 후 입원이 아니면 100 유로c
재진 방문 시 진료비 부담 없음

주치의가 진료비를 결정함

공공병원

당일입퇴원/ 무료b
입원

1일 병원 진료비는 75 유로(최대
연속 12개월 내에 750 유로까지)b

공공의료 환자로서의 진료비에
병원 운영비용과 자문 수가 합산d

출처 : Adapted from Brick et al., 2010; Citizens Information Board, 2011.
주석 : a 2010년 10월부터; b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진료비가 부과된다; c 2009년 1월부터 효력 발생; d 병원
운영비용은 1일당 계산하며, 이것은 진료(입원 혹은 당일입퇴원) 및 입원(민간 혹은 반민간병상), 병원 유형
에 따라 다르다(DoHC, 2009b). 2011년 이 비용은 지역병원을 예로 들면, 당일입퇴원 193 유로, 민간 입원비
1,017 유로였다(Citizens Information Board, 2010).

HSE는 공공병원에 예산 할당을 하는 외에도 34개의 급성기 공공병원을 직접 운영한
다(Brick et al., 2010; ESRI-HRID, 2010). 나머지 공공병원은 비영리 조직(종교단체)
이 소유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Robbins & Lapsley, 2008; McDaid et al., 2009). 일
부 병원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산부인과, 소아, 정형외과 진료). 표 15.2는 공공병원
을 규모와 소유 형태,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표 15.3은 2000~2008년 사이 병원 병
상과 활동의 변화에 대한 보고다.6

15.1.3 DRG 시스템의 목적
아일랜드의 DRG 시스템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활용되었다. 첫째, 보건
기금위원회 Commission on Health Funding의 권고(1989)에 따라 1993년부터 DRG 시스템을 적
용했으며, 급성기 병원에 대한 예산 할당을 사례구성 casemix의 난이도와 상대적 성과에 따
라 조정하였다. 둘째, 재조정된 계약하에(2008년 9월부터 효력 발생) 국가 사례구성 모델
National casemix models의
3

결과물을 이용하여 당일입퇴원 사례 day case 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민간의료 환자는 지정된 민간병원의 병상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공공병원의 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Government of
Ireland, 1991a, b, c). 보건 및 아동부는 공공 및 민간병원의 병상 지정을 승인한다(DoHC, 1999).
4
 아일랜드에는 19개의 민간병원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rick et al., 2010).
5
 2001년과 2008년 사이, 70세 이상의 모든 인구가 소득과 상관없이 진료카드(medical card)를 받았다(McDaid et
al., 2009; Citizens Information Board, 2011).
6
 수집자료의 일부 변화는 보고된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참조, 예: ESRI-HRID,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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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2 병상수, 소유 형태, 유형에 따른 병원 분포
병상수

HSE

공공 비영리

일반

전문

합계

＜ 100

5

4

9

100~＜ 200

5

1

6

일반

합계(HSE 및 공공 비영리)

전문

합계

전문

합계

2

1

3

일반
7

5

12

2

4

6

7

5

12
14

200~＜ 300

10

0

10

2

2

4

12

2

300~＜ 400

5

0

5

0

0

0

5

0

5

400~＜ 500

0

0

0

0

0

0

0

0

0

500~＜ 600

3

0

3

1

0

1

4

0

4

≥ 600

1

0

1

4

0

4

5

0

5

29

5

34

11

7

18

40

12

52

합계

출처 : Adapted from Brick et al., 2010
주석 : 4개 병원의 정신질환 병상에 관한 통계가 없다. 병상수 자료는 이용 가능한 병상수 평균이며 당일입퇴원과
입원환자 병상 모두가 포함된다.

표 15.3 2000년과 2008년의 병원의 진료 활동과 병상수 요약
2000
N

%

2008
인구
1천명당

인구
1천명당

N

%

1,697

12.2

0.4

% 변화
2000~2008

병원 병상
당일입퇴원 병상

721

5.8

0.2

135.4

입원 병상

11,704

94.2

3.1

12,182

87.8

2.8

4.1

총병상

12,425

100

3.3

13,879

100

3.1

11.7

퇴원
당일입퇴원

273,677

34.3

72.2

771,145

56.3

174.4

181.8

입원환자 퇴원

525,181

65.7

138.6

597,449

43.7

135.1

13.8

총퇴원

798,858

100

210.8

1,368,594

100

309.5

71.3
181.8

병상일수
273,677

7.5

72.2

771,145

17.2

174.4

입원환자

당일입퇴원환자

3,371,089

92.5

889.6

3,700,959

82.8

836.9

9.8

총 재원일수

3,644,766

100

961.8

4,472,104

100

1,011.3

22.7

5.0

-

-

4.6

-

-

-8.0

응급실 방문

1,211,279

-

319.6

1,150,674

-

260.2

-5.0

외래 방문

1,996,474

-

526.8

3,288,917

-

743.7

64.7

급성기 입원환자
ALOS (day)*

출처 : ESRI-HRID, 2007; DoHC, 2009a, 2010a; ESRI-HRID, 2010
주석 : 이 자료는 Hospital In-Patient Enquiry (HIPE) 조사에 응답한 병원에 관한 것이다. 모든 급성기 공공병원(한
개를 제외하고)과 일부 장기입원 병원이 2008년의 HIPE에 응답했다. HIPE에 수집되는 자료는 시기별로 달
랐다(ESRI-HRID, 2008b를 참조).
*급성기 입원환자는 재원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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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consultant의 진료 활동을 난이도에 따라 조정하고 각 사례별로 참여 정도를 산정하
였다(HSE, 2008). 셋째, DRG 자료를 HealthStat에 공급하였는데, 이것은 급성기 공공
병원 영역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다(HSE, 2010b). 그밖에도 DRG
시스템은 급성기 병원서비스의 기획과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다.

15.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15.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2005년 아일랜드는 당일입퇴원 사례와 입원환자(비급성 정신보건, 노인질환 진료 및 재
활은 제외)를 분류하기 위해 호주의 AR-DRG 시스템을 채택했다(ESRI-HRID, 2008a).
현재의 AR-DRG(버전6.0)는 2009년 1월 아일랜드에 도입되었다. 2010년 사례구성 casemix을

이용한 예산 조정을 위해 HSE에 맞게 설계된 환자분류체계인 치료별 그룹 Treat-

ment-Related Groups (TRG)이

외래환자 분류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아일랜드에는 현재 응

급환자에 대한 그룹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당일입퇴원환자와 입원환
자 사례구성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일랜드에서는 HSE의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
National Casemix Programme을

통해 이와 같은 모형을 개발하고 병원의 활동 자료와 소요 비

용을 결합하였다. 15.3.2에서 AR-DRG 알고리즘을 개관한다.

15.2.2 DRG 시스템의 개발
1990년대 초반 아일랜드에 DRG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환자 진
료에 10종의 분류체계가 이용되었다(표 15.4 참조).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류체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표 15.4 아일랜드에서 이용된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환자분류체계
자료 연도*

입원환자 분류체계

1992~1993

HCFA

체계

당일입퇴원 분류체계
버전
9

1994~1998

12

1999~2001

16

2002
2003~2004

버전

DPG 시술 그룹화 프로그램
DG 시술 그룹화 프로그램

AR-DRG

5.0

2005~2008

5.1

2009~

6.0

*퇴원 연도

체계
그룹화 프로그램 없음

ADRG

5.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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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분류시스템
1992~2002년까지 아일랜드에서는 미국의 HCFA-DRG와 메릴랜드 원가/서비스 가중치
를 이용해서 입원환자를 분류했다(표 15.4 참조). 이 기간 동안 아일랜드에서는 국제질병
분류의 개정(ICD-9에서 ICD-9-CM으로)으로 인해 그룹화 프로그램의 개정이 추진되었
다. HCFA-DRG는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 최대 2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중증도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DoHC는 임상 코드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ICD-10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고, 2003년에 여러 가지 분류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Aisbett et al., 2007).
그리고 이러한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분류 범주, 공급자의 지원, 국제적인 사용과 인지도
등을 대상으로 여러 그룹화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했다. 그 결과 AR-DRG 버전 5.0 그룹
화 프로그램의 비수정 버전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2003~2004년에는 진단 코딩을 ICD-9에서 ICD-10-AM(10차 개정판, 호주 수정판)
으로, 시술은 호주보건의료중재분류Australian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s (ACHI)로 전
환하여 코딩 맵coding map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7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ICD-10AM 개정 버전과 ACHI에 따라 모든 병원 입원환자 자료In-Patient Enquiry (HIPE)에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Murphy and colleagues [2004, 코드 체계 선정 관련] 참조).
표 15.5는 1999년 이후 아일랜드에서 입원환자 분류에 이용된 네 가지 DRG 시스템의
표 15.5 1999년 이후 아일랜드에서 이용된 DRG 시스템의 주요 사항
HCFA-DRG
Version 16

AR-DRG
Version 5.0

Version 5.1

Version 6.0

도입 연도

1999

2003

2005

2009

자료 연도

1999~2002

2003~2004

2005~2008

2009 이후

질병군 수

511

665

665

698

세부 분류

None

ADRG (399)

ADRG (399)

ADRG (399)

중증도 분류 수

2

4

4

4

출생 체중

적용되지 않음

적용

포함되는 사례 유형

입원환자만 포함, 비급성
정신질환 및 노인진료 및
재활은 제외

입원환자만 포함, 비급성 정신질환 및 노인진료
및 재활은 제외

MDC 수

25

24a

24a

24a

참가한 공공병원 수

32 (2002)

32 (2004)

39 (2008)

39 (2009)

출처 : (개정된)HCFA 정의지침 Version 16.0 자료를 근거로 편집; Common 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2, 2004, 2008; National Casemix Programme, 2010a도 참조
주석 : a Pre-MDC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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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차이점을 보여 준다. AR-DRG는 그룹의 수가 조금 더 많고 중증도 수준도 더 높았
으며,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당일입퇴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일입퇴원day case 분류 시스템
아일랜드에서 당일입퇴원이란 환자가 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원하여 당일에 퇴원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에는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 National Casemix Programme을 확대하
여 당일입퇴원 진료까지 포함했다. DoHC는 미국의 그룹화 프로그램을 토대로 당일입퇴
원 환자분류체계 Day

Patient Grouper

(DPG)를 개발하였다(표 15.4 참조). DPG에서는 73개

그룹을 정의하는데, 주로 ICD-9-CM에 등록된 주요 시술 코드를 토대로 그룹을 분류하
였다. 그리고 시술을 받지 않은 환자는 한 가지 내과계 DPG로 분류되었다. 2002년에는
DPG를 대체한 분류체계로 DG Day Grouper를 이용했다. 이것 역시 DoHC가 개발한 분류체
계로 169개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이용한 체계들과 마찬가지로 DG는 그룹 분류의
기준으로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주요 시술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아일랜드는 AR-DRG를 도입하면서 당일입퇴원 사례와 입원환자를 동일한 분류체계
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AR-DRG 분류체계하에서 Adjacent DRG 시스템(ADRG)을 이용
하여 당일입퇴원을 분류하였다(3.2 참조).8 시술명에 근거하여 분류하는 DPG 및 DG와는
달리, 당일입퇴원을 대상으로 하는 AR-DRG 분류는 단순히 주된 시술에 근거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정보를 함께 고려한다.

15.2.3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아일랜드에서 채택한 AR-DRG는 호주의 DRG 시스템으로, 1990년대 말 호주 사례구성 임
상위원회 Australian Casemix Clinical Committee (ACCC)에서 개발한 것이다. ACCC는 AR-DRG
를 개정하기 위해 호주의 임상 및 비용 자료뿐만 아니라 호주 의료서비스 전문직들이 입력
하는 자료도 활용한다(Common 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8).
아일랜드의 원가·서비스 가중치는 아일랜드 병원의 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호주의 원
가·서비스 가중치를 변형한 것이다. 원가자료는 병원의 연차 재무제표 Annual
Statements (AFS)를

Financial

토대로 하여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환자에 대한 전문부서 차원의 병

원 원가자료로 구성된다.9
DRG와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 National Casemix Programme에 이용하는 당일입퇴원환자 진

7

 아일랜드에서 이용하는 시술 분류시스템(ICD-10-AM)은 호주 보건의료중재분류(ACHI)로 부르는 것이 더 일반적
이다.
8
 ADRG는 다른 나라에서 이용하는 ‘base-DRG’와 유사하다.
9
 병원의 연차 재무제표(AFS)는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National Casemix Programme,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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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자료는 HIPE 시스템에서 얻는다. HIPE는 아일랜드에서 유일하게 급성기 공
공병원에서의 퇴원에 관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 인구학적, 임상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경제사회 연구소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ESRI)가

데이터베이

스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해 왔다.

15.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호주의 AR-DRG 그룹화 프로그램은 ICD-10-AM 개정 주기에 맞추어 2년마다 개정된
다. 아일랜드에서는 시스템 도입 후 임상 코딩 및 AR-DRG 분류를 4년마다 개정했다(현재
까지 두 번 개정, 2005. 1. 1, 2009. 1. 1).10 따라서 현재까지 아일랜드는 호주에서 ARDRG를 두 번 개정할 때마다 그중 두 번째 버전을 채택하였다.

15.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5.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아일랜드에서는 HIPE 데이터베이스의 행정적, 인구학적 및 임상 자료를 이용하여 퇴원을
AR-DRG로 분류한다(15.2.3 참조).11

행정·인구학적 자료
입퇴원일자, 퇴원 후 목적지(가정, 재활병동 이송), 재원일수 등이 관련된 행정 자료에 포
함된다. 인구학적 변수들은 생년월일, 연령, 성별 등이다. 그룹화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추가 변수(비급성 재원일수, 병가일수, 법률적 정신건강 상태)가 필요하지만 아일랜드에
서는 이러한 변수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값으로 처리한다.

임상 자료
HIPE에서는 2009년 1월부터 ICD-10-AM 버전 6을 이용하여 임상 자료를 분류했다. 시
술에는 ACHI 분류가 포함되며, 코딩 기준으로는 호주 기준과 이를 보완하는 아일랜드 기
준이 모두 적용된다. 그룹화 프로그램에는 주진단을 입력해야 하며, 최대 29개의 부가진
단과 30개의 시술을 추가할 수 있다.12 자원소모 정보(ICU 재원일수 등)는 그룹화 프로그
램이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

15.3.2 분류 알고리즘
사례 분류를 한 후에는 그룹화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 각각의 퇴원 사례는 한 개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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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data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분류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주진단명,
신생아 진단명과 연령/체중 사이의
불일치
Error DRG

이식, 인공호흡기
이용 등
주진단명에 근거하여
MDC 배정

Pre-MDC
Pre-MDC process

MDC 1

MDC 2

MDC 3

…

…

…

MDC 23

주진단명
+ 한 가지 이상의
OR 시술

+ OR 시술은 없지만
다른(OR이 아닌) MDC와 관련된 시술

Surgical
partition

Other
partition

+ MDC에 관련된
시술이 없음
Medical
partition

ADRG

관련 없는
OR DRG

(AR-DRG Version 6.0: n=399)
n=156

자원 소비에
큰 차이가 없음

n=243
동반상병, 의학적 시술, 연령,
임상적 중증도, 합병증, 퇴원 이유

세분되지 않은 DRG
(n=156)

자원 소비에
큰 차이가 존재
세분된 DRG
(n=542)

그림 15.1 AR-DRG 분류 시스템을 이용한 DRG 배정
출처 : Adapted from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8

에만 배정된다. AR-DRG 분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다(그림 15.1 참
조).13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퇴원 자료의 완결성, 개연성, 일관성을 검사하며, 검사를 통
과하지 못한 사례는 Error AR-DRG로 분류한다. 그리고 HIPE 자료는 이와 같은 검사
외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엄격한 개연성 검사를 수행한다(15.3.3 참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진단명에 따라 24개의 주진단 범주 중 하나로 사례를 배정한다.14
10

	분류시스템의 개정은 아일랜드와 호주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룹화에 필요한 변수의 세부사항은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8) 참조
12
	2010년까지 HIPE는 추가진단 19개, 시술은 20개까지 수집했다.
13
	그룹화 알고리즘의 세부사항과 예제는 AR-DRG definitions manual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8)에 기재되어 있다.
14
	퇴원은 24개 주진단 범주 중 하나로 배정할 수 없을 때 미할당 MDC 또는 error DRG로 분류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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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정 전문 분야의 고비용 사례(이식술)는 퇴원 시 최초 배정된 주진단 범주가 PreMDC로 재분류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시술 시행 유무 및 유형에 따라 각각의 퇴원을 세 가지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수술실(OR) 시술을 받았다면 그 퇴원 사례는
‘외과계’로 분류되며,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비수술실(non-OR) 시술을 받았다면 ‘기타’
로 분류된다. 관련된 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주진단 범주와 관련이 없는 시술인 경우)
‘내과계’로 분류한다. 각각의 퇴원은 계열을 배정한 다음에 진단, 시술, 행정 자료에 근거
하여 399 ADRG 중 하나로 배정된다. 그리고 당일입퇴원 사례를 ADRG로 배정하면 분류
과정이 모두 끝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퇴원 사례는 중증도 수준에 따라 698개의 AR-DRG 중 하나로 분
류되는데 중증도 수준은 자원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여
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결정된다.15 통상적으로 합병증 및 동반상병(CCs)을 이용하여
환자 단위 중증도 점수Patient Clinical Complexity Level (PCCL)를 계산한다. 이것이 환자의 최
종 중증도를 나타내며, 최종 AR-DRG를 결정한다.16
AR-DRG는 네 자리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다(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8). 첫 번째 자리는 ‘A’에서 ‘Z’까지의 알파벳을 사용해 주진단
범주(MDC)를 나타낸다. 첫 번째 자리의 MDC 문자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숫자로, 이
세 자리가 ADRG를 나타낸다. 마지막 자리는 알파벳으로 ADRG 미분류 여부(‘Z’로 표시)나
중증도 및 자원이용 수준(‘A’로 시작하는 네 가지 범주로 ‘A’는 가장 많은 자원이용을 나타
냄)을 나타낸다.

15.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15.3.2에서 설명한 자료 검사 외에도 지역(병원)과 국가 차원에서 HIPE 자료의 개연성 검
사를 시행한다. 개연성 검사의 첫 번째 단계는 병원에서 자료 입력 시 표준화된 HIPE 자
료 수집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ESRI 내의 보건의
료 연구 및 정보부 Health Research and Information Division (HRID)가 개발하여 모든 참가 병원에
무료로 공급한 것으로, 코더가 정보 입력 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 환자의 의
무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개연성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환자의 행정적·인구학적 특성이 진단 및 시술 코드와 맞는지 개연성을 검사하며, 주진
단으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진단 코드를 확인하고, 진단과 시술이 비정상적으로 조합된
경우에는 코더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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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전국적 HRID에 의한 HIPE 파일의 검사를 시행한다. 첫 번째, 특정 병원에
대하여 사례구성-보정 퇴원의 연간 변화를 조사한다. 두 번째,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비용
의 증가 없이 의료행위가 증가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례구성-조정 퇴원환자수와 비
용과 비교한다. 전국 단위의 파일을 통해 심사가 필요한 특정 영역 혹은 AR-DRG를 확
인할 수 있다. 감사는 훈련된 코더가 병원 외부에서 수행한다. 또한 HIPE 시스템은 병원
의 내부 감사도 지원하는데, HRID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는 코딩 감사 도구 Coding Audit
Toolkit (HCAT)를

개발하였다.17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National Casemix Programme은 이같은 검사나 외부 감사 결과 부정
확한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면(외래환자 진료 활동을 당일입퇴원 모델에 포
함시킨 사례 등) 배정되는 사례구성 조정 퇴원환자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및
진료 활동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 시 사례구성 예산 조정을 낮출 것
이다.

15.4 병원 내 원가 계산
15.4.1 규정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 National Casemix Programme에 참여하는 병원은 사례구성별 원가 계산
지침 Casemix specialty costing manual이 제시하는 표준 양식에 따라 병원원가 자료세트 hospital
costing dataset로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다시 국가사례구성프로

그램으로 전송해 자료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 심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원가 파일로 제
출된 모든 원가들을 AFS와 비교하여 누락이나 오류 여부를 검사한다. 그 다음 국가 사례
구성 모델 National Casemix Model을 이용하여 병원의 원가와 환자 진료활동 자료를 연결시킨
다. 통상적으로 심사의 전 과정에서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과 병원 간 논의가 이루어진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이 병원의 원가 파일에서 비용 청구
지침을 위반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15

	ADRG는 AR-DRG의 첫 세 글자이다(예: ADRG B78은 AR-DRG B78B와 연관된다).
	PCCL은 0에서 4 사이이다. 높은 PCCL은 질병의 추가 존재를 의미하고, 관련없는 동반상병은 재원일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17
	HCAT에 대한 추가 정보는 ESRI 웹사이트 리플릿 참조(http://www.esri.ie/health_information/hipe/clinical_
coding/data_quality/HCAT_Info_Leaflet_2007.pdf, 2011. 7. 10 기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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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사례구성 모델에서 원가 계산은 병원의 AFS 비용 조정부터 시작한다(국가 사례구성 모델
을 통해 지불되지 않는 자본지출의 제외,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 2010b). 조정된 AFS 비
용은 HSE의 원가 계산 지침에 의거하여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 사례에 하향식으로 배정
될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클리닉의 특수한 수준에 주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배정한다.
병원의 원가 파일 제출과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의 심사 과정이 완료되면, 국가 원가
파일이 구축된다. 원가 파일은 사례구성 모델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3개의 원
가중심점으로 배정된다: 의료보조, 중환자진료, 관상동맥 집중진료, 응급, 의료영상, 병리
학, 의료비, 인공삽입, 간호, 약제, 수술실 시술, 비수술실 시술, 혈액
국가 사례구성 모델이 완성되면 전국적 환자 진료 활동 및 비용 파일을 결합하여 국가
통계를 산출하는 데 이용된다(사례구성 보정 퇴원당 평균비용).

15.5 병원 재정조달을 위한 DRG
15.5.1 사례구성 조정 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HSE는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에 공공병원들을 참가시켰다. 참가한 급성기 공공병원의 수
는 1993년의 15개에서 2009년 39개로 늘어났다(HSE, 2010a; National Casemix Programme, 2010a). 그리고 비교 가능성 compa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각 병원은 4개의 병원
군으로 분류되었다. 2009년의 사례구성 모델에서는 그룹 1에 8개의 대형 대학 수련 병원들
이 포함되고, 그룹 2에는 26개의 병원, 그리고 3개의 산부인과병원과 2개의 소아병원이 나
머지 2개 그룹을 구성하였다. 사례구성 예산 조정은 이처럼 각 병원을 그룹별로 분리하여
계산한다.
당일입퇴원환자와 입원환자에게는 별도의 사례구성 모델을 적용하며, 비급성 정신보
건 및 재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모델에는 자본비용, 감가상각, 보조금 pension, 악성부채
및 타병원으로부터의 이전 등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교육비용은 여기에 포함되
지만 연구비용은 별도로 재정이 충당된다. 가장 최근의 사례구성 모델이 포함하는 비용은
급성기 공공병원의 전체 비용의 80% 이하이다(run in 2009; National Casemix Programme, 2010d). 비용 조정 과정의 일부로, 참가하는 모든 병원들은 사례별로 통상적이
지 않거나 고비용 진료 활동에 대한 추가 지불을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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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서비스 가중치와 상대가치
아일랜드의 서비스 가중치(원가가중치라 부르는 곳도 있음)는 상대가치와 다르다.18 서비
스 가중치는 각각의 AR-DRG별로 할당된 전문 비용의 비중을 가리키며, 15.4.2가 제시
하는 13개 원가중심점 각각을 정의한다. 서비스 가중치는 호주의 환자 원가자료를 기초로
아일랜드 원가자료를 포함시킨 후, 아일랜드 보건의료체계에 적용하였다. 대조적으로 상
대가치는 각각의 AR-DRG 시스템에 대한 상대 자원 강도 relative

resource intensity (RRI)를

19

의미한다. 상대가치는 당일입퇴원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는데, 국가적
원가 및 진료 활동 자료를 이용하며 사례구성 모델의 일부다. 소아병원에 대해서는 그 특
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상대가치 체계가 있다.
입원환자 상대가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입원환자 퇴원 자료 중 각각의 AR-DRG 평균 재원일수에서부터 3 표준편차
떨어진 지점을 절사하여, 재원일수 상한 및 하한의 계산에서 극단적으로 짧거나 긴
입원 사례를 제거한다. 그리고 평균을 기준으로 1.96 표준편차 상한 혹은 하한을 설
정한다.20
2. 각 원가중심점과 병원별 평균비용을 병원의 입원환자 비용 및 진료 활동 자료와 입
원환자 서비스 가중치를 함께 이용하여 계산한다.
3. 입원환자 비용 및 퇴원에 대한 진료 활동 자료는 AR-DRG별로 분석하여 DRG 시
스템과 RV별로 전국 평균비용을 계산하는 데 이용한다.

15.5.3 DRG 기반 예산 조정
이 장에서는 병원의 사례구성 예산 조정 결정 방법을 설명한다.

병원의 사례구성-조정casemix-adjusted 진료 활동/사례구성 단위
사례구성 단위(CMU)는 환자가 배정된 AR-DRG의 상대가치, 재원일수, 해당 AR-DRG
의 재원일수 상한 및 하한 등에 의해 결정된다. 각각의 병원에서 사례구성-조정 진료 활
동은 모든 퇴원환자의 CMU의 합이다. 입원환자와 당일입퇴원환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모델과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상대가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구성-조
정 진료 활동을 당일입퇴원환자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림 15.2는 퇴원환자에 대한 CMU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입원당일, 1일 입
원 혹은 정상군 사례 inlier
18

case에

대한 AR-DRG를 위한 상대가치가 독립적으로 결정된

	아일랜드에서 ‘상대 가치’는 다른 나라에서 원가가중치로 언급된다.
	보통 AR-DRG는 RV 1이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AR-DRG를 1보다 큰 RV 값을 갖는다.
20
	이 계산을 위해 재원일수는 자연로그로 변환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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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의 퇴원당
사례구성 units

+ 입원일당 조정

정상군(Inlier) RV
+ 입원일당 조정
하루 입원 RV
당일 퇴원 RV

입원 당일 하루 입원 후
퇴원
퇴원

재원일
하한 열외군

정상군(Inlier)

재원일 하한

재원일
상한 열외군

재원일 상한

재원일

그림 15.2 입원환자 퇴원에서 CMU 분포
주석 : 당일입퇴원 사례(same-day case)는 같은 날 입원과 퇴원을 한 사례를 말한다. 하루 입원은 선택적 입원인
데 비해, 당일입퇴원 사례는 응급입원이다. 하루 입원은 입원 다음날 퇴원한, 즉 병원에서 밤을 보낸 자료
다. 정상군은 AR-DRG의 상한과 하한 사이의 재원일을 갖는다. 단기 입원 재원일하한열외군은 하루 이상
입원하고 재원일 하한 이전에 퇴원한 사례다. 이 경우의 RV는 입원일당 가중치를 준다. 재원일상한열외군
은 재원일 상한 이상으로 입원한 사례로 이 경우의 RV는 입원일당 가중치를 준다.

이후부터는 각각에 대한 CMU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재원일 하한 열외군
인 경우 재원일당 진료비로 일일입원 상대가치를 조정하여 CMU를 결정한다. 역으로 재
원일 상한을 초과한 사례에서는 환자의 AR-DRG에 대한 정상군 상대가치에 초과한 일수
만큼 재원일당 진료비를 더하여 조정한다. 사례구성 조정 당일입퇴원 사례는 단순히 해당
ADRG의 상대가치로 계산한다.

병원의 사례구성 예산 조정
그림 15.3은 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구성 조정에 대한 예산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예산은 병원의 CMU와 기본요율 base
blend rate을

rate,

병원군별 기본요율 peer-group

base rate,

혼합률

토대로 결정된다. 병원의 기본요율은 병원의 총비용을 병원의 CMU로 나누어

계산하고, 병원군별 기본요율은 특정 병원군에서 환자 진료의 총비용을 해당 집단의 전체
CMU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리고 혼합률은 병원의 사례구성 조정을 통한 예산 배정이 초
래할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이용된다.21 혼합률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증가했으며, 이
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표 15.6 참조). AR-DRG 지불은 당일입퇴원환자
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21

	예를 들어 혼합률 70%는 동일 그룹비용 70%와 병원 자체비용 30%를 토대로 사례구성-조정퇴원비용이 계산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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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군별 기본요율
병원군별로
사례구성-조정
사례당
평균비용 기준

병원의
사례구성-조정
입원환자
진료 활동
환자 유형별
RVs를 이용하여
계산한
병원 입원환자
CMUs 합계와
동일함

×

×

혼합률

+

=

사례구성-조정
병원 예상 배정

병원 기본요율
해당 병원의
사례구성-조정
사례당
평균비용 기준

×

(1-혼합률)

그림 15.3 병원 입원 사례구성 조정 지불의 계산

표 15.6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환자 혼합률, 2000~2010 사례구성 모델
모델 자료a
1999/2000

모델
2000

혼합률

예산 조정
2001

입원(%)
15

당일입퇴원(%)
5

2000/2001

2001

2002

15

5

2001/2002

2002

2003

20

10

2002/2003

2003

2004

20

10

2003/2004

2004

2005

20

20

2004/2005

2005

2006

30

30
40

2005/2006

2006

2007

40

2006/2007

2007

2008

50

50

2007/2008

2008

2009

60

60

2008/2009

2009

2010

70

70

2009/2010

2010

2011

80

80

출처 : National Casemix Programme, 2010a
주석 : 혼합률이 50%를 넘으면 해당 병원의 비용보다는 소속된 병원군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비용에 더 많이 근거
하여 병원에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혼합률이 70%일 때에는 사례구성-조정 퇴원에 대하여 계산
된 비용의 70%는 동일그룹 비용으로 결정되고 30%는 병원 자체의 비용에서 계산된다. a 사례구성 모델에
서는 업무량 조정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t년도 하반기 활동과 t+1년도 전반기 활동을 토대로 계산된다. 이러
한 업무량 조정으로 혼합률 70%는 입원환자/당일입퇴원환자 조정(68%)과 업무량 조정(2%)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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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활동 시기와 원가자료 시기 그리고 사례구성 예산 조정의 적용 시기 간에는 시간차
가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의 사례구성 모델은 2008년에 시행된 진료활동과 비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2010년의 병원지불에 적용될 사례구성 조정 예산액을 2009년 상반기의 자료
를 근거로 계산한다.
병원의 사례구성 조정 예산과 해당 병원의 과거 배정액 간 차이가 사례구성 예산 조정
분이다. 계산된 사례구성 조정 예산이 과거 배정액보다 많으면 조정의 결과로 병원은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각 병원군 내 사례구성 모델은 각 병원군 내에서 수익중립
revenue neutral을

유지한다. 그리고 동일 병원군 내 가산 조정을 받는 병원이 있는 경우, 감

산 조정을 받는 병원 또한 나타난다.

15.5.4 질 관련 조정
현재 아일랜드의 국가 사례구성 모델에서는 질에 관련한 조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15.5.5 병원에 대한 주요 재정적 유인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에서는 진료활동과 원가자료가 분명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병원은
진료 활동과 원가의 측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잠재적인 재정적 유인에 직면한다. 즉 병
원은 환자를 가중치가 높은 AR-DRG로 분류하기 위해 코딩 형태를 변경(상향 분류upcoding

또는 DRG creep)하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환자를 부정확한 사례구성 모델로 배

정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다른 병원이나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으
로 이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도되지 않은 결과는 국가사
례구성프로그램과 ESRI의 정기적 자료 감사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
병원을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장려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진료 시점과 예산 조정 시점의 차이로 인해 이러
한 유인은 다소 약화될 수도 있다. 사례구성 모델에 업무량에 따른 조정을 적용하면 이 차
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15.5.3 참조).

15.6 신기술·혁신기술
참가 병원들은 고비용 약제 및 혁신적 진료 기술에 대한 추가 지불을 사례별로 국가사례
구성프로그램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전이 신기술 도입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투자 자본의 가용성이 신기술 채택에 더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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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아일랜드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사례구성 지불에 DRG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은 아일랜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의 많은 국
가적 심의의 일부로서 평가되었다. 2001년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하던 당시,
국가보건의료전략 National Health Strategy은 이것을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고 훌륭한 성과
창출의 유인을 제공하는 가장 발전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이
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DoHC, 2001, p. 114). 2004년, DoHC는 국가
사례구성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참여 병원의 수를 늘리고 혼합률을 높이
며, ‘아급성’ 및 ‘비급성’ 진료를 병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각 결정 사항에 대한 시행은 현
재 모두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는 또한 ICD-10-AM을 국가임상코딩 표준으로 채택했는
데, 임상 코딩 및 DRG 시스템 개정의 국제적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
이다(Murphy et al., 2004; Aisbett et al., 2007).22
국가사례구성모델의 매개변수는 국가사례구성프로그램 운영이 병원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준다. 그림 15.4는 2001~2010년 사이에 입원환자 사례구성
모델이 적용된 대형 수련 병원에서 나타난 사례구성 조정 평균비용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1군에 소속된 여러 병원들의 평균원가가 해당 병원군의 평균비용으로
수렴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러한 수렴은 혼합률의 증가와 관련되며 이것은 각 병
원이(특히 평균비용보다 높은 병원) 원가를 그룹 내 병원의 비용에 맞추어 변화시켰음을
의미한다.

15.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아일랜드의 급성기 공공병원 시스템에 대한 DRG 도입은 매우 흥미로운 여정을 거쳤다.
DRG 시스템의 이용은 병원에 대한 상환을 넘어 급성기 공공병원서비스의 기획과 구조
개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또한 공공병원에 대한 비교 benchmark를 촉진하고 공공
병원 의사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한 보고서에는
공공병원에서의 일반 private 및 반일반 semi-private 환자의 진료비에 DRG 지불제도를 적
용했을 때의 장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체계를 시범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DoHC,
2010b). 따라서 이 두 보고서는 DRG가 병원 진료비 상환에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
다고 권고하였다. 첫 번째 보고서(HSE의 요청으로 발간된 ‘Promoting performancerelated services’)에서는 10년 이상 원가 및 서비스량에 대한 계약을 시행할 것을 제안
22

	또한 2004년 ESRI가 의뢰하고, 시드니 대학의 Michelle Bramley와 Beth Reid가 수행한 임상코딩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질 검토, 감사는 HIPE 내부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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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I군 소속 병원의 사례구성 조정 입원환자 평균비용 및 혼합률, 2001~2010
주석 : 가로 선은 각 병원에 대한 값을 나타낸다. 굵은 가로 선은 병원군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2001년 자료는 아일
랜드의 파운드화를 유로화로 환산한 것이다. 환산율은

€1

= IR£0.787564

하였다. 이에 따라 HSE가 구성한 팀에서는 환자 수준 원가회계의 진보를 가장 중요한 과
제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HSE는 2009년에 다수의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수준의 원가
회계와 관련된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National Casemix Programme, 2010c). 한편 2009년 보건 및 아동부 Minister for Health and Children에서 구성한 전
문가 그룹이 작성한 두 번째 보고서는 DRG 시스템과 일괄지불 lump-sum payments을 혼합한
병원지불의 기전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Ruane, 2010).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는 DRG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의료의 질과 기술적 요
소, 체계의 구성이 향상되었다. 자료 체계가 향상되고 정교한 측정 체계를 실행할 기술력
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새롭고 더욱 향상된 DRG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성기 공공병원에서 산출에 관련된 자원이용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DRG 시스템
사용의 주된 목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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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DRG:
국가간 협력의 편익
Miika Linna and Martti Virtanen

16.1 서론
1990년대 초부터 노르딕국가(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들은 환
자분류체계를 실험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노르딕 공통 환자분류체계인 ‘NordDRG’를 구축했다. NordDRG는 HCFA-DRG Ver.12를 본뜬 DRG 그룹화 프로그램으로,
WHO의 ICD-10과 NOMESCO(노르딕 의학통계위원회 Nordic
의 외과적 시술 분류인 NCSP NOMESCO

Medico-Statistical Committee)

classification of Surgical Procedures가

이를 정의한다.

첫 번째 그룹화 프로그램은 1996년에 완성되었으며 NordDRG 유지 절차에 따라 매년 개
정된다. 노르딕국가의 DRG는 국가별로 고유한 특색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르딕국가들이 환자분류체계를 완성하기까지 사용한 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NordDRG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 핀란드는 HCFA 분류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FinDRG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핀란드 버전 ICD-9의 진단 및 시술 코드를 HCFA-DRG로 자동 변환해 준다(Salonen et al., 1995; Linnakko, 2001). 그리고 비교적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노르딕국가들도 DRG를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주요 그룹화 프로그램
은 3MTM의 AP-DRG 그룹화 프로그램과 미국의 HCFA-DRG 그룹화 프로그램이다. 당시
노르딕국가에서 DRG는 병원지불과 직접적인 연계하에 활용되지 않았으며, 병원 간 벤치
마킹, 보건의료체계 평가 혹은 통계 보고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의
일부 지방정부는 병원에 대해 혹은 일부 전문과목에서의 입원진료에 대한 상환에 3MTM의

316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AP-DRG 및 HCFA-DRG 그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Håkansson & Gavelin, 2001).
반면 핀란드에서는 FinDRG를 병원에 대한 상환보다는 관리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Linna, 1997).
1996년 DRG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노르딕국가들은 ICD-10을 임상적 진단 분류에 사
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CD-9(HCFA 및 FinDRG 그룹화 프로그램에서 사례에 적
용했던)을 ICD-10으로 만족스럽게 전환할 수가 없었으며, 당시 노르딕국가들은 새로운
NCSP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병원 상환 목적의 DRG 활용이
증가하고 핀란드의 일부 지방정부는 DRG에 근거하여 병원서비스를 정의하는 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서 NOMESCO는 노르딕국가들에게 질병 분류를 위한 세계보건기
구 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the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배치하여 여러 국가를 포
괄하는 DRG, 즉 NordDRG의 개발을 시작했다.
핀란드(핀란드 지역 및 지방정부 연합회 Finnish

Associa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와 스웨덴(국가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Welfare and Health), 아이슬란드(보건 및 사회
보험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Insurance) 보건당국이 NordDRG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후 덴마크과 노르웨이 보건당국이 여기에 합류했다. 이 보건당국들은 NordDRG 그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지, 배포를 담당할 노르딕 사례구성센터 Nordic Casemix Centre를 설치
하였다.1
1996년 이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스웨덴과 핀란드는 공통된 정의를 토대로 하여 개발
한 독자적 버전을 발표했다. 덴마크(2000)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2002)도 자국의 독
자적인 버전을 만들었다. 2002년 덴마크는 합동 프로젝트에서 탈퇴하여 자국의 고유한
DRG (DkDRG)를 구축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1차 분류(시술)에 근거하여 NordDRG의 분
류 정의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Hansen & Nielsen 2001) (그림 16.1). 2003년에는 에
스토니아가 NordDRG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그러나 2009년까지 이들은 2003년 NordDRG 그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는 특히 NCSP를 토대로 하는 에스토니아의 시술
분류를 이 기간 동안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라트비아공화국 보건부와 라트비
아에서 NordDRG 사용 권리에 관한 협정도 체결되었다.
국가적 버전의 NordDRG와는 별도로 ICD-10과 NCSP의 공통된 Nordic 요소를 토대
로 한 NordDRG 버전도 있다. 2003년에는 확장된 NordDRG 버전이 개발되었는데, 이것
은 각국의 다른 분류 로직과 일부 국가에 고유한 코드의 사용 등을 포함한다(NCSP+).

1

상세한 내용은 노르딕 사례구성센터 웹사이트 참조(www.nordcase.org, 2011. 7.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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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DRG Fin 96
NordDRG Sw 96
NordDRG Fin 97
NordDRG Sw 97
NordDRG Fin x

NordDRG V. x

NordDRG Sw x
NordDRG Dk 00
NordDRG Fin 02
NordDRG Sw 02

2002

NordDRG V. 02

DkDRG 02
NordDRG Nor 02
NordDRG Ice 02
NordDRG Fin 02
NordDRG Sw 02

2003

NordDRG V. 03

NordDRG Est 03

DkDRG 03

NordDRG Est 03

DkDRG x

NordDRG Est 10

DkDRG 10

NordDRG Nor 02

.
.
.
.

NordDRG Ice 02
NordDRG Fin x
NordDRG Sw x

NordDRG V. x
NordDRG Nor x
NordDRG Ice x
NordDRG Fin 10
NordDRG Sw 10

2010

NordDRG V. 10
NordDRG Nor 10
NordDRG Ice 10

그림 16.1 NordDRG 국가별 버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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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Nord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NordDRG 시스템은 구체적인 지침과 일정에 따라 연례적으로 유지되고 개정된다. 이러한
개정 과정은 노르딕국가 내 NordDRG 시스템의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이 제기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수정사항을 통해 경제적·임상적 동질성의 유지나 향
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 및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개연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각국은
자국의 자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된 부분을 검증하고 실행한다.
한편 NordDRG 시스템에 참여하는 각국에서 추천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연례적 개정에 대한 제안을 접수한다. 네트워크는 NordDRG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성과 평가와 관련된 논의의 장이며 가장 중요한 자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네트
워크의 회의는 1년에 두 차례 개최되며, DRG 조정 그룹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
대로 합의를 통해 NordDRG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된 최종적 결정을 내린다.
공통 NordDRG 그룹화 프로그램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참조 그룹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노르딕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한다. 실제로 덴마크를 제
외한 모든 국가별 수정 버전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분류 알고리즘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다. 2004~2007년까지 외래환자 진료의 분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버전은 매우 비
슷했다. 그러나 2007년에 스웨덴 버전에서 외래환자의 만성질환 사례에 대한 개정이 대
폭 이루어졌다. 반면 수술 사례·그룹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버전에서 계속해서 매
우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2010년에 노르웨이는 외래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DRG를 NordDRG 자국 버전에 통합했으며, 2011년에는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시행하였다.
NordDRG의 논의를 위한 포럼은 개방되어 있으며, 간행물을 통해 NordDRG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2 또한 이것은 개정에 대한 제안을 수렴하고 NordDRG
시스템 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데도 이용되며 매년 NordDRG 시스템에 생긴 변화
를 기록한다.
NordDRG에 변화가 필요한 해에는 두 가지 버전을 생성한다. 첫 번째(계획) 버전은 다
음 해에 이용될 일부 DRG 분류 로직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변경 내용은 완전
히 새로운 그룹, DRG의 세분화, 혹은 DRG 지정 규칙의 변화(이전과는 다른 DRG로 분류
되는 환자 사례) 등이다. 첫 번째 버전은 현재 연도의 일차적 분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버전(완성 버
전)은 다음 해의 일차적 분류를 토대로 하지만 NordDRG의 분류 로직에는 새로운 변화가
없다. 여기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두 번째 버전이 다음 해에 사용될 공식적 완성 버
전으로 채택된다.
2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 전문 포럼 노르딕 분류센터 웹사이트 참조(www.norddrg.net/norddrgforum, 2011. 7.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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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DRG 센터에서 각 진료과 전문의가 함께 제안받은 모든 변경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여기서 NordDRG 시스템 개정과 관련된 제안이 채택되며, 필요 시 NordDRG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스웨덴은 국가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가 NordDRG 시스템의 스
웨덴 버전 개발과 유지를 담당한다. 국가보건위원회는 21개의 주정부 및 지역을 대표하는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ALAR)와 함께 일
한다. 그리고 병원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도 여기에 참가한다. 개정 과정에 이용되는 자
료는 국가 환자 등록 National Patient Register 자료에서 얻는다. 그리고 DRG의 동질성을 확보
하기 위해 국가 원가 데이터베이스 National Cost Database에서 환자 수준의 원가자료를 제공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병원들의 원가 계산 정보가 포함된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에스토니아 건강보험기금 Estonian Health Insurance Fund (EHIF)이 DRG
개발과 개정을 담당하며 DRG 개발 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각국의 원가가중치는 NordDRG와 각각의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예
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입원진료의 약 30%를 담당하는 최대 병원지구인 헬싱키 Helsinki와
우시마 Uusimaa에 있는 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그룹화 프로그램용 원가가중치를 매년 계산
한다(Mikkola & Linna, 2002). 에스토니아에서는 실제적으로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보
건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토대로 원가가중치와 DRG 수가를 계산한다. 에스토니아 버전의
개발에 이용된 가장 중요한 자료는 EHIF의 사례 원가 데이터베이스로, 의료전문가협회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환자분류센터 Centre
for Patient Classification가

개정 과정과 원가가중치 계산을 담당한다. 스웨덴에서는 국가 원

가가중치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일부 지방에서는 자체적 가중치도 사
용하고 있다. 국가 원가가중치는 전국 사례 원가 데이터베이스(상향식 bottom-up 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를 토대로 하는데, 이것은 스웨덴 모든 입원환자의 62%를 차지한다. 사례 원
가자료는 외래환자 진료에서도 수집되고 통원수술 day surgery 및 방문에 대한 가중치도 상
향식 원가 계산 자료를 토대로 한다.
2004년까지 NordDRG의 핀란드 버전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분류만 포함했으나, 이
후 병원이 과거의 그룹화 프로그램(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만 해당) 이용에서 외래환자
DRG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스웨덴에서는 두 가지 버전의 NordDRG를 사용했으나,
전체 버전은 입원환자 진료와 외래수술(내시경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 버전에
서는 입원환자 진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외래환자 진료를 포함하는 별도의
NordDRG 그룹화 프로그램도 있다. 2010년부터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진료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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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 가지 NordDRG 버전만 사용할 것을 계획했으며, 에스토니아는 2000년 이후 동
일한 버전의 NordDRG를 사용해 왔다. 여기에는 시술에 대한 분류가 이 기간 동안 개정
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2011년에 있을 2010 DRG 분류 버전의 개정에서는 ‘단기치료
(당일입퇴원)’ DRG도 도입할 예정이다.

16.3 진단 및 시술 분류의 차이점
NCSP의 개정은 노르딕센터가 담당하며, 이 센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변경과 관련된 논
의를 진행하는 인터넷 논의 포럼을 운영한다(16.2 참조). 그리고 전문가 그룹 Reference
Group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노르딕센터 위원회에 변경 관련 권고안을 제출한다.

NCSP 개정 시에는 먼저 전문가 그룹이 고려대상인 개정 제안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
한다. 그리고 이에 책임 있는 국가 분류 기구의 승인을 받아 제안서를 제출한다. 또한 관
련 의료전문가협회에서 개정 제안을 준비할 수 있다. 제안은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설명
과 적응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이 제안을 제출한 국가에서 연간 해당 시술을 시
행한 건수를 추정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시술이 시행될 건수를 예측해야 한다. 또한 관련
된 정보(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좋다)를 수록한 참고문헌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
헌에서는 제안된 새로운 코드가 아직 실험 단계만이 아니라 이미 정착된 시술임을 나타내
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안된 새로운 코드의 기술적인 부분과 적응증에 대해
폭넓게 개관해야 한다.
그러나 진단과 시술의 분류는 NordDRG 사용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핀란드
의 경우 ICD-10에 다섯 번째 자리를 추가해 분류를 세분했지만, 이것이 원래의 WHO 버
전과 모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핀란드의 경우 NCSP 또한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예:
진단방사선에 초음파검사, 치료방사선, 재활치료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핀란드의 전체
DRG 버전은 대상을 외래환자까지 확대했으며, 병원 외래환자 방문에 대해서도 여러 개
의 분류 그룹이 있다. 이것은 공통 Nordic 모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소위 통원수술에도
방문당 분류 그룹이 있다. 핀란드에서 국가적으로 추가된 그룹은 주로 고가의 방사선 시
술이며 보통은 환자 관리 시스템에서 코드를 부여한다. 핀란드 모델은 아직도 기존의 개
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통의 전체 버전 full version NordDRG 시스템부터는 외래환자 대
신 ‘단기진료 short-term therapy (당일입퇴원 사례)’ 개념으로 접근한다. 고가의 약제도 고려
해야 할 또 다른 문제지만 체계적으로 수집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해결책만 제시될 뿐이다.
스웨덴의 ICD-10은 WHO의 ICD-10에 다섯 번째 자리의 코드를 추가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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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핀란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WHO 원래 버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스웨덴은 노
르딕국가들 중에서 ICD-10의 외인external cause 코드를 다섯 자리 수준까지 완전히 적용한
(25,000개의 외인 코드) 유일한 국가다. 스웨덴은 NCSP를 사용하면서도 보존적 시술에
대해서는 자체 분류를 함께 사용하는데, 이는 외래환자의 DRG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핀란드에 비해 진단방사선 관련 분류가 훨씬 적게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간
단한(단기 입원) 시술 및 재활 등에서는 핀란드에 비해 스웨덴의 분류가 훨씬 자세하다. 스
웨덴의 NordDRG 전체 버전은 전문 외래환자 진료(보존적 및 수술적)를 모두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정신보건과 재활도 포함한다.
아이슬란드는 NCSP에서 시술 분류를 확장한 NCSP+라는 체계를 사용한다. NCSP+
는 노르딕국가들에서 NCSP에 각기 다르게 추가한 추가 코드를 토대로 한다. NCSP+는
자체의 NordDRG 시술 분류를 개발할 때 각국의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을 함께 연결하
여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각국의 서로 다른 규칙을 함께 정의하고 모든 국가의 버전들과
NCSP+를 연결하여 적용하였다. 아이슬란드 버전의 ICD-10은 에스토니아 버전과 유사
하게 WHO ICD-10을 직접 번역한 것이다.
노르웨이는 공통 버전이 개정될 때만 NCSP를 변형해 왔다. 그러나 ‘비수술적’ 중재에
대해 NCSP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분류가 있다. 이것은 중요한 영역들을 대상으
로 하는데, Classic NordDRG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외래환자 분류에 중요한 특성들
도 포함된다. 노르웨이는 NordDRG 시스템 전체의 확장 버전을 개발했으며 이는 스웨덴
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덴마크는 ICD-10 코드를 검표-별표 dagger-asterisk 체계로 대체하였는데, 사전에 정의
된 다수의 복합 코드를 갖는다. 또한 외인external cause 코드를 NOMESCO 상해외인분류
Classification of External Causes of Injury (NCECI)로

대체했으며, 시술 분류는 주로 NCSP를 따

른다.
일부 국가들은 ‘간호 중재nursing interventions’ 체계(여러 개의 코드로 구성된다)를 NordDRG 시스템에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스웨덴의 NordDRG 전체 버전은 (환자
중심의) 간호 시술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개의 DRG 그룹을 포함한다.

16.4 그룹화 과정
NordDRG 그룹화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주진단, 2차 진단(진단 목록), 시술
(시술 목록), 연령, 성별, 퇴원 유형 및 재원일수 등이다.
분류 알고리즘 규칙으로 내부적으로 진단과 시술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여러 묶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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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부 분류와 각 사례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이용하였다(예: 진단과 시술에 대
한 합병증의 특성). NordDRG의 논리를 정의하는 관련된 목록에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분류에 관계되는 진단과 시술들은 ‘범주 categories’ 및 ‘특성 properties’이라고 불리는
중간 군 intermediate groups으로 묶인다. 모든 코드는 한 가지 범주에만 속하지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동반상병 및 합병증(CC)은 2진수, 즉, 두 가지 수준만 있다. 그리
고 입원환자 DRG의 약 75%는 ‘합병증 없는’ DRG (CC를 동반하지 않은)와 ‘합병증 있는’
DRG (CC를 동반한)로 나뉜다. 합병증이 있는 사례는 2차 진단을 근거로, 혹은 일부 사례
에서는 합병증으로 인해 시행된 시술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수술실(OR)은 Classic 그룹화 프로그램에서는 2진수이지만 Full 그룹화 프로그램에서
는 세 가지 값을 부여한다. 1과 0값은 각각 수술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사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보에 따라 각각의 사례는 외과계 surgical와 내과계 medical DRG
로 배정된다. 외래환자의 설정에는 중요하지만 입원환자의 DRG 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시술에는 OR-특성 2(OR=2)를 부여한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OR=2가 DRG 배
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그룹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주진단 범
주(MDC) 코드, NordDRG 그룹 코드 그리고 그룹화 결과, 일관성 검사 결과 및 분류 실
패 이유를 나타내는 반환 코드의 세 가지 코드를 갖는다.

16.5 상환을 위한 DRG
NordDRG 핀란드 버전은 1998년 초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에 처음 도입
되었다. 2001년 핀란드의 5개 병원지구에서 병원 진료에 수가를 정하는 데 NordDRG를
일정 부분 채택했으며, 오늘날에는 핀란드 21개 구역 중 13곳에서 DRG 기준 수가산정 방
식을 이용하지만 그 방법은 구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핀란드 전국 차원에서는 병원 상환
에 관련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각의 구역이 병원에 대한 지불 방법을 자율적
으로 결정한다(Häkkinen & Linna, 2006).
스웨덴은 1990년대 초부터 다른 DRG 시스템들을 이용해 왔다(그러나 주로 HCFADRG). 스톡홀름시의회Stockholm County Council는 1992년에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지불제도
로 DRG를 시행했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와 주정부 사이의
협조를 통해 DRG를 개발했으며, DRG 채택은 주정부의 주관심사였다. 이러한 환경(지방
의 자율성이 높은 전통과 함께)이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는 DRG 관련 사항에 대한 중앙
의 조정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1999년 이후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DRG 문제들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현재 모든 주정부와 지역에서는 DRG를 일정 부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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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는 2001년 DRG 시스템을 도입해, 이것을 기존의 행위별수가(FFS) 및 입원
일당 지불을 대체하는 병원 상환의 방법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2011년 DRG 분류 버전을
개정했다. 이것은 DRG 내에서 임상적 관련성과 자원의 동질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기치료 short-term

therapy (당일입퇴원day care)’에도

DRG를 도입하고 환자의 재원일수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계산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1997년 이후 병원 진료에 대한 지불은 주로 총액 예산과 활동에 근거한
지불(DRG)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7년의 개혁을 통해 병원 재정 지불 형
태가 정액 지급block grant에서 정액 지급과 DRG를 이용한 활동 근거 상환이 혼합된 형태
로 바뀌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2000년,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가 사례구성 요금
casemix rates을

도입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주 외의 지역에서 기본 수준의 진료를 받는 환

자(자유선택 환자 free-choice patients)에 대한 상환에 적용하였다. 같은 시기에 주에는 90/10
지불 모델이 도입되었다. 90/10 지불 모델에서는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달·생산 비용의
90%가 병원에 배당되고, 나머지 10%는 시행된 보건의료 활동에 근거하여(DRG로 측정)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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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에스토니아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7.1.1 에스토니아의 보건의료체계
에스토니아의 보건의료체계는 공동체 중심의 보험과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공급자가 제공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적 플랫폼 위에 구축되었
다(Koppel et al.,2008).
2008년 당시 에스토니아는 GDP 대비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6.1%)
유럽국가 중 하나였다(NIHD, 2008). 에스토니아의 보건의료비는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
한 소폭의 변화를 보였을 뿐 지속적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보건의
료체계 수준에서 나타나는 투입과 산출의 특성이 에스토니아보다 부유한 국가들에 필적
하기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매우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로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다(Björnbergetal.,2009).
에스토니아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첫
째는 중앙집중식 주정부통제 시스템으로부터 분권화된 시스템으로의 변화이다. 둘째는
주 예산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체계에서 법정건강보험 social

health insurance (SHI)의

보험금

을 통한 재정조달로 변화한 것이다(Koppel et al., 2008). 1992년 건강보험의 도입과 자
율적 공급자의 등장에 따라, 에스토니아의 보건의료 전문인들은 공공 피고용자, 즉 공무
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민간 노동제도private labour regulation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보건의
료체계는 몇 단계에 걸쳐 개편되었다. 현재의 조직과 운영 원칙은 1999년에서 2002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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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부 기능을 다시 중앙집권화하고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되었다.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와

(SAM), 보건위원회 Health

그 산하 기구인 주의약품관리국State

Board, 국립보건발전연구소 National

Agency of Medicines

Institute for Health Development

(NIHD)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전반적 관리 운영 및 보건정책 개발을 담당한다.
총 보건의료비 지출 중 약 11.5%를 주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며, 주로 공중보건서비스의
재정조달 및 운영, 무보험 주민들의 응급의료 및 앰뷸런스 서비스에 지출한다. 지방정부
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정과 재정조달에 있어 비중이 작고 다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Koppel et al., 2008). 즉, 지방정부의 보건의료비 부담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된 책임은 없으므로 지방정부의 보건의료비 재정조달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부 지방정부는 1차 의료공급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어떤 지방정부들은 저소득
가구 혹은 고령자들의 약제비와 간호비용을 부분적으로 상환해 준다. 그리고 무보험 주민
을 진료하는 공급자는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지출의 일부를 상환하는데, 지방정부에 따라
상환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의 대부분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공공
기구인 에스토니아 건강보험기금 Estonian

Health Insurance Fund (EHIF)이

부담하는데, 이는

보건의료비 총 지출의 64.8%에 해당한다(NIHD, 2008). EHIF의 재정은 임금에 부과되
는 목적세로 충당된다. EHIF는 대부분의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유일한 구매자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에 점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민간의 지출은 전체 보건
의료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주로 약제비와 치과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다. 에스토니아에
민간보험은 거의 없다(0.3%) (NIHD, 2008).
에스토니아 보건의료 시장의 모든 참여자 actors들은 공법이나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공
공 혹은 민간 조직들이다. 이는 공급자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사회부와 지방정부
에 의해 병원감독위원회 hospital supervisory boards로 위임되었음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의 구
매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들은 EHIF, 보건위원회 Health Board, NIHD와 같은 공공조직들
이다. 이중 보건위원회 Health Board와 NIHD는 사회부 소속 기구들이다. 보건위원회 Health
Board는

앰뷸런스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구매자이며 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NIHD는 공중보건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구매자이며 모든 국가적 공중
보건 프로그램과 전략의 시행을 담당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기획과 조정은 사회부의 소
관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구매자는 EHIF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서비스 공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발전시켜 왔다. 1990년대 초에는 계약의 내용이 정교하지 않아
서 총비용의 상한 정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다. 현재는 계약 내용에 관련 당사자
들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비용 및 서비스의 양에
기초한 상세한 재정적 사항 등의 보고 의무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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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에스토니아의 병원서비스
에스토니아 병원체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2001년 이후 모든 병원들이 유한책임회사
나 기금의 형태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Koppel et al., 2008). 모든 병원들은
자체의 자본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과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가진다. 병원의 각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은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이 된다. 1991년
부터 2000년까지 의사 수는 5,500명에서 4,190명으로 24%, 간호사 수는 9,900명에서
8,500명으로 14% 감소했다. 1998년 이후 의사 수와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에스토니아 전체 인구 규모 역시 줄었기 때문에 주민 1,000명당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Koppel et al., 2008).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들은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또는 설립주체)하
고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에스토니아는 병원
네트워크의 공공 소유는 유지하면서도 민간 영역의 경영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공공병
원들로 하여금 네트워크 혹은 통합적 공급자로 운영되면서도 효율적 재정 성과에 경영 유
인을 갖는 실질적 기업체처럼 운영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냈다.
또한 병원의 소유 주체가 여러 곳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러 지방정부 또는 주정
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한 병원을 소유할 수 있다. 몇몇 민간 소유 병원들은 부인과,
산과, 재활, 성형수술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EHIF와 모든 병원들은 계약 관
계이며 소유주(공공 소유주 포함)들은 감독기구나 자본투자 관련 결정을 통해 병원 활동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03년에 정부는 병원 네트워크 개발계획Hospital Network Development Plan (HNDP)을 승
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 주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병원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병원을 지역·중앙·종합·지방·특수·재활요양 그리고 간호요
양 병원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중앙·종합·지방 병원들은 급성기 병원으로 적극적인 의
료 중재를 필요로 하는 급성기 질환들을 진료한다. 특수병원은 정형외과, 혈관수술, 성형
수술, 정신과, 산과, 부인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영역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병원은 보건위원회 Health

Board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병원의 수준에 따른

허가 조건의 차이는 주로 특정 수준의 병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전문과목 구성 형태
로 나타난다.
급성기 병원들은 특정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70 km 혹은 자동차로 60분 거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급성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선택된다. 에스
토니아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HNDP를 승인하였다. HNDP는 전문의 진료를 평
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급성기 병원이 19개 있어야 한다고 예측했는데,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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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1개, 중심병원 4개, 지역병원 3개 그리고 지방병원 1개다(그림 17.1 참조).
2000~2006년 사이 병원의 병상수는 9,828개에서 7,588개로 20% 감소했으며 전문
과목별 병상의 구성도 크게 변했다. 즉 간호요양 병상은 대폭 증가한 반면, 급성기 병상의
비중은 줄었다(표 17.1 참조).
2006년 말, 에스토니아의 병원수는 지역병원 3개, 중앙병원 4개, 종합병원 12개, 지방
병원 7개, 재활요양병원 7개, 간호요양병원 20개로 55개였으며, 총 병상수는 7,588개였다.
급성기 병상의 감소는 병원 허가제도의 시행과 관련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종전에 주
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소규모 병원들은 급성기 의료를 제공하는 자격을 잃고 너
싱홈nursing

homes으로

바뀌었다. 다른 병원들은 통원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로 전환되

었다(Koppel et al., 2008).
에스토니아에서 병원 영역의 활동 및 서비스의 범위는 전문적 외래진료(당일입퇴원day
care과

통원수술day surgery 포함), 입원진료(급성기 진료, 추후 관리, 간호요양 및 재활 포함)

이다. 표 17.2는 2008년과 2009년 전문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보험환자 수와 퇴원 및 외
래진료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병원 네트워크
개발 방안

지역병원
중심병원
종합병원
지방병원

그림 17.1 에스토니아 병원 네트워크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개관
출처 : Koppel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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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병원 관련 지표, 1998~2008(selected years)
진료 영역

1998

2000

2002

2004

2006

급성기 진료 병상

n/a

정신질환 병상

n/a

2008

77.3

74.2

73.2

69.7

n/a

11.0

10.7

9.0

9.8

n/a

전문과목별 병상 구조(%)

결핵 병상

n/a

3.2

3.5

3.8

3.6

n/a

간호 요양 병상

n/a

8.4

11.6

13.9

17.0

n/a

병상관련 종합 지표
1천명당 병상수

7.62

n/a

n/a

5.8

5.65

5.7

1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5.84

n/a

n/a

4.26

3.94

3.85

0.89

n/a

n/a

0.52

204.1

n/a

n/a

n/a

1천명당 정신질환 병상수
1천명당 입원수

0.55
188.3

0.56
n/a

평균 재원일수(ALOS)

10.3

9.2

8.4

8.0

7.8

7.9

병상 회전

26.8

27.7

29.5

33.2

34.6

34.6

병상 이용율(%)

74.6

69.9

67.7

72.6

74.1

74.3

진료 건수
피보험자 1천명당 통원진료

n/a

n/a

1,876

1,845

2,000

n/a

피보험자 1천명당 당일입퇴원

n/a

n/a

n/a

26

35

n/a

피보험자 1천명당 입원진료

n/a

n/a

200

197

195

n/a

출처 : Koppel et al., 2008
주석 : n/a: 자료 없음

표 17.2 퇴원, 외래방문,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에 대한 개관
지표

2006

2007

2008

2009

퇴원

249,398

248,711

249,784

240,227

3,481,857

3,624,744

3,722,259

3,573,286

796,815

810,834

819,055

800,578

외래방문(일반의 제외)
1년 동안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의 수
출처 : EHIF, 2008, 2010b

17.1.3 DRG 시스템의 목적
2001년, EHIF는 DRG 지불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병원의 재정을 엄격
히 통제하며 EHIF는 예산 범위(예비비 포함) 이상으로 지출할 수 없다.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DRG 시스템을 도입한
주요 동기는 근본적으로 재정적 측면에 있었는데, 이는 EHIF 예산이 엄격히 통제되는 상
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지출의 압박은 1999년 에스토니아 경제에 영향을 준
러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 더욱 심해져 EHIF의 예비비가 고갈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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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년 동안 EHIF 재정은 점차 증가했지만, 약제비 지출 또한 급속히 증가하여 EHIF
에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DRG 시스템의 도입은 병원 산출물output의 투
명성 향상보다는 주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1 또한 이전의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와 입원일당 per diem 지불제도가 사례당 평균상환 금액의 인플레
이션을 초래한 상황도 사례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한 또 다른 동기였다. 실제로 2000년 1
월과 2002년 9월 사이에 공식적 수가 인상은 13%에 불과했지만 인플레이션은 30%에 달
했다(Koppel et al., 2008).
DRG 시스템은 도입 이후 DRG 지불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함께(10%에서
2009년 7월에는 70%)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했다. 또한 DRG 시스템은 시간의 경과에 따
라 벤치마킹과 분석의 도구가 되었다. 2005년 이후, EHIF는 평균 재원일수, 사례구성지
표(CMI) (2008년 이후), 일부 DRG 시스템의 활용, 이상치(異常値) outlier의 비중 등에 관
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병원에 제공해 왔다. 병원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
간 경과에 따른 특정 지표의 경향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과도 비교할 수 있다.

17.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17.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에스토니아에서는 2003년부터 한 가지 DRG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이나
목적 혹은 보건의료 공급자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았다. 도입 기획 과정의 초기에 이미 전
국에 걸쳐 한 가지 DRG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여러 개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의 DRG 시스템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DRG 시
스템을 비교하여 에스토니아에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노
르딕 환자분류체계인 NordDRG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토니아는 2003년에 NordDRG 시스템의 채택 당시 이 시스템의 DRG 분류 로직
도 함께 도입했다. 또한 2011년 분류 로직을 개정했으며 NordDRG 2010 버전을 시행했
다. NordDRG 에스토니아 2010 버전에서 전체 DRG 수는 786개(2003 버전에서는 496개)
이며, 그중 655개(2003 버전에서는 489개)를 상환에 이용된다(표 17.3). 그밖의 나머지
DRG는 ‘빈empty’ DRG이다. 다시 말해, 해당 DRG가 배정되는 사례가 없다.
사례에 DRG를 배정할 때는 진단, 수행된 시술, 연령, 성별, 재원일수, 퇴원 시 상태 등
을 토대로 결정된다. DRG는 입원환자 진료와 통원수술 day surgery 사례에만 적용되며, 정신
1

 이전의 행위별수가 지불구조와 잘 구축되어 있는 전산자료 송부시스템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병원의 성과에 대한 명
료한 개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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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3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도입 연도

2003년

(주요) 목적

2003년에는 분류 도구, 2004년 4월 이후부터 상환 도구

DRG 시스템

NordDRG

개발에 이용된 자료

테이터베이스 EHIF

DRG의 수

496 (2010년까지)
786 (2011년부터)

적용 대상

EHIF와 계약한 보건의료 공급자, 급성기 입원환자, 그리고 수술적
시술을 받은 외래환자

DRG/행위별수가제의 비율

2004년: 10/90
2005년: 50/50
2009년 7월: 70/30

NCSP 도입

2003년

NCSP 개정

2010년

에스토니아 비용가중치 도입

2008년

DRG version 개정

2011년, NordDRG 2010 Full version

질환, 결핵, 너싱홈과 같은 장기요양 및 고가 약제, 항암제 cytostatics 치료를 받는 입원환자
사례는 제외된다(17.5.1 참조)

17.2.2 DRG 시스템의 개발
에스토니아의 DRG 도입 계획은 2001년에 EHIF에 의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처음에는
2002년부터 병원 상환에 DRG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준비 과정에서 이 계획이 비현
실적이며, 기술적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2003년에는 DRG 시
스템을 분류 도구로만 이용하고, 2004년부터 지불도구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DRG를 시행하기 전에 에스토니아에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여러 가
지 DRG 시스템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고려 대상이 된 시스템은 호주의 ARDRG, 노르딕 국가에서 이용하는 NordDRG, 에스토니아의 사례 기반 시스템 case-based
system이었다.

또한 사용 중인 임상분류, 임상행위, 임상사례, 도입 비용, 기술적 지원 등

여러 가지 범주를 통해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NordDRG 시스템을 선택한 이
후에는 적용을 위한 조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노르딕 사례구성센터 Nordic Casemix Centre에
서 NordDRG 에스토니아 버전을 만들어 2003년에 도입되었다.
DRG 가중치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되었다. 첫째, 과거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했던 전산 청구 정보를 이용하여 에스토니아의 자체 DRG 가중치를 계산하
는 것이었다. 둘째, 미국 HCFA 가중치를 차용하여 사례별 평균 상환액을 토대로 DRG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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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병원들이 DRG 가중치 계산에 이용할 DRG 기준 원
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은 명확했다. 그리고 핀란드가 DRG 시스템 도입 단계에서부
터 HCFA 가중치를 이용했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사실은 EHIF가 이 방법을 채택
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미국 HCFA의 가중치 체계로 시작하는 것은 향후 발전을 위한 좋
은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는데, 어떤 경우이든 가중치는 각국에서 서로 유사한 경향
을 보이기 때문이다(EHIF, 2009). 그러나 보건의료 공급자는 에스토니아의 자체 가중치
가 자국의 상황을 더 잘 반영할 것으로 생각해, 이 방법을 더 선호했다. 따라서 최종적으
로 에스토니아의 자료와 HCFA 가중치를 혼합한 ‘자체 개발’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했
다. 그 결과 2006년 에스토니아 자체 원가가중치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2008
년부터 에스토니아 원가가중치를 DRG 수가 계산에 이용하고 있다. 원가가중치의 조정은
보건의료서비스 수가 재계산 작업과 함께 진행된다.
에스토니아 DRG 시스템 개발과 개정은 EHIF가 담당하여 DRG 개발 계획에 따라 수
행된다.

17.2.3 DRG 시스템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에스토니아에서 DRG 시스템 개발(분류 로직, 원가가중치, 수가 등을 포함)에는 주로
EHIF 전산 청구 시스템의 자료가 주로 이용되었다. DRG 분류에 이용된 자료는 연령, 성
별, 진단, 외과적 시술, 내원 수단, 퇴원 시 상태 등 환자의 여러 특성으로 구성된다. 그
리고 DRG 시스템의 개발에는 병원의 수준(예: 지역, 중심, 종합병원), 평균 재원일수,
CMI, 사례별 평균비용 등과 같은 기타 특성들도 이용된다. 그리고 자원소모 자료는 원가
가중치와 DRG 수가 계산에 이용한다.
모든 보건의료 공급자는 EHIF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환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환자 차원의 자료(제공된 서비스, 재원일수, 진단명 등)를 EHIF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해
야 한다. 그러므로 DRG 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주요 자료원은 EHIF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들과 공급자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
지만 DRG 시스템 개발에서 이러한 영역이 담당한 역할은 비교적 작았다.

17.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에스토니아는 NordDRG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개정 주기와 방법에는 Nordic Centre의
조정을 받는다(1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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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P 개정
2003년에 에스토니아에 처음 도입된 NOMESCO Nordic

Medico-Statistical Committee의

시술

분류체계인 NCSP NOMESCO Classification of Surgical Procedures는 포괄적 분류인 버전 1.6이었
다. NCSP에는 포괄적 버전과 국가별 버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
거나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가능하다. 에스토니아에서 새로 개정된 NCSP
버전은 2010년 초에 도입한 것이다.
NCSP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이것을 자국의 고유한 분류 시스템 버전으로 개정하여 발
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전에 국가 차원에서 지역적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인력과 의사 간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에서는 최근까지 이러한 활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원가가중치와 DRG 수가 개정
EHIF는 원가가중치와 DRG 수가의 개정을 담당한다. 원가가중치와 수가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아니라 행위별수가의 가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수가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매년 이러한 원가가중치와 DRG 수가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17.5.2 참조).

17.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7.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환자(사례) 분류에 이용되는 자료는 보건의료 공급자에 의해 전산망을 통해 EHIF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된다. 자료 전송 주기와 빈도, 자료의 내용 등은 법령 및 계약이 규정하며,
분류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보들로 구성된다. 주진단(어떤 경우에는 동반상병
및 합병증), 시행된 시술, 연령, 성별, 재원일수, 그리고 퇴원 시 상태이다. 자원소모 자료
는 분류에 이용하지 않으며, NordDRG는 진단에는 ICD-10을, 외과적 시술에는 NCSP를
기본 분류체계로 이용한다.

17.3.2 분류 알고리즘
그림 17.2에 DRG 배정 과정을 개괄적으로 나타냈다. 먼저 ‘Pre-MDC Major Diagnostic Category’의

분류 규칙에서부터 시작한다. Pre-MDC는 환자의 주진단명에 의해 결정되는

MDC에서 벗어나는 DRG 배정 규칙을 가진 그룹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전문화되거나 고
가 진료에 대한 DRG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폐이식술, 골수이식술 등과 같은 것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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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DC에 해당하는
외과적 시술

DRGR
네

DRGR

Pre-MDC

DRGR

아니오

DRGR
주진단

MDC 1-25

외과적 시술

네

CC

네
아니오

DRGR

네

CC

네
아니오

DRGR

DRGR

아니오

주진단

DRGR

아니오

DRGR

그림 17.2 NordDRG 시스템의 주요 로직
출처 : Nordic Casemix Centre, 2003

번째, Pre-MDC 범주는 ICD-10과 ICD-9-CM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분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발성 외상, HIV-관련 질환, 산과, 신생아 환자는
특정 MDC에 속하는 주진단명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를 재배정할 때는 다른 정보
들도 필요하다.
Pre-MDC 분류 후 사례의 주진단에 따라 MDC에 배정된다. MDC는 신체기관계통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신경계통, 소화기계통, 귀, 코, 입, 인후 등이다. 일부
MDC는 질병의 원인과 관련되어 분류되는데, 감염성, 기생충성, 외상, 중독, 화상, 그리
고 약물 부작용 등이 그 예다. 에스토니아에서 이용하는 NordDRG 2010 버전에는 26개
MDC가 있다(2003년에는 27개였음).
각 MDC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분기점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의사결정나무의 분기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외과적 시술(수술실에서 시
행하는)2 동반상병, 연령, 재원일수, 퇴원 시 상태, 퇴원 후 목적지(집이나 다른 시설), 사망
여부 또는 의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각각의 분기점에서는 필
2

 시술을 동반한 사례는 ‘외과계’ DRG로 배정되고 시술을 미동반한 사례는 ‘내과계’ DRG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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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코드 목록이나 규칙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어느 경로를 택할
지 결정한다. 이 과정은 각각의 사례가 한 개의 적절한 DRG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17.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EHIF는 자료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EHIF 데이
터베이스의 모든 정보는 온라인 자료 전송망을 통해 수집된다. 의료 공급자는 진료비 청
구서 작성 시에 행위별수가 목록에 입각한 행위별 상세 내역뿐만 아니라 환자 및 공급자
의 특성까지 입력한다. 그리고 각각의 완성된 청구서들을 ‘전산 패키지’로 합쳐서 EHIF로
전송한다.
자료의 질을 검사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EHIF 전산 패키지를 데이터베이스로 입력
하기 전에 전산 시스템 내에서 형식format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형식을 검사하는 과정
에서는 환자와 공급자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조건들의 충족 여부다. 의료비 청구서에 기재된 진
단 및 시술 코드의 형식도 검사한다. 오류가 있는 청구서는 모두 의료 공급자에게 반송하
여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기회를 준다. 의료 공급자는 수정 후 전산 패키지를 다시 전송
할 수 있다. 오류가 없는 청구서는 공급자에게 보내서 지불하기 전에 최종 수용 여부를 확
인한다.
전산 시스템을 사용한 자료의 형식 검사 외에 자료의 질을 검사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
도 있다. 예를 들어, EHIF ‘신임의 trustee doctors’팀이 의무기록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검사는 의무기록에 기재된 ICD-10과 NCSP 코드를 상환 청구서와 비교하
여 부적절한 1차 분류로 인해 DRG 배정이 바뀐 사례를 찾아낸다. 이때 신임의들을 무작
위로 병원에 파견하여 의무기록을 검사하거나 EHIF 사무국에 의무기록을 송부하도록 지
시한다. 코드 부여의 질 보장을 위해 검사하는 의무기록은 수집된 기록 전체에서 4~5%
정도를 차지한다.
오류가 발견된 사례들 대부분에 대해 고의성이나 남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재정적 제
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드의 질에 문제가 발견되면 신임의들이 공급자에게 분류
오류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17.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상향 분류 up-coding나 분류 오류 wrong-coding의 명백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EHIF에서 시
행한 무작위 검사의 결과, 공급자가 하향 분류under-coding를 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의사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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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병원 내 원가 계산
에스토니아에서 병원 내 원가 계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된다. 상환을 받기 위해 병원
은 EHIF 수가 목록에 등재된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환자별로 제공된 양을 계산해야 하며,
환자별 관련 명세서(제공된 서비스량에 수가를 곱함)를 작성해야 한다. 입원 및 당일입퇴
원day care 사례의 경우 EHIF에서 대부분의 명세서를 재계산하여 그 값의 70%는 합당한
DRG 수가로 대체한다(17.5.1 참조).
이 장에서 설명하는 병원 내 원가 계산의 다른 측면은 서비스 공급 비용과 관계된다.
이러한 정보는 행위별수가제의 수가 계산에 이용되는 입력 정보이며, 행위별수가제의 진
료비 계산에 관계되는 청구 정보가 DRG 수가를 결정하는(매년 시행) 입력 정보가 된다
(17.5.2 참조).
에스토니아에는 병원 내 원가 계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보건의료 당국에 원
가를 보고할 의무도 없다. 병원에 대한 감독과 재정에 대한 감시는 병원위원회의 책임이
며, 정부(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는 병원의 연례 보고(재정 보고 포함)를 받는다. 사회
부가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비용 항목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의료전문직들의
평균 임금이다.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승인하거나 기존의 서비스 수가를 개정할 경우
에는 EHIF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17.4.1 참조).

17.4.1 규정
서비스의 원가 계산 절차는 장관령이 규정하며, 법률(건강보험법)과 정부령이 규정하는
급여패키지 개정 절차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와 DRG 수가 목록
을 승인하고, EHIF는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과 급여패키지 내에서 서비스의 비용, 효과를
전문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서비스의 개정이나 삭제는 EHIF와 전문가 단체 혹은 공급자
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17.6.1 참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원가 정보
가 있어야 한다. 이때 EHIF는 각각의 병원 유형(지역, 중심, 그리고 종합) 중 최소한 한
곳 이상의 병원으로부터 실제 원가자료를 받는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에서 병원서비스의
원가 계산(및 수가 계산) 제도는 중앙집중화된 ‘하향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7.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EHIF는 전문진료 서비스에 대한 원가 계산을 위해 표준 원가 계산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은(규칙에 근거하여) 행위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구성되어, 각 서비스는 특정 진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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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로 기술되며 그 활동들은 소비되는 자원의 원가와 연계된다.
자원은 직접 및 간접 자원 범주에 할당된다. 예를 들어 약제, 일회용 의료 장비, 다회
사용 의료장비, 훈련 및 행정비용을 포함한 인건비, 인프라 관련 비용(투자비용 포함, 대
출 이자 미포함) 및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2003년 7월부터 EHIF가 공급자에게 지불하
는 수가에 인프라 비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인프라 발전에 있어 지리적 일관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수가에 포함되는 인프라 비용에는 시설
의 감가상각비도 포함되는데, 이는 건축물의 시장 가격과 36년이라는 상각 기간에 근거
한 것이다. 할증은 병상당 공급자의 적정 수용력(최적의 병상이용률을 산출할 수 있는 병
상당 표준 평방미터 수를 포함함)에 따라 계산한다. 2008년 이후 인프라에 대한 비용 지
출은 EHIF 예산으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는데, 이는 다시 서비스 수
가를 통해 공급자에게 배정된다. 2009년에는 경제침체로 인해 정부에서 EHIF에 배정하
는 인프라 비용 지원을 중단하여 EHIF는 정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해
야만 한다.
모든 자원 범주 안에서(약제와 일회용 의료장비 제외) 자원 단위(사용 시간이나 빈도)
의 연간 비용과 효과적 사용 여부는 사용 단위당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자원의 연간 비용
은 법적 규정(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임금), 전문가의 의견(인프라 투자비용에 대한)
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모든 자원들의 비용은 병원이 제시한 실제 비용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효과적인 사용의 수준은 EHIF가 결정하며 통상적으로는 근무일당 8시간이다
(최소한 1회 교대의 효과적 사용).
진료 활동 및 서비스에 의한 자원이용 단위는 전문가 단체의 전문적 의견을 토대로 한
다. 하지만 EHIF는 병원의 실제 단위 자료와 대비함으로써 검토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종종 협상을 한다.
병원이 제시한 원가 및 자원이용 자료는 전년도의 재정 결산서의 총원가를 나타낸다.
병원의 원가는 대부분 부서별 혹은 병원 차원에서 기록되며, 행위 수준의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하향식), 병원이 제시하는 원가자료는 병원 차원 혹은 의료 전문부서에서만 통합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기고, EHIF가 비용 모델(행위 수준에서 정의되
는 비용)을 이용해서 사전 계산된 비용을 제출된 실제 자료에 비교할 때 평균화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
그러나 병원의 비용을 환자에게 제공된 행위 수준에서 직접 기록하는 사례들도 있다.
운영되는 정보시스템 내에 구체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기
록할 수 있다. 즉, 의료행위나 환자별로 다르게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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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병원지불을 위한 DRG
17.5.1 DRG 기반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보건의료 공급자에 대한 상환에 DRG 시스템의 적용은 EHIF와의 계약에 달려 있으며, 공
급자의 소유 형태나 지리적 위치, 수련 병원 여부, 규모 등은 상관없다. 즉, EHIF와 계약
을 맺은 전문적 의료 공급자 모두에게 DRG 시스템이 적용된다. EHIF와 계약을 맺지 않
은 보건의료 공급자는 주로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 환자로부터 직접 지불 out of pocket을 받
는다.
DRG 시스템은 행위별수가제 지불 방식과 함께 이용된다. 새로운 체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된 전체 상환 청구 중 DRG 지불이
적용되는 비중을 처음에는(2004년) 10%로 낮게 설정하였다. 2005년에는 DRG 지불의 비
중이 50%까지 높아졌으며 2007년 7월부터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출된 전체
상환 청구 중에서 행위별수가제 지불이 적용되는 비중은 2004년의 90%에서 2009년에는
30%까지 감소했다.
실제로 모든 상환 청구에는 입원 중 환자에게 제공된 행위별 진료 내역이 포함된다. 그
리고 서비스 각각의 행위별수가를 합하여 청구액을 계산한다. 모든 청구는 그 수가와 함
께 하나의 DRG에 배정된다. 즉 DRG와 행위별수가 방식이 혼합되는데, 의료 청구액의
전체 합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청구액에는 0.3을 곱하고
(2009년 7월부터) (2)DRG 수가를 적용하는 부분에는 0.7을 곱한다 (3)그리고 (2)에서 계
산한 값을 행위별수가 합계에 더한다.
DRG는 급성기 병원의 입원환자 사례와 외과적 시술을 받은 외래환자 사례에 이용된
다. 그러나 DRG가 배정된 모든 사례에 DRG 지불제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에스토니아
에는 DRG 기반 상환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는 열외군 시스템이 있다. 열외군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신질환, 재활, 결핵 및 추적 관찰 사례 등 특정 진료 유형의 사례. 같은 유형의 열
외군 사례라 할지라도 1차 진단명에 따라 결정된 사례(예: Z51.1과 Z51.2-화학요법,
그리고 Z76.3-환자와 동행한 건강인)뿐만 아니라 진료 의뢰를 한 사례도 일부 포함
된다(예: 상급 병원에서 하급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받았지만 환자는 열외군으로 판
단되는 경우).
2.	비용 열외군, 즉 비용이 너무 높거나 낮은 사례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DRG 열외군으로 분류되며, 상환은 전적으로 행위별수
가제로 이루어진다. DRG 수가 계산은 드러난 비용 정보가 아니라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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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와 사례구성(상환 정보에 따라)에 근거한다(17.5.2 참조). DRG 수가는 행위별 서비스
수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하며, 수련 병원이나 기타 상급 또는 전문 병원
들에 대해 더 높게 책정되지는 않는다. 의료서비스 수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비
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중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련된 비용은 제외하고,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불한다. 승인된 모든 수가는 최고 가격이며 공급자와 EHIF는 특정 계
약을 통해 수가를 낮출 수 있다.

17.5.2 DRG 수가·원가가중치 계산
행위별수가의 개정과 DRG 수가 계산은 EHIF가 담당한다. 즉, 행위 수가를 변화시킬 때
에는 그에 따라 현행 DRG 수가도 다시 계산하고 원가가중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DRG
수가 계산은 환자 수준에서 시행되며 행위별수가제의 비용 청구 정보를 토대로 한다. 또
한 모든 보건의료 공급자로부터 얻은 최신 자료를 참고한다. 이때 DRG 수가는 모든 보건
의료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DRG 수가를 계산하는 여러 단계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했다.
●

첫 번째, 계산 과정의 시작은 질이 낮은 자료를 찾아 제거하기 위한 자료의 질 분석
이다.

●

두 번째, 서비스 제공량 인플레이션 계수를 계산한다. 특정 기간 동안의 보건의료서
비스의 구조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

세 번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가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방식의 새로운 수가를 토대로 계산한 DRG당 새로운 평균 수가를 현재의 DRG 수가
와 비교한다. DRG당 평균 수가를 계산할 때는 2단계의 절사로 이상치의 영향을 제
거한다(그림 17.3). 절사 1단계에서는 3표준편차를 넘는 비용의 이상치 사례를 제거
하고, 2단계에서는 2표준편차를 넘는 비용의 이상치 사례를 제거한다.

●

DRG당 평균 수가를 교정하기 위해, 현재의 DRG 수가에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량
인플레이션 계수를 적용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수가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한다.

●

2단계 절사를 거치고 남은 모든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요율을 계산한다.
기본요율은 행위별수가제의 가격 전체의 합을 총 청구 건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DRG당 원가가중치는 교정된 DRG 수가를 기본요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계산된 원
가가중치를 현재의 원가가중치와 비교하여 필요하다면 조정한다.

●

각각의 DRG에 한계를 설정한다. 절사점 trimming point을 기준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
한다(그림 17.3 참조). 대부분 하한이 음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하한을 최저 일당요금
lowest per diem rate과

같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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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높은 수가

낮은 수가

DRG군
비용

원래의 평균
1, 2단계 절사 후 평균

1단계
이상치 사례
＜-3*SD

2단계
이상치 사례
＜-2*SD

절사 후 DRG군의
평균비용

2단계
이상치 사례
＜+2*SD

1단계
이상치 사례
＜+3*SD

그림 17.3 DRG 수가 계산에 이용된 절사 방법
출처 : Jorma Lauharanta가 작성함

●

마지막으로, 각각의 DRG 원가가중치에 기본요율을 곱하여 해당 DRG 수가를 계산한다.

17.5.3 병원지불을 위한 DRG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원환자 진료에는 다음의 세 가지 다른 지불방법을 이용한다.
DRG 지불, 행위별수가제 지불, 입원일당 지불이다. DRG 지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17.5.1 참조), 2009년에는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병원 지출 전체의 39%가 DRG
지불을 이용했다(표 17.4 참조).

17.5.4 질 관련 조정
에스토니아에서는 성과지불제도(P4P)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왔으나, 아직 병
원에 적용하는 질에 연계한 상환 조정 기전은 없다.
새로운 지불방법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지불방법을 변화시킬 때에는 이용 가능한 관련
근거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업적 동기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에 영향
을 준다는 점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Maynard, 2008).

표 17.4 급성기 병원의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각 지불방법이 차지하는 비중, 2006~2009
지불방법

2006

2007

2008

행위별수가(%)

35

36

37

33

DRG(%)

36

34

33

39

입원일당(%)

29

30

30

28

출처 : EHIF, 2010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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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병원이 DRG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발생하는 유인은 많지 않다. EHIF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은 병원이 사례구성 내에서 행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DRG 수가 계산 방식에서는 사례구성에 대한 평균 상환율의 변화
가 반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병원이 갖는 유일한 유인은 DRG가 적용되지 않는 외래환자
및 당일입퇴원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17.6 신기술·혁신기술
17.6.1 신기술을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에스토니아에는 체계적인 보건의료 기술평가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프로그램이

없다.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훈련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에
서는 급여패키지에 포함하고자 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약물 목록 positive

list에

등재하려는

처방 약제, 고비용 기술의 수요에 대한 평가와 의료장비의 안전성 확보 등이 중요한 활동
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은 활동이 시행되며, 조직 차원에서 HTA를 시행한다는 증거
는 없다. 그러나 병원들은 고가 장비(예: CT, MRI)를 구입할 때 비용 분석 연구를 수행하
는 경우가 있다(Koppel et al., 2008).
1990년대에 급여패키지에 서비스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결정은 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의

소관이었는데, 공급자 및 질병금고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평가에 따

랐다. 이 평가는 진료 효율성의 범주를 토대로 했으며, 가능한 한 기존의 치료법 보다는
새로운 치료법을 포함하자는 제안에 더 비중을 두었다.
2002년 이후에는 급여패키지에 새로운 서비스를 포함하고 비용 부담의 적절한 수준
을 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명확한 규정이 존재한다. 2002년 독립된 공공기구로 발족 당시,
EHIF는 다른 관련 영역과 협조하여 보장항목을 정의하는 임무 또한 맡게 되었다. 급여패
키지는 EHIF와 사회부가 협의하며,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수가 목록을 승
인한다. 그림 17.4에 급여패키지를 변경하는 절차를 나타냈다.

17.6.2 지불 기전
급여패키지에 포함된 신기술에 대한 지불은 급여패키지 내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지불과
다르지 않으며, 여기에 포함되기 전에는 혁신기술에 대해 특별히 혹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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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등록 및 사전 조율

시작/종료 절차

신청 내용 검토

추가자료 요청

전문가 의견:
의학 전문가(medical specialty),
보건경제학자, 사회부, EHIF

EHIF 운영위원회

EHIF 감독위원회
신청 내용에 대한 협상
사회부가 정부에 제안서 제출

그림 17.4 급여패키지 개정 절차
출처 : EHIF, 2008, 2010b

17.6.3 병원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역유인
에스토니아에는 신기술 혹은 혁신기술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유인을 주는 제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도입을 추진하는 힘은 병원에 있는 임상의사의 관심 또는 병
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의료계를 주도하는 그룹의 의지 등이다. 그러나 도입 결정 후 일부
기술(예: 첨단 방사선장비, 치료방사선, 심장수술 등)은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 비용에 비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7.7 에스토니아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17.7.1 공식적 평가
에스토니아 DRG 시스템의 공식적인 평가는 노르딕 사례구성센터 Nordic Casemix Centre가 한
다. NordDRG 전문가 네트워크는 가장 중요한 자문 그룹이며 NordDRG 시스템의 유지와
성과 평가, 발전과 관련된 논의의 장 역할을 한다. 이 전문가 네트워크의 권고를 토대로
공통 NordDRG의 연례적 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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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르딕 사례구성센터는 NordDRG 정의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DRG 그룹
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검증하며 승인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센터에서는 NordDRG 소
프트웨어의 주요 공급자와 협조하여 공통 NordDRG 버전(각국의 코드를 토대로 한 각국
의 버전도 함께)을 NordDRG 이용자들에게 배포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DRG 시스템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그러나 EHIF는
여러 가지 분석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의 질(주로 1차 분류의 이용)과 DRG 수가 계산
방법 등을 평가한다. 더불어 새로운 NCSP 및 DRG 그룹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상태와 영향뿐만 아니라 DRG 지불을 통한 상환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
서도 평가한다.

17.7.2 저자의 평가
DRG 시스템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지출을 억제하는
데 있다. 구매의 관점에서 볼 때, 에스토니아에 DRG 시스템을 도입한 초기에는 그러한 목
적에 맞게 활용되었다. 즉, 행위별수가제나 입원일당 지불방식만을 이용한 DRG 시스템 시
행 이전과 비교하여 DRG 시스템이 사례당 평균비용을 억제했다.3 그러나 병원마다 그 결
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DRG 시스템의 전략적 목적을 지향하며 DRG 발전 4개년
계획에 따라 DRG 시스템을 더욱 개발하고 정교하게 하는 과정이 시행되었다.
에스토니아는 2005년에는 DRG 시스템을 벤치마킹의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이와 관련된 발전이 계속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지표의 범위가 확대되고, HNDP
에 등재된 병원들은 EHIF 웹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병원들은
서로 다른 성과 지표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는 에스토니아의 병원들이
주로 전문 의료 수준에서 벤치마킹했으며(재원일수, 일부 DRG의 사용, 이상치 비율 등) 사
례 구조 및 중증도의 표준화는 없었다. 2008년 이후부터는 CMI의 도입으로 병원 및 다른
당국들도 이와 같은 여러가지 차원에서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성과 향상에는 비교가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그러나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병원 성과의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EHIF 웹사이트 참조(www.haigekassa.ee, 2011. 8. 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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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17.8.1 병원서비스와 진료 제공의 경향
1990년대 초 에스토니아에 보다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그 후 공중보건과 1차 보건의료의 지원 및 병원 영역의 개
혁, 그리고 EHIF의 구매 기능 강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시스템 전체의 성과 모니터링과 개선으로 가장 큰 관심이 이동했다.
에스토니아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 적정화의 필요
성이다. 현재의 전달체계의 장점은 가정의학 중심의 1차 의료에 있다. 이러한 체계는 포
괄적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일부부담co-payments이 없고, 대기시간도 최소한이다.
정상 근무 시간 이후의 의료는 구급차 서비스가 담당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의료전달체계
를 좀 더 환자 중심적으로 만들고 1차 의료 수준에서의 서비스를 조화시키며, 추가적인 간
호 및 재활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17.8.2 DRG 적용(범위)의 경향
에스토니아에서 DRG 시스템 개발의 책임은 EHIF에 있으며, EHIF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한 DRG 발전 4개년 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DRG 시스템의 전략적 목표는 건강보험 자원의 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HIF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코딩의 질 개선

●

DRG를 이용한 분석 및 환류의 개발

	투명한 수가 계산 방법 및 재정 지불 원칙 개발

●

코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보건의료 공급자가 1차 분류체계(ICD 및 NCSP)
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코드 부여의 질에 대한 평가도 개선해야 한다. 분석
및 벤치마킹 방법론 개발은 기술 자원의 개선 및 관련된 EHIF 인력의 역량 향상과 관계
된다. 명백한 DRG 수가 계산 방법 및 재정지불 원칙을 개발하는 활동에서는 특히 현재의
DRG 분류 버전의 정기적인 개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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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탈중앙화된 보건의료체계에서의 DRG
Kirsi Kautiainen, Unto Häkkinen and Jorma Lauharanta

18.1 핀란드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8.1.1 핀란드의 보건의료체계
핀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조직구조, 재정조달 방식과 목표에 있어 다른 노르딕국가 및 영
국과 가장 비슷하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로 공공영역이 서비스 전달을 담당
하며,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Häkkinen, 2005, 2009;
Häkkinen & Lehto, 2005; OECD, 2005; Vuorenkoski, 2008). 그러나 다른 노르딕국
가와 비교할 때 핀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더 지방분권화되어 있다(Magnussen et al.,
2009). 사실상 핀란드는 세계에서 지방분권화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서, 342개의 지방
정부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전 범
위에 대한 재정 충당과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핀란드 보건의료체
계의 또다른 특징은 세금 이외의 제2의 공적재원체계(국민건강보험)도 전국민을 대상으
로 민간공급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부분적 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보험은 민간병원진료 이용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해 준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의 및 전문의 진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밖의 다른 기본 서비스
제공도 담당하는데, 고령자를 위한 너싱홈 등의 복지서비스와 어린이에 대한 주간보호 day
care,

사회부조 및 기초교육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지방세와 주

정부 보조금, 그리고 이용자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1차 진료는 주로 보건소 health centres에
서 제공되며,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연합 federations of municipalities이 소
유한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감염성질환 및 비감염성질환의 예방보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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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서비스, 의학적 및 치과 진료, 증가 추세가 있는 외래전문서비스 및 여러 가지 공중
보건 프로그램(예: 모성보건 및 학교보건 등) 등이다. 그리고 직업보건서비스와 특정-환
자 그룹에 대한 서비스(예: 당뇨 및 고혈압 클리닉)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에는 입원환
자 부서도 있으며, 이 부서의 환자들은 대부분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이다. 그러나 일
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는 급성 단기 입원환자 진료도 제공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는 입원진료 이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재가서비스도 제공
한다.
전문의에 의한 진료(정신과 및 급성 비정신과 영역)는 지방자치단체연합의 해당 병원
지구 hospital district에서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지구의 구성원이 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와 병원지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민간 공급자를 통해 서비
스를 제공한다.

18.1.2 핀란드의 병원서비스
핀란드에서 급성기 (비정신과) 병원 진료는 주로 병원지구가 제공하며, 그 비중은 적지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민간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를 추가하고 있다. 2007년 전문의 진료
는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의 33%를 차지하며 그중 민간의 서비스 공급은 1%에 불과했다
(THL, 2010).
핀란드에는 21개의 병원지구가 있다. 대부분의 병원지구는 한 개의 중심병원을 소유하
고 있으며, 일부 병원지구의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는 소규모 지역병원들이 있다. 지역병
원은 전국에 14개가 있다. 그리고 3차 진료를 제공하는 5개의 대학병원은 각각 속해 있는
병원지구에서 중심병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병원지구가 소유한 병원은 모두 34개이며 입
원 및 외래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2007년에는 자원의 59%는 입원진료에, 7%는 통원수
술에, 34%는 외래진료에 배정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연합이 소유한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일부 급성기 (비정신과) 진료를 제공한다(표 18.1).
병원지구는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자금이 조달된다. 병원지구의 주
요 재원은 주민들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지구에 지불하는 금액이
다(그림 18.1). 2008년에는 비정신과 진료의 전체 비용 중 89%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연구 및 교육 보조금이 전체 병원 재정의 2%, 이용자 부담금
이 4%였다. 정부는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 최고 수가를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모든 병원
이 최고 수가를 적용한다. 2010년의 경우, 이 수가는 입원일당 32.50 유로, 외래방문당
27.40 유로, 통원수술당 89.90 유로였다. 공공 보건의료 영역에서 연간 환자 본인부담
상한액은 633 유로였으며, 액수가 그 이상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지방자치단
체는 구매자로서 병원지구와 매년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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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4

환자수
(입원 및 통원수술)

출처 : 전국 병원 퇴원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15

14

중심병원

5

N

병원수

대학병원

병원 유형 및
소유 형태

표 18.1 급성기 병원의 유형별·소유 형태별 주요 현황(2009년)

%

100.0

18.5

81.5

5.1

11.6

32.5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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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
(State)

지방자치단체
병원

대학병원에
대한 보조

본인일부부담
(Co-payments)

NHI

세금

보험료

지역/직장가입자

병원지구를 통한
재정 지원

상환

환자

세금

그림 18.1 핀란드에서의 병원의 재정조달
출처 :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병원지구 사이의 서비스 제공량 목표와 지불에 대해 합의하는 협상 혹은 계약 방법은 다
양하다. 서비스의 양과 비용은 전 해의 실적을 토대로 계획한다. 이때 자원 배정의 적정한
규모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지구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제공하는 양과 병원서비스의 제공 유형에 따라 도중에
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합의된 계획 및 목표량에서 벗어나더라도 뚜
렷한 제재를 하지 않으며, 결손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주고 잉여금이 생기
면 이를 유지시킨다. 서비스의 양과 비용에 대한 협상의 기전은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
개별 병원에 대한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식
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재무 규칙(지불방법, 수가 등)을 승인하고 중요한 투자 관련
결정도 내린다. 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불은 총예산 및 서비스의 이용 예측을 토
대로 한다. 병원 재정에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결손을 보충해 주어야 하
는데, 주로 서비스에 더 높은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재정이 흑자인 경우에는 서비
스당 지불하는 수가를 낮춘다. 그러므로 병원 수가 체계의 중요한 목적은 병원지구 내의
서비스 공급에 재정지불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병원 비용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서비스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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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병원지구는 소속 병원들에
대한 상환에 이용할 지불방법을 결정한다. 지불방법은 병원지구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띤다.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입원일당수가에서부터 사례 기반 수가
로 꾸준히 변화해 왔다. 현재는 21개 병원지구 중에서 13개가 DRG 지불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DRG 이용의 원칙과 방법은 병원지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한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환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해 환자당 진료비용이 한계를 초과하면
병원지구의 모든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를 부담한다. 대부분의 병원지구에
서 이러한 한계 비용은 5~6만 유로 사이이다. 그러나 병원지구 간의 편차가 존재하여 일
부 병원지구에서는 한계가 8만 유로 이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를 토대로 책정된다.

18.1.3 DRG 시스템의 목적
병원지구 내에서 DRG 시스템(이용되고 있는 기타 지불제도들도 마찬가지)은 자원의 배
정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지불의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수
단으로 이용된다. 즉, 청구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병원지구는 DRG 수가를 이용하여 제공
한 서비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불을 청구한다. 핀란드의 지불제도에서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이용되는 전향적 지불제도와 같은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병원에 적자가 생기
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충해 주기 때문에 병원은 재정적 손실의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불금액의 결정 외에도 병원서비스의 기획,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환자를 분류하
는 데에도 DRG를 이용한다. 병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병원 운영의 표준을 개발하며, 의료
의 질 감시, 그리고 성과와 연계한 지불방법의 개발 등을 위해 병원 산출물을 단순화하는
것이 DRG 사용의 동기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DRG를 병원의 벤치마킹에 이용한다. 1996년 국립 보건복지연구개발
센터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Health and Welfare (STAKES) (현재는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가 병원지구와 공동으로 병원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Linna & Häkkinen, 2008).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병원 경영자들이 병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터넷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실행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자료의 전체
적 통합을 통해 이상적 수준을 측정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프로젝트는 병원 내에 있
는 기존의 정보시스템(환자 관리 시스템, 원가 계산 및 수가산정/상환 자료, 비용 처리 과
정)도 활용하여 제공한 서비스와 그 비용에 관한 환자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자료가 매년 수집되고 있다. 또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계산에는 각 진료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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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좀 더 발전된 DRG 가중치 값을 가진 DRG 입원과 외래 방문과 같은 전통적인
병원 활동 측정 척도가 이용되었다.
2004년부터는 PERFECT PERFormance, Effectiveness and Cost of Treatment episodes 프로젝트
가 입원진료의 질과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1 이 프로젝트에서는 급성심근경색,
심혈관시술(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Percutan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관상
동맥 우회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CABG]), 고관절골절, 유방암, 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술, 저체중 출생아, 정신분열증 및 뇌졸중을 대상으로 하는 8개 질환에 대한 지침서
를 개발하였다(Häkkinen, 2011). 각 분야별로 구성된 7개의 전문가 그룹에서 지침서 개
발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이 질환들과 관련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임상전문가들이었다.
DRG는 또한 질병별 원가를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 현재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의 내
용뿐 아니라 원가 및 산출물과 관련된 1998년에서 2008년 사이의 자료 지표들(지역과 병
원 차원 모두)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항상 최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개정
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의사결정에 이용하며 언론에서도 이러한 지표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전략 기획에
이용한다.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지표들은 전문진료의 효과와 관련하여 지역적 차이를 평
가하는 데도 이용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서비스(예: 저체중 출생아)를 적절한
자원을 가진 대학병원으로 집중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체의 권고안을 만드는 데도 그
와 같은 정보를 이용한다.

18.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18.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핀란드에서는 현재 NordDRG Classic과 NordDRG Full system(16장 참조), 두 가지 다
른 DRG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 두 그룹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Classic DRG
버전이 병원 입원진료 및 통원수술만 대상으로 하는 반면, Full DRG 버전은 병원 외래진
료(예약 및 응급 모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Classic DRG 버전에는 외래환자 그룹
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 분석 시 전문과목에 따른 방문 유형을 토대로 외래환자를 분류하는
별도 분류체계로 보완했다. 이러한 분류는 핀란드 병원 벤치마킹 프로젝트 Finnish
Benchmarking Project의

Hospital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수가산정의 도구로는 이용되지 않는다.

Classic DRG 버전에서는 같은 진단명 및 시술명을 가진 입원 및 통원수술 사례를 동일한
1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건복지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웹사이트 참조(http://info.
stakes.fi/perfect/EN/index.htm, 2011. 7.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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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로 분류한다. 이에 비해 Full DRG 버전에서는 재원일수도 고려하여 1일 사례one-day
cases를

소위 O-그룹으로 분류한다. O-그룹은 그 자체에 내과적 및 외과적 당일입퇴원

사례day cases를 모두 포함하며, 당일입퇴원 사례의 낮은 비용 구조를 반영하는 낮은 원가
가중치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입원환자 그룹과 동일하다.

18.2.2 DRG 시스템의 개발
NordDRG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NordDRG 단원(16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핀란드
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병원 외래환자가 증가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발전
된 분류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4년 노르딕 보건의료분류센터 Nordic
for Classifications in Health Care는

Centre

병원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NordDRG

Full 버전을 적용했다. 첫 번째 Full 버전에는 831개의 질병군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91개
는 통원진료 그룹이었다. 통원진료 그룹은 일련의 내시경(‘700-시리즈’), 주요 시술을 시
행하지 않았다(‘800-시리즈’), 그리고 주요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단기치료(단기재원치
료, ‘900-시리즈’)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버전부터 통원진료의 분류에 큰 발전이 있었
으며, 2010 Full grouper는 전체 1,020개로 구성되었고 그중 370개가 통원진료군이다.
Full 버전은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환자 분류의 규칙을 특정 외래환자군에도 그대로 적
용한다. 핀란드 Full DRG 버전은 2004년부터 Helsinki 및 Uusimaa 병원지구(HUS)에
서 사용되어 왔다. 2008년 초에는 중심병원 한 곳에서도 그 체계가 도입되었다. 2008년
이후 핀란드 병원 벤치마킹 프로젝트에서는 Full 버전을 이용하고 있다.
표 18.2는 핀란드에서 이용된 모든 DRG 시스템들에 대해 요약한 것이다. 모든 병원지
구에서 공식적인 국가 DRG 그룹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DRG 이용에 대한 국
가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병원지구는 국가 DRG 그룹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병원지구만의 목적을 위해 필요 시 질병군을 더 세분할 수 있다. 그
래서 DRG군의 실제 숫자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18.2.3 DRG 시스템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NordDRG 핀란드 버전은 HUS 지구 병원들의 환자 수준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병
원들은 국가 전체 전문진료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HUS 지구 병원에
서는 환자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DRG 분류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2010년
의 경우 NordDRG Full 버전의 DRG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해 약 200만 사례의 자료가 이
용되었다. 현재 NordDRG Classic 버전의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해서는 모든 대학병원들
에서 제공된(약 37만 사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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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2 여러 가지 DRG 버전 관련 주요 사항
FinDRG

NordDRG
NordDRG
NordDRG
Classic version* Classic version Full version*

NordDRG
Full version
2010

도입 연도

1995

1996

(주요) 목적

연구

청구

청구

DRG 시스템

HCFA Version 3
수정판

HCFA Version 12 수정판

HCFA Version 12 수정판

개발에 이용된
자료

3개 대학병원의
비용자료

Helsinki와 Uusimaa 병원지구의
비용자료

Helsinki와 Uusimaa 병원지
구의 비용자료

DRG 수

470

495

650

831

1,020

-

-

-

91

370

일부 공공병원,
입원환자

일부 공공병원, 입원환자

예약 및 응급실
방문 관련 DRG 수
적용 대상

2010

2004

일부 공공병원,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 매년 개정됨

18.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8.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Classic DRG 버전에서 환자를 DRG에 배정하는 데 이용하는 그룹화 알고리즘은 퇴원
환자 자료세트를 토대로 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진단, 2차 진
단, 시술, 환자의 특성(성별, 연령, 신생아 체중), 퇴원 상태(사망, 다른 기관으로 이송, 의
학적 권고에 반한 퇴원). Full DRG 버전은 Classic 버전과 그룹화 알고리즘이 비슷하지
만 환자를 특정 DRG로 분류할 때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자료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이 다
르다. 그리고 앞에서 나열한 항목들 이외에 재원일수도 분류 기준으로 이용한다.

18.3.2 분류 알고리즘
그룹화 과정에서 환자의 퇴원 자료가 ‘그룹화 프로그램grouper’이라고 불리는 특수 소프
트웨어에 입력된다. NordDRG 사용자 메뉴얼에 이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Nordic Centre for Classification of Health Care, 2009), 열 개의 일련의 표를 이용해서 분
류 규칙을 나타낸다.
분류에 영향을 주는 진단과 시술은 보다 큰 묶음인 ‘범주 categories’ 및 ‘특성 properties’으
로 분류된다. 각각의 코드는 한 가지 범주에만 속하지만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CC 특성(동반상병 및 합병증)은 즉, 두 가지 차원의 값만 가진다. OR 특성(수술실 시술)
은 Classic 그룹화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값을 갖지만 Full 그룹화 프로그램에서는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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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값을 가진다. 1과 0은 외과적 시술의 시행 여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보에 따라 사례
는 ‘외과계’ 및 ‘내과계’ DRG로 각각 분류된다. 외래환자의 DRG 배정에서는 중요하지만
입원환자의 경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술은 OR 특성 값 2를 가진다(OR=2). 즉 입원환
자의 경우 OR=2가 DRG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그림 18.2 참조).
결정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DRG 논리 테이블
에서 특정 DRG가 여러 개의 행에 나타날 수 있다. 테이블이 복잡한 것은 처음의 배정 규
칙이 매우 상세했음을 반영한다. 테이블의 행은 배정 규칙의 순서에 따른다. 그러므로 환
자 사례를 배정할 때에는 각각의 행을 거슬러 올라가며 해당되는 곳을 찾아야 한다. 각각
의 행 내에서 찾는 변수의 순서는 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분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순서로 논리 행을 따라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18.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핀란드에는 DRG 사용과 관련한 전국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료의 질과 개연성에 대
한 검토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병원이 자체적으로 자료의 질을 확보하는 책임을
진다. 병원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불을 청구하는 데 DRG를 이용하
기 때문에 환자 사례를 DRG 그룹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확하게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DRG 배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청구 과정에 오류가 생긴다. 환자가 퇴원하면 DRG 분류 시
스템이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데, 진단명과 시술명, 환자의 연령과 성별, 퇴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 이때 진단과 시술의 코드 부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 문제는 2
차 진단명과 추가 시술에 대한 불충분한 코드 부여이다. 소위 Z-코드로, 예를 들어 장기
간의 입원, 양측성 수술, 응급 상황 등이다. 이러한 코드의 누락으로 하향 분류down-coding
가 발생되고 진료비가 낮게 산정된다. 정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환자가 정확한 DRG 그
룹에 배정되었는지를 환자별로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18.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핀란드에서는 DRG가 전향적 지불제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향 분류 up-coding
나 분류 오류 wrong-coding를 일으킬 만한 강력한 유인은 없다. 병원은 운영비용만 지불받
으면 되므로, 이윤을 목적으로 상향 분류하려는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DRG를 지불제
도로 사용함에 따라 2차 진단 및 시술에 부여하는 코드가 더 정확해졌다. STAKES 병원
벤치마킹 자료2의 정보를 토대로 할 때 DRG 지불을 하지 않는 병원지구들보다는 DRG를
지불 방법으로 이용하는 병원지구에서 코드의 질이 더 높다.
2

 최신자료는 STAKES 웹사이트 참조(http://info.stakes.fi/benchmarking/EN/benchmarking.htm, 2011. 8. 1
기준)

MDC 1-25

OR property

Pre-MDC

OR=2

OR=1

OR=0

진단 및
기타 마이너 시술,
고가약 진료 등

내시경

외과계 당일입퇴원환자

외과계 입원환자

내과계 외래환자

내과계 당일입퇴원환자

내과계 입원환자

출처 : Nordic Centre for Classifications in Health Care, 2009
주석 : Classic 버전 시스템은 실선으로 표시했으며, Full 버전 시스템은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림 18.2 NordDRG 시스템의 분류 과정

Principal diagnosis

주진단

아니오

강도 높은 자원을
이용하는 시술

예

동반상병

동반상병

아니오

예

아니오

예

O-DRG...

O-DRG...

O-DRG...

O-DRG...

O-DRG...

O-DRG...

DRG...

DRG...

O-DRG...

O-DRG...

O-DRG...

O-DRG...

DRG...

DRG...

DRG...

DRG...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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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병원 내 원가 계산
18.4.1 규정
핀란드에는 원가 계산과 관련된 국가적인 지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지구의 개별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고, 원가계산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DRG
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에는 HUS의 병
원만 환자 수준의 고급 원가계산시스템advanced cost-accounting system (Ecomed IC)을 이용했
다. 현재는 일부 다른 대형 병원들에서도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
수준의 원가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010년에는 대학병원 5곳 모두의 자료를 이용하여
Classic DRG 버전에서 사용할 국가적 원가가중치가 산출되었다.

18.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HUS 병원들에서는 고급 원가계산시스템(Ecomed IC)을 사용하고 있다.3 원가 계산의 시
작은 간접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하부 조직 차원에 ‘하향식’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모든 간
접비용(예: 운영경비)들은 입원일, 외래방문, 수술 혹은 통원시술 관련 조직에 배부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 ‘상향식’ 비용 분석 단계가 시작된다. 그리고 진료받은 환자들 각
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정의된다. 간호(기본 진료-‘입원일에 대한 수가’), OR 및
통원진료 영역에서 시행된 시술, 방사선검사. 임상검사. 고가 약제, 혈액제재, 병리 서비
스(표 18.3 참조)에 대한 비용이다. 인력과 장비도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 한편 5개 병
원이 각각 부서별로 상향식 비용계산을 시행한다. 비용계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관리
자’가 있고 간호사와 의사는 이 과정에 전문가로 참가한다.

18.5 상환을 위한 DRG
18.5.1 상환에 이용되는 DRG의 범위
핀란드에서는 DRG를 다른 국가들과 같이 전향적 지불제도로 이용하지는 않는다. 대신 병
원지구에서 재정 조달 도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한 서비스와 관련된 지불 자료를 수
집하는 데 이용한다. 18.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병원지구에 대한 총액 예산(자본 및 운
영비용 포함)을 먼저 결정한 다음 그 예산에 맞추는 방식이다.
3

 이 시스템은 Datawell이라는 민간기업에서 개발되었으며, HUS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여러 다른 병원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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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3 HUS에서의 원가 계산에 이용된 범주들로 분류한 비용의 분포
비용 범주

입원환자와 통원수술
DRG (Classic)

예약 및 응급실 방문
DRG (O-groups) (%)

Classic 및
O-groups 전체 (%)

기본(입원환자) 진료

50.5

14.1

45.8

기본(외래환자) 진료

0.2

14.2

2.0

입원 협의진료

0.4

0.0

0.3

진단검사

4.2

1.4

3.9

혈액제재

1.9

0.2

1.7

병리학적 서비스

1.1

1.4

1.2

생리학적 서비스

0.1

0.0

0.1

방사선검사

3.7

2.7

3.6

수술실(OR) 시술

26.9

49.8

29.8

외래진료과 시술

9.1

15.4

9.9

고가 약제

1.6

0.4

1.4

고가 진료 재료

0.3

0.5

0.4

100.0

100.0

100.0

87.1

12.9

100.0

합계
총 비용에서의 점유율

출처 : Virpi Alander (HUS)와 접촉하여 개별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저자가 직접 작성

모든 병원이 DRG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에 따라 그 이용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부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필요하면 DRG를 더 세분하여 사용하며, 이
는 DRG 이용과 관련된 전국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DRG 이용과 관련하여 병원이 준수해야 할 전국적 지침은 없다. 핀란드 국가 DRG센터
Finnish National DRG Centre (핀란드의

민간 컨설팅 그룹인 OY 소속)가 그룹화 프로그램의 개

발과 유지뿐만 아니라 그 사용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21개
의 병원지구 중 13개의 병원지구가 DRG 청구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용 범위는 병원지구에
따라 크게 다르다. 그리고 DRG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유형도 다르며, 모든 병원에서
정신과 환자와 장기간의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예: 호흡정지 상태의 환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피부과 환자 및 암환자 등도 제외한다. 네 곳의 병원지구
에서는 외래 방문(일부 혹은 전체)도 DRG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DRG 시스템에서 수
가산정 및 계산에서 제외된 부분은 재원일수 혹은 입원 기간 동안의 진료 목록을 외래환자
의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방문 유형을 토대로 한 수가를 계산하여 청구한다.

18.5.2 DRG 수가·원가가중치 계산
국가 DRG센터에서는 HUS와 대학병원들의(2010년부터) 환자 수준 원가자료를 토대로
전국적 원가가중치를 계산한다(원가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8.4.2 참조). 국가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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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별
다양한 총비용
높은 수가

낮은 수가

해당 DRG에서의
환자당 비용

절사하지 않은 평균

1단계
이상치
＜-3 SD

2단계
이상치
＜-2 SD

절사한 평균
DRG 수가
(이상치 제외)

2단계
이상치
＞+2 SD

1단계
이상치
＞+3 SD

그림 18.3 DRG군 하나에서 평균비용의 정의 과정
출처 : Jorma Lauharanta가 작성
*SD; 표준편차

센터는 개별 병원들의 원가가중치도 환자 수준의 비용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다. DRG군
의 평균비용을 계산할 때는 비용 분포에서 상하로 치우쳐 있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자료를 절사하기도 한다. 그림 18.3은 절사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절사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진료비용이 모든 환자의 평균비용에서
±3표준편차(SD)를 넘는 환자 사례를 배제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친
환자군의 평균비용에서 ±2표준편차가 넘는 진료비용의 환자 사례들을 배제한다. 2010년
에는 국가 DRG센터에서 변이계수를 토대로 한 방법을 이용하여 이상치(異常値)를 계산했
으며, 대학병원이 수가 계산을 할 때 이상치 방법을 이용한 것을 권고하였다. 고비용 환자
중 상당 부분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지구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DRG센터
는 중심병원 및 지역병원에는 이상치 방법의 적용을 권고하지 않았다. 이들 병원에서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병원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기 때문이다.

18.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DRG
13개의 병원지구 중 5곳(지불 방법으로 DRG를 이용하는)이 해당 병원의 환자 차원 원
가자료를 토대로 원가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그밖의 다른 병원지구들은 국가 DRG센터에
서 계산한 국가 상대 원가가중치를 이용하지만, 각자의 고유한 비용계산 방법을 토대로
DRG 점수당 단가(기본요율)를 계산한다. DRG 점수 가격은 전체 시스템에서 평균 DRG
군의 비용을 나타내며, 각각의 DRG군별 청구 수가는 DRG 점수 가격에 각각의 원가가중
치를 곱해서 얻는다. 대부분의 병원지구에서는 자신들의 가중치 혹은 국가 원가가중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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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을 이용하더라도 각 병원별 DRG 점수 가격을 별도로 정의하며, 또 많은 병원이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례구성의 난이도와 그에 따른 평균 진료
비용이 병원과 부서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편차는 원가가중치에 완전하
게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형 대학병원은 소규모 지역병원에 비해 평균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현재의 DRG 시스템은 너무 일반
적이어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병원이 재원일수와 관련한 열외군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면 DRG가
아닌 재원일수를 토대로 청구한다. 열외군 선정 기준은 병원지구에 따라 크게 다르며, 이
로 인해 열외군 환자들에 대한 청구 수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청
구 수가는 DRG 수가와 열외군 입원일당수가의 합계로 구성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DRG를 이용한 청구는 병원지구에 따라 크게 다르다.
1998년부터 DRG를 이용하기 시작한 HUS의 경우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한 서
비스 비용의 65%는 NordDRG를 이용해 청구한 것이며, 그 나머지는 입원일 및 외래 방
문당 청구한 것이다(HUS, 2009). 다른 병원들의 경우는 이와 비슷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18.5.4 질 관련 조정
18.1.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핀란드 보건의료의 재정·지불체계에서는 전향적 지불제도하
에서 병원이 DRG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가 결정에
는 질과 연계한 조정도 없다. 즉, 효율성이나 질에 연계된 재정적 유인이 없다. 핀란드에서
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지구 의사결정 과정에 소유자, 그리고 구매자로서 참여할 때 이러
한 측면을 고려해 왔다. 생산성과 효율성, 성과와 관련한 비교 정보는 지역의 의사결정자
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정보를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
하는 정도는 병원지구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Junnila, 2004; Linna & Häkkinen,
2008).

18.6 신기술·혁신기술
18.6.1 신기술을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병원지구나 부서별·임상클리닉 단위에서 내리는 재정 관련 결정은 병원지구에서 승인한
총예산에 근거한다. 따라서 국가적인 규정은 없으며 신기술의 도입은 보건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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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장비나 진료 방법, 약제

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대학병원들과 일부 대
형병원들은 이에 대한 연구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핀란드 보건기술평가국 Finnish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Finohta)은

병원지구와 협조하여 전국적으로 이용할

신기술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연구를 시행한다. Finohta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의사결
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각각의 병원지구에서 의사결정이 이루
어지는 과정과 이것이 어느 정도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결정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는
정보는 없다.

18.6.2 지불 기전
신기술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은 병원지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전년도의 잉여금
이나 내부 조달 혹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기술의 비용은 감가상각 및 대출이자를 통
해 DRG 수가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전이된다. 병원지구에서의 신기술에 대한 재정지불의
원칙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는 없다.

18.6.3 병원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역유인
신기술의 이용에 대한 재정적 유인이나 역유인은 없다. 핀란드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진료 제공자 및 병원지구의 재정지불자로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
하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지구에 지불하는 재정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관점에 기
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효과가 낮은
특정 기술에 낭비하기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기술에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18.7 핀란드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18.7.1 공식적 평가
핀란드에서는 병원지구가 전문진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갖는다. 병원지구는
주민들이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독립적으로, 자체의 방법을 이용하여 책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이 비용을 청구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DRG 시스템(혹은 지불체계)
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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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저자의 평가
핀란드 DRG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 방법에 대한 전국적 지침이 없는 것이다. 모
든 병원이 DRG 시스템을 이용하지는 않으며, 병원마다 그 이용 방법이 서로 다르다. 핀
란드 DRG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은 병원들이 동일한 진료비 계산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촉
진하여 병원의 진료비 계산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병원지구가 각 병원에 적
합하도록 시스템을 변형하기 때문에(예: 열외군 선정 기준 및 DRG 점수당 단가의 부서별
차별화) 병원 간의 청구 수가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한 곳의
병원지구에 회원으로 소속되어야 하지만 수가를 비교할 수는 없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경쟁을 막음으로써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 없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DRG 청구체계가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DRG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처럼 전국적 규정을 도입하고 모
든 병원지구에게 DRG 청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민간기업과 비영리기업, 다국적기업까지
보건의료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의료법 Health Care Act (2010년 12월 핀란드 의회에서 통과)은 환자의 병원 선택
권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로운 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에 지불하는 방
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 않았다(제안조차 없었음). 수가 결정의 규칙을 개발하는 데 중
앙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면, 현재와 같이 민간기업 주도가 아니라
정부당국의 주도로 DRG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DRG 청구 시스템을 도입한 개별 병원들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병원들에서
는 진단과 시술의 코드 부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DRG 청구 시스템
을 이용하지 않는 병원들과 비교하면 많은 개선이 있었다. 실제로 DRG 청구 시스템의 이
용은 병원 청구를 더욱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도 향상시켰다. 그러므로 DRG
수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의 도입은 병원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에 있어 투명성 증대 및 더욱
정확한 비용 정보 등에 있어서 커다란 개선을 가져 왔다(Häkkinen & Linna, 2005). 그
러나 이 시스템이 전향적 지불제도를 지향한다면 유인·오류의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
다(6장 참조). 현재와 같은 핀란드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수가 결정 방법의 선택이 가장 중
요한 문제는 아니며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즉, 지방자
치단체와 병원 간 계약의 발전, 진료연결망care chains의 관리와 통제(총 진료 건수), 서비
스의 질 등의 문제나(더욱 일반적으로) 구매 및 제공 기능의 규모와 영향을 증가시키는 중
앙집중화와 같은 중앙정부의 관리 역할 등과 같은 문제들이다. 현재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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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18.8.1 병원서비스와 진료 제공의 경향
핀란드는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민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필요한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병원에서 민간 공급자의 서비스를 주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민간서비스를 직접 주문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부터 핀란드 공공병원들은 고도로 전문화되지는 않았으며, 병원지구는 가능하면
환자 진료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이 각각의 병원지
구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질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외래환자
로 당일입퇴원day care 및 통원 시설에서 진료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입원환자
수용 능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2000년대 초반,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
하는 개혁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1차 및 2차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사이
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Vuorenkoski, 2008). 이를 통해 보건소와 지역병원을 하나
의 조직으로 합치고, 지역의회 regional councils가 모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보건 및 복지서
비스, 고등교육, 직업서비스를 포함)를 담당하며 자체적으로 운영될 새로운 행정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병원지구는 1차 보건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 2008년 이와 같이 대부
분의 1차 및 2차 진료가 같은 조직에서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핀란드 전체 인
구의 약 10%였다. 가장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은 40~60개의 보건복지
지역을 만들어(지방자치단체 연합이나 대규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서비스와 1차 및
대부분의 전문적 진료 서비스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5개의 병원지구는 가장
고가의 3차 진료 제공을 책임지게 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실행된다면 병원 진료와
관련된 계약 및 지불제도 역시 다시 검토해야 한다.

18.8.2 DRG 적용(범위)의 경향
2005~2007년에 국가 DRG 센터는 핀란드의 DRG 전문가 및 병원지구와 협조하여 핀란
드 병원에서 DRG 이용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Kuntaliitto, 2007)는 가까운 미래에 병원에서 DRG 시스템을 시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
법과 관련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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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 핀란드의 모든 공공병원에서 DRG 청구를 시행하며, 최소한 입원환자
및 당일입퇴원 진료 day care 활동에 적용한다.

●

DRG 청구 대상을 2011년까지 외래환자서비스로 확대하며, 동시에 외래 및 정신과
서비스에도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분류 시스템을 개발한다.

●

2011년까지 모든 병원들은 개선된 환자-수준 비용계산시스템을 확보하여 자체
DRG 원가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한다.

●

병원은 부서별 수가 계산 방법을 중단하고 병원 내 모든 부서에 동일한 DRG 수가
계산 방법을 이용한다.

●

병원들은 전국 공통의 지침서를 이용하여 모든 병원이 진단과 시술의 코드 부여 및
비용 계산에 있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코딩 지침서는 인터넷으로 이용 가능하
고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 인증체계를 도입하여, 코딩에 있어 자체적으로 내부의 질적 표준체계를

●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외부의 감사를 받게 한다.
현재 DRG 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병원 대부분은 이미 DRG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
의 경우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간 계획을 너무 짧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Classic DRG를 이용하는 많은 병원들은 Full DRG 시스템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13개의 병원지구(DRG를 이용하는) 중 4곳에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Full DRG 시
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핀란드 병원은 외래 위주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통
원진료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Full DRG 분류 시스
템에는 외래환자군이 포함되지만 이 시스템은 아직 대부분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를
토대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방문별이 아니라 전체적 진료 경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체 DRG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가
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통원환자 진료는 입원진료처럼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의
사례구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군의 추가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의 DRG
시스템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난이도 수준을 저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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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적용의 과거와 현재
Lisbeth Serdén and Mona Heurgren

19.1 스웨덴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19.1.1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
스웨덴은 지방분권화된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정치·행정 체계는 중앙정
부, 주의회county councils, 지방자치단체의 3단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3단계가 모두 재정
조달, 공급 및 보건의료 활동의 평가에 관여한다. 중앙정부는 준법 감독 legislative supervisory
role을

하고 보건의료 재정의 일부를 부담한다. 반면에, 주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료서비스의 공급과 재정 부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주의회는 선거
를 통해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가지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현재 21
개의 주의회/지역 region이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정
신질환자 포함)에 대한 장기요양은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290개 지방자치단
체가 담당한다.
스웨덴 보건의료체계의 주된 재원은 세금이다. 주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소득세
를 징수하며, 이것이 주된 재원이다. 주민들은 소득의 약 10% 정도를 지방세로 납부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도 배정되어 주수입의 약 9% 정도를 차지한다. 환자의 본인부담
액은 총 주수입의 2.5%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9년 스웨덴은 국내
총생산(GDP)의 9%를 보건의료에 지출했다.

19.1.2 스웨덴의 병원서비스
스웨덴에는 81개의 병원이 있다(2009년). 그중 7개는(병상수 7,300개) 대학병원이다(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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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표 19.1 참조). 스웨덴 병원의 대부분은 공공 재정으로 운영된다. 민간 영리병원은
3개에 불과하며, 소규모의 민간 비영리병원들도 존재한다(SALAR, 2010).
스웨덴의 병원에서는 매년 입원환자 약 150만 명, 전문의 외래방문 약 1천만 건에 대
하여 진료를 시행한다. 병원 외 민간 전문의 외래 방문은 3백만 건이다. 입원환자 진료의
약 75%는 급성기 진료이며, 25%는 비응급 진료이다. 외래환자의 경우는 비응급 진료가
75%, 그리고 급성기 진료가 25%를 차지한다(Forsberg et al., 2009).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입원환자 진료, 수술, 당일입퇴원 그리고 전문의 외래환자
진료 등이다. 입원환자 진료는 전문의 진료, 정신과, 재활, 그리고 노인 진료로 나눌 수
있다. 재활치료는 대부분이 병원진료로 제공되지만, 병원 외부에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도 있다. 외래진료로 일반의가 병원의 전문의들에게 환자를 의뢰한다. 병원의 비
응급 환자는 모두 일반의가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의뢰한 사례들이다.
21개의 주/지역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조직구조와 상환 방법을 결정한다.

19.1.3 DRG 시스템의 목적
1990년대 초 스웨덴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과제는 비용 절감이었다. 그리고 당시 스웨덴
에는 환자 중심 체계를 지향하는 강력한 움직임도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DRG를 사용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DRG 지불제도 도입의 동기는 생산성을 높여서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혹은 효율성 증진)하는 데 있었다. 비응급 수술을 기다리는 대기환자 목록이 너무 긴
것도 이러한 변화의 또 한 가지 이유였다.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진료받을 병원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즉 환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
병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이는 병원은
더 많은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정보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었다. 총액예산제로는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실현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DRG 기반 예산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용을 억제해야 하
표 19.1 급성기 진료, 정신질환 및 장기요양 병원의 병상수 및 인구 1천 명당 병상수, 2009년
2009
급성기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정신질환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장기요양 병상수
인구 1천명당
출처 : SALAR, 2010

18,944
2.0
4,449
0.5
2,16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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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요성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과잉공급과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예산 상한제를 도
입했다.
스웨덴에서 주 county는 보건의료 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르딕 환자분류
체계(NordDRG)의 이용은 자율 사항이다. 각 주는 자체의 지불체계에서 DRG 이용 방법이
나 부가 규칙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열외군 상환, 비용 상한선 등). 부당 행위와 시스
템 오용에 대한 추적도 주에서 담당한다. 보건의료 이용률도 주의회의 중요한 과제다. 이
용 억제는 보건의료 활동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다.
현재 DRG는 지불 기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관리 목적, 보건의료 통계, 병원 성
과 측정, 보건의료 전반의 생산성(및 효율성) 계산 등에도 이용된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
는 스웨덴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계산할 방법론을 찾는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DRG는 성과에 대한 기술 및 비용 계산에 이용되었다.

19.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19.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현재 스웨덴에서 이용하고 있는 DRG 시스템은 NordDRG뿐이다. 승인받은 DRG 소프트
웨어 공급자는 두 곳뿐이며, 이 시스템들은 모두 단일 사례 처리 및 일괄 처리용 그룹화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NordDRG 2009 전체 버전에는 총 983개의 DRG가 있다(표 19.2 참조). 이중에는 통
원수술, 당일입퇴원day medicine 및 내시경 외래환자에 적용되는 216개의 군이 포함되어 있
으며 전문 외래진료 방문에 적용되는 군도 190개 있다. 그 외의 다른 당일입퇴원 및 외래

표 19.2 진료 영역별 NordDRG 코드의 수, 2009년
진료 영역

코드수

입원환자 진료

577

- 전문진료

514

- 정신질환

30

- 재활

33

통원수술(Day surgery)

162

당일입퇴원 진료(Day medicine)

34

내시경

20

외래환자 전문진료

190

합계

983

출처 : Nordic Centre for Classifications in Health Ca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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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사례에는 DRG 코드 끝에 ‘O’ 또는 ‘P’가 붙는다. 통원수술에 해당되는 입원환자군과 동
일한 코드 번호가 부여되지만 DRG 코드에 ‘O’가 붙는다(Nordic Casemix Centre, 2011).
스웨덴의 주는 DRG 이용을 기준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광
범위한 병원서비스(입원환자 및 일정 부분의 외래환자 모두)에 대한 상환에 DRG를 이용
하는 주들이다. 8개의 주/지역이 이 범주에 속하며 스웨덴 보건의료체계(보건의료비 지출
로 계산할 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한 주는 정신과 환자도 DRG 지불에 포함시
킨다. 두 번째 범주의 주들은 DRG를 병원 예산 수립에서 사례구성을 계산하는 분석 도구
로 이용하거나 다른 주에서 온 환자들에 대한 상환에만 이용한다. 세 번째 범주의 주들은
DRG를 보건의료의 극히 일부에 대한 상환에 이용한다. 예를 들어, 다른 주의 환자들에
대한 상환이나 한 개 병원에 대한 상환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입원환자의 90%가 DRG로 그룹화되고 65%가 DRG에 의해 재원이 조
달된다. 외래환자의 경우 80%가 DRG로 분류되고 30%가 DRG를 적용하여 재원이 조달된다.

19.2.2 DRG 시스템의 개발
국가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NordDRG 시스템의 스웨덴 버전

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DRG 분류의 동질성을 확
보하기 위해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SALAR)과 협력한다.
지역협의회는 스웨덴의 국가 사례별 원가 계산 데이터베이스 Swedish
Database에

National Case Costing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구이다. DRG 유지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모든 비용자

료는 ‘상향식’으로 계산된다.
NordDRG 스웨덴 버전은 입원·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정신과 및 재활에도 적용하도록
개발되었으며(표 19.3 참조), NordDRG 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1년에 NordDRG 버전 15가 도입되었다.
2003년에서 2009년 사이 스웨덴에서는 NordDRG의 두 버전을 사용했는데, Full 버
전은 입원환자와 통원수술(내시경 시술 포함) 및 외래 전문진료에 적용되었고 Classic 버
전은 입원환자에만 적용했다. 2010년 이후에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분류하는 한 가지 버전의 NordDRG를 이용하고 있다.

19.2.3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개정에는 국가환자등록 National Patient Register (NPR)의 검증 자료를 이용한다(개인 식별 번
호는 제외). 그리고 국가 사례 원가 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DRG 분류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병원들로부터 직접 ‘상향식’ 비용 자료가 수집되며 병

모든 병원,
입원환자만,
아동/신생아 포함

498

National Cost
Database, NPR

8차

10차

11차

12차

976
모든 병원, 입원환자 및
모든 외래환자, 재활 포함

929
모든 병원, 입원환자 및
모든 외래환자

740

National Cost Database,
NPR

NordDRG

상환 및 성과 분석,
벤치마킹, 생산성 측정

2008

모든 병원, 입원환자,
정신질환 및 통원수술
추가

National Cost Database,
NPR

NordDRG

상환 및 성과 분석,
벤치마킹, 생산성 측정

2006

722

National Cost
Database, NPR

NordDRG

상환 및 성과 분석

2005

모든 병원,
입원환자 및
통원수술

National Cost
Database, NPR

NordDRG

상환 및 성과 분석

2003

출처 : 이 보고서를 위해 국가보건복지위원회의 Lisbeth Serdén이 작성(2011)

500

모든 병원,
입원환자만

DRG 개수

적용 대상

NordDRG

NordDRG

Cost weights,
USA

DRG 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자료

상환 및 성과 분석

상환 및 성과 분석

(주요) 목적

6차

2001

1차

1995

DRG 버전

도입 연도

표 19.3 스웨덴에서 이용된 여러 가지 NordDRG 버전들, 1995~2008(선별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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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스웨덴은 1997년부터 국가 원
가 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으며, 그 이후 자료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19.4 참조)
(Ludvigsson et al., 2011).
스웨덴에서는 개별 환자 차원의 자료를 수집하는 전통이 강하다. 이를 위해 1960년대
부터 사용한 NPR에는 스웨덴의 모든 개별 환자들의 기록이 있다. 또한 출생 시 모든 시
민들에게 부여되는 개인 식별번호를 통해 모든 자료를 개별 환자들에게 연결할 수 있다.
환자 등록자료는 전통적으로 연구 목적에 이용되어 왔으며, 생산성 측정과 보건의료 영
역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추적 관찰을 위해 환자 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NordDRG 시스템은 매년 개정된다. 주요한 개정에 앞서 각국에서 최초 개발 과정을 우선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는 관계국들의 연합 프로젝트
로 수행되기도 한다.
DRG의 변화는 DRG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적 개념(임상적 유사성에 의해 분류
된 환자 사례들은 비용의 편차가 최소한)에 따르면 비용이 동질적이지 않거나 임상적 관
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시스템의 변화는 변화의 유형(DRG의 세분, 통합, 부분적 혹은 전체적 재분류)이 어떤
것이든 최소한 NordDRG 이용 국가 중 한 국가 이상에서 사례당 비용으로 평가된 구체적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

19.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19.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노르딕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자분류체계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센터인 노르딕 보건의료 분류센터 Nordic Centre for Classifications in Health Care로

대표된다. 노르딕국가는 기본적인 환자 분류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도 자국어로 된 국가별 분류 버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노르딕 국가는 진단 코드를 부여 시 10차 국제질병분류(ICD-10)의 자국 버전을
이용하며, 외과적 시술 분류에는 수술에 관한 노르딕 공통분류체계 NOMESCO Classification of
Surgical Procedures (NCSP)를

이용한다. 스웨덴에서는 2006년에 비외과적 시술에 대한 새로

운 국가 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KMÅ). 외과적 및 비외과적 시술의 분류를 통합해 KVÅ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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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른다. KVÅ에서 외과적 시술의 분류는 NCSP에서의 시술 분류와 동일하지만 비수술
적, 즉 내과적 시술은 스웨덴이 고유하다.

19.3.2 분류 알고리즘
NordDRG는 입원환자 및 외래 방문을 자원이용이 유사한 군으로 분류하는 체계이다
(그림 19.1). 진단명과 시행된 시술, 연령, 출생 체중, 성별, 그리고 퇴원 시 상태를 토대
로 분류하며, DRG 시스템의 연혁, 구조, 분류 규칙 등은 퇴원환자 자료를 이용한 적용과
개정 절차와 함께 DRG 분류집DRG Definitions Manual (노르딕 보건의료분류센터, 2009)에 실
려 있다.

19.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국가보건복지위원회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운영하는 NPR은 매년 질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이때 NPR에 보고되는 모든 기록에 대해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변수
(환자 식별번호, 병원명, 주진단명 등)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며 다른 변수들과 날짜도 검
사한다. 자료의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면 질 검사 과정에서 수정하지만, 다른 오류 자료는
병원으로 돌려보내 수정하게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SALAR가 국가 사례원가 계산 데
이터베이스의 원가자료에 대해서도 매년 검사한다.
스웨덴 국가보건의료 등록자료 Swedish national health data registers에서 여러 가지 성과 지
표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등록자료를 이용하여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후 28일
이내 사망률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의 성과를 추적 관찰하고 생산성과 효율
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진
행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구를 확보하여 성과 지표를 추적 관찰하는 데 이용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스웨덴은 국가 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매년 주 차원의 성과를 측
정하고 있다(국가보건복지위원회, 2010). 2010년의 경우, 134개의 질 지표가 발표된 바
있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매년 코딩과 질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한다.
주의회는 사례 기록 심사를 통해 DRG로 분류된 자료의 질을 검사하며 일부 주의회는
부정확한 코드를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례 기록을 심사한다. 기록에서 허위 사례가
발견될 때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원 혹은 민간
클리닉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환불해야 한다. 스웨덴에서 코딩의 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으
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의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코딩과 관련한 더 많은 시간
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주의회들은 의료행정 직원들에게 코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이 분야에서 좀 더 큰 역할을 맡기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범주(의사 제외)

MDC 50
외래환자 전용

입원환자

외래환자

외래환자

입원환자

내시경과 소수술을 제외한 중요한 시술들

No OR

OR 2

OR 1

외래환자

입원환자

외래환자

MDC 40
외래환자 전용

MDC 01-30

주진단명

극단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집중적 시술

모든 연령

연령 ＜ 18

연령 ＞ 17

내시경
소수술

모든 연령

연령 ＜ 18

연령 ＞ 17

CC

CC

CC

CC

CC

CC

입원환자 내과계 DRG5

DRG...
DRG...
DRG...
DRG...
DRG...
DRG...
DRG...

DRG...
DRG...

의사 이외의 직원에 대한 방문7

외래환자 소시술(Minor Procedure) DRG6

외래환자 내과계 DRG
(당일입퇴원 및 방문)4

DRG...
DRG...

DRG...
DRG...

외래환자 내시경 DRG
외래환자 경미한 외과계 DRG

입원환자 외과계 DRG3

DRG...
DRG...
DRG...
DRG...
DRG...
DRG...
DRG...
DRG...

외래환자 외과계 DRG(통원수술)2

입원환자 Pre-MDC DRG

외래환자 Pre-MDC DRG1

DRG...
DRG...

DRG...
DRG...
DRG...
D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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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웹사이트 참조(http://www.socialstyrelsen.se/klassificeringochkoder/norddrg/logikenidrg, 2011. 8. 1 기준)

2

7	의사 이외의 인력에 대한 방문 DRG: 스웨덴 법률에 의하면 의사만이 진단명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DRG의 분류 논리는 전문가 및 방문의 유형(혼자
방문 혹은 팀이나 집단으로 방문)에 따라 다르다.

6	Outpatient Minor Procedure DRG: 이러한 DRG는 내시경과 소수술을 제외한 간단한 시술들이다. 의사가 아닌 다른 인력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진단명은
필수가 아니다.

5	Inpatient Medical DRG: 이들 중 약 50%가 입원환자 수술 DRG와 마찬가지로, 연령 그리고/혹은 CC에 의해 세분된다. 세분의 기준이 되는 공통 연령은 입원환자 수술
DRG와 동일하지만, 당뇨환자의 DRG는 35세로 나눈다.

4	Outpatient Medical DRG: 이러한 DRG 중에는 방문이 긴 경우도 있는데, 몇 시간 동안 관찰하는 사례가 그 예이며 이를 Day Medicine이라 부른다.

3	Inpatient Surgery DRG: 이러한 DRG의 약 50%가 연령 및 CC에 의해 세분된다. 연령 세분은 18세 이하지만 MDC15에서는 1세 이하의 경우로만 한정한다.

2	외래환자 수술 DRG(통원수술): 이러한 DRG를 통원수술이라고도 부른다. 분류 논리는 입원수술 DRG와 매우 비슷하지만 연령에 의한 혹은 합병증(CC)에 의한 세분(split)
이 없다.

1	외래환자 Pre-MDC DRG: 외래환자에게는 자원이 극단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시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DRG에는 사례가 거의 없다.

주석 :

출처 : Designed for this publication by Mats Fernström at 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2 in 2011

그림 19.1 NordDRG 시스템 스웨덴 버전의 그룹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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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스웨덴에는 민간병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상향 분류 up-coding 사례도 매우 드물다. 그러나
‘하향 분류down-coding’ 문제가 발생한다(재정조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코드
의 수를 너무 적게 입력하는 관례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병원들이 코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사례당 등록되는 2차 진단명의 수가 너무 많
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공공병원에서는 재정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환자 선택(체
리피킹) 사례가 발생하지 않지만 스톡홀름의 민간 공급자 사이에서는 다소 발생하고 있다.
몇 차례 시행된 기록심사(모두 2,300건의 의무기록)에서는 2차 진단 코드를 남용하
면 지불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확한 코드와 비교할 때 DRG 가중치도 낮
추게 된다. 심사를 통해 병원 및 보건의료의 다른 공급자에 대한 상환을 조정할 수 있다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6). 대부분의 분류 오류 wrong-coding는 분
류체계를 오남용한 징후보다는 무지의 결과이다.

19.4 병원 내 원가 계산
19.4.1 규정
병원 내 사례 원가 계산 데이터베이스 실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병원이 이를 시행하는
동기는 병원 운영에서 비용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DRG 가중
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사례당 원가 계산을 위한 국가지침을 개발해,
2009년의 경우 입원 사례의 약 65%와 외래방문의 약 36%에 대해 개별 사례 원가 계산이
이루어졌다.
사례 원가 계산은 상향식 계산으로 하며 이때 모든 원가(간접비용 포함)를 대상으로 해
야 한다. 여기에 일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 및 교육, 외부 프로젝트, 앰뷸런스
서비스, 그리고 주의 정치인 및 그 보좌관들에 대한 비용 등이다.

19.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1990년대 중반 이후, 핀란드에서는 사례 원가계산시스템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원가
자료를 국가 사례 원가 계산 데이터베이스 Case

Costing Database에

입력한다(Heurgren, et

al., 2008; Swedish Case Costing Database, 2011).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SALAR)
이 이러한 자료를 관리하며 스웨덴의 DRG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국가 원가 계산 데이터베이스 Case Costing Database는 NPR과 거의 비슷하지만 원
가자료가 추가되고 개인 식별 번호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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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계산 모형
원가 계산 모델은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되는데 (1)병원의 총원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2)
원가중심점들(원가가 소비되는 영역이다)에 간접비용들을 배정하며 (3)중간 산물을 확인
하고 그 원가를 계산한 뒤 (4)중간산물과 그 원가를 환자들에게 배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19.2는 이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사례 원가 계산 과정에서 모든 비용은 환자 고유 식별 번호를 이용해 개별 사례들에 배
부된다. 환자별 서비스 구성 service mix은 환자 특성들과 묶인다. 그리고 사례 원가계산시
스템은 수술, 임상검사, 집중치료 및 간호 등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원
가들은 환자별로 각각 계산된다. 계산시스템에는 또한 각 환자의 진단,시술명 및 DRG 등
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자료의 질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 기준이 마련
되어 시행되고 있다(SALAR, 2009).
원가 계산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IT-구조는 통합 모델로서, 병원의 여러 가지 데이터
베이스에서 수집된 자료가 ‘데이터웨어하우스’로 입력된다. 사례 원가계산시스템은 이러
한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사례와 환자를 연결시키는데, 각각의 환자가 가진 개인 식별 번
호와 입원 혹은 방문 날짜를 근거로 한다(그림 19.3 참조). 원가계산시스템에 필요한 자료
를 의무기록에서 직접 수집할 수도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일반적으로(일부 병원 부서를 제
외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현재의 의무기록은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구조가 아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사례 원가계산시스템에는 IT 구조가 중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고도로 자
동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자료를 가능한 많이 이용하여 수기 작업을 최소화하고 자료의

의학적 서비스
진단검사
수술
마취
방사선검사
ICU서비스
수술 후 서비스
(Etc.)

임상 서비스
호텔비용
간호
의사 시간
고가 약제
고가 재료

개별 사례들을 통합

환자

그림 19.2 스웨덴 사례 원가 계산 모형
출처 : SALAR, 2009

특성
ID
주소
연령
성별
진단
시술
DRG
병원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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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산물

비용

특성

간호

11,950

재원일수

5일

의사(병동)

3,540

DRG

211

호텔비용

5,700

클리닉

311

수술

6,522

연령

72

ICU

2,911

성별

여성

마취

10,957

급성

Yes

진단검사

1,846

주진단명

S7240 대퇴골 하부의 골절

방사선검사

2,629

시술

NFJ59 골절 수술, 대퇴부

기타 산물

4,333

총비용

(엉덩이 및 대퇴골 시술 주요 관절 제외,
연령 ＞ 17, 합병증 무)

NFJ09

"

NFJ99

"

SEK 50 388

그림 19.3 스웨덴 국가 사례 원가 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 사례: 대퇴골절
출처 : SALAR, 2009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사례 원가 계산의 이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다음과 같
은 영역에서 사례 원가자료가 이용된다:
	병원 및 병원의 부서에 대한 관리 지원-과정에 대한 관리

●

	의료 구매자에 대한 지원

●

	비용 및 의료행위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

●

	DRG 시스템의 개발과 의료 수가의 계산

●

	NordDRG 시스템 내에서 상대적 원가가중치 계산

●

	생산성과 효율성 계산

●

19.5 병원지불을 위한 DRG
19.5.1 DRG 기반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공공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주의회가 DRG의 상환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스웨덴의 병원들은 전통적으로 총액예산제를 통해 재원을 조달 받았다. 이것은 스웨
덴의 병원이 전통적으로 공적 부문의 소유였고, 따라서 비용 통제가 항상 중요한 문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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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또한 DRG 도입 이전에는 병원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적이고 공인된 체계가 없었다. 스웨덴의 각 주가 병원의 활동과 생산성에 대해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성을 측정할 방법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병원에 대한 재정지불의 도구로서 DRG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병원 영역의 투명성 증대와 구매자와 공급자가 재정적 위험을 공유하는 ‘시
장’을 생성하기 위해서였다.
스웨덴에서는 병원의 유형(지역병원, 교육병원, 급성기 진료, 정신질환, 재활 등)에 따
라 DRG를 재정지불에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최근까지만 해도 스웨덴에서 DRG는 신체
질환 진료(입원 및 외래)에만 이용되었다. 2010년에는 한 주에서 정신질환 진료비 지불에
DRG를 이용했다. 재활은 스웨덴에서 DRG를 이용하는 또 다른 신규 영역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지만 재정지불의 목적으로 DRG를 채택한 주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밖의 다른
주에서는 DRG 시스템을 성과를 설명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한편, 병원 내 DRG 이용은 교육병원에서 농촌병원까지 매우 유사하다. 급성기 진료와
비응급 진료 모두 포함되지만, 교육병원은 특정 고가 진료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
는 등 DRG 목록에서 예외가 되는 항목이 많다. 병원의 법률적 상태(즉 공공병원, 민간 비
영리 및 영리병원)에 따른 DRG 이용 방법의 차이는 없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전문직(예: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가 DRG 가중치 및 수가에 포함
된다. 보건의료 전문직의 대부분은 병원·주에 고용되어 일한다. 인프라, 즉 중요한 의료
장비 및 시설, 통신 혹은 정보 비용도 포함된다.
비용 이상치(異常値)는 DRG 가중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화상도 제외된다. 일부
주에서는 특정 지역적 진료 및 재활 specific regional care and rehabilitation을 제외하며 일부 특
정 고가 약제·재료도 제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예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환하
며 배제 목록은 주별로 다르다.
교육 및 연구개발(R&D) 비용에는 DRG를 적용하지 않는다. R&D 비용의 대부분은 정
부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며 대부분의 주는 소속 병원들의 R&D 활동에 대해 지역 교부금
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다른 활동(인증, 병원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사회적 혹은 다른 여
러 프로젝트에 참가 등)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예산으로 충당
한다.
보건의료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상환 방식은 혼합형으로, 총액예산, 전향
적 지불제도prospective payment system, 그리고 성과지불제도(P4P) 방법이 동일한 체계 내에
서 함께 이용된다.

380

Diagnosis-Related Groups in Europe

19.5.2 DRG 수가·원가가중치 계산
스웨덴에는 ‘국가 공통 DRG 수가’는 없지만 참고로 원가가중치가 있다. 주와 병원에 따라
합계가 다르기 때문에 DRG당 수가에 차이가 난다. 주의회는 지불자이자 병원서비스의
구매자이며, 주의 예산과 규정에 따라 DRG 수가를 설정한다.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매년 NordDRG(입원 및 외래환자)의 전향적 원가가중치를 개
발하여 발표하지만 이 국가 원가가중치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두 곳의
주/지역에서는 지역 가중치를 이용하고 있다. 모든 주에서 같은 가중치를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다.
국가 원가가중치는 전년도 비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출한 실제 평균비용을 이용하
여 계산한다. 다음해의 예산 증감에 따라 평균비용을 조정하는데, 추정된 생산성 증가(약
1%)만큼 조정하기도 한다. 병원들은 주 내 또는 주 사이에 동일하게 설정된 가중치를 이
용하지만 DRG당 수가가 각 병원/주에 따라 다른 점이 계산 방법의 가장 흔한 차이다.
행위별수가제 방식으로(원가가중치가 아닌) 상환되는 항목들은 DRG를 적절히 적용할
수 없는 매우 드물거나 고가인 진료로서, 화상치료나 교육병원에서 시술하는 특수 진료
등이다.
국가 DRG 가중치는 개별 환자 비용을 토대로 계산하며, 열외군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개별 환자 관련 비용을 계산하지 못한 병원들은 재원일수를 토대로 이
상치 기준을 계산하기도 한다. 열외군은 DRG 시스템이 아닌 방식으로 상환받으며 주의
회의 일괄 예산으로 책정된 재정으로 지불된다.
열외군이 5%일 때 절사점 trimming point은 4분위(Q)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
산한다. Q3 + 비용상수 × (Q3 - Q1). 비용상수는 열외군을 5%로 하여 선택된다.

19.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DRG
각 주는 보건의료비 지불방식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주 내에서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 상환방식을 정한다. 주는 DRG 전체나 일부를 상환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두제 혹은 고정상환제와 같은 다른 상환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스웨덴 병원의 급성기(비정신과) 총 퇴원 사례 중 65% 이상이 어느 정도로든 NordDRG의 적용을 받아 상환받는다. 외래환자 사례의 상환에는 이보다 적은 정도가 NordDRG의 적용을 받으며 정신과 및 재활 사례에도 적게 적용된다.
각 주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주는 병원들과
의 협상을 통해 주의 구매 항목 및 그 양을 설정하는데, 일부 주는 지출 상한을 설정하여

19장

스웨덴: DRG 적용의 과거와 현재

381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 병원에 손실이 될 수 있다. 그밖의 다른 주에서는 협상된 양을
초과할 경우의 위험을 공유하고 그 책임을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9.5.4 질 관련 조정
스웨덴의 각각의 주들은 병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부 상환 목적에 DRG 이외에 질 관련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전국 질 등록체계에 참여하며, 전국 대기시간 데
이터베이스에 보고한다.1 제제는 각 주에서 결정한다.
스웨덴에서 이용하고 있는 DRG 시스템에는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내장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각 주는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감시 방법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대부분의 주
는 주로 국가 차원의 질 지표들을 이용한다.

19.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스웨덴의 보건의료체계에 DRG를 도입한 이후 진단명 코드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1998
년에는 사례당 1.8개의 진단명이 있었지만 2009년에는 입원환자 사례당 2.7개의 진단명
코드가 부여되었다(Serdén at al., 2003). 국가 등록체계도 진단명과 시술 코드를 입력하
는 의료행정직 medical secretaries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질 향상이 이루어졌다.

19.6 신기술·혁신기술
19.6.1 신기술을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주의회와 병원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보건의료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과정에
서 DRG 시스템에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를 결정하며, 이러한 사항을 보고서로 발표한
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위원회가 DRG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개정 과정에서는
NordDRG 이용국 차원에서 NordDRG 전문가들이 혁신에 관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선
도 그룹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19.6.2 지불 기전
처음 2년 동안은 신기술 혹은 혁신기술에 대해 DRG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재정
지불을 하거나 DRG 시스템을 통해서(고비용 열외군에 대한 추가지불을 통해) 지불하는데,
1

 스웨덴 지방자치단체협회(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웹사이트 참조(www.vantetider.se, 2011. 8.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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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주의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신기술에 대한 별도의 수가와
관련하여 주와 협상한다. 혁신기술을 DRG 시스템에 도입한 다음에는 DRG 지불을 적용
한다.

19.6.3 병원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유인·역유인
신기술 이용을 결정 후 그 기술을 상환체계에 적용할 때까지는 시간적 지연이 있다. 전체
과정에는 보통 약 2년이 소요된다.

19.7 스웨덴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19.7.1 공식적 평가
병원에서 하는 DRG 등록과 1차 코딩은 주의회의 책임이며 주는 DRG에 대한 평가 또한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DRG 결과를 검증하는 감사를 시행하는 주는 소수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상향 분류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너무 적은
수의 진단명과 시술 코드를 부여하는 경향으로(일부 주에서) 인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주에서는 DRG 적용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19.7.2 저자의 평가
DRG 시스템 도입 이전에 설정한 다음과 같은 본래의 목표들, 병원 활동에 있어 생산성과
투명도의 향상, 전문가와 행정가들 사이에 공통된 ‘언어’ 창출,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활
동에 중점을 둔 재정지불체계 도출, 그리고 성과에 대한 더욱 정확한 평가와 벤치마킹 및
생산성 계산의 도구는 달성되었다.
1990년대 초, 많은 의사가 DRG에 반대했는데 이는 DRG 도입 당시에는 이것을 어디
에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지식의 부족이 문제였다. 많은
관련자들은 또한 DRG 시스템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했는데, 예를 들
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거나 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라는 기대였다. 그 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활동에 근거한 재정지불 activity-based funding 제
도에 반감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태도는 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활
동에 근거한 재정지불을 옹호하고 있다.
도입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에 대하여 좀 더 알게 되고 경험이 쌓이자, DRG
시스템의 이용자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의 장단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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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열외군 제도의 도입과 이용 역시 DRG 시스템의 원활한 수용에 기여했으며, 현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있다. DRG 시스템을 외래환자와 정신질환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 또한 중요한 발전이다. 2005년 정신질환에 대한 26가지의 신규 DRG군을
만들면서 DRG가 정신질환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지불에
DRG를 이용하는 주는 한 곳뿐이며, 대부분의 주는 DRG 시스템을 병원의 성과 평가 도
구로 이용하고 있다.
분류체계를 실행하는 데 있어 기술적 문제는 많지 않았다. 이 시스템의 기술적 실행에
필요한 시간은 각 병원마다 달랐다. DRG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정부,
병원, 납세자 등이 부담하는) 비교적 적었으며 예상 수준을 넘지 않았다.

DRG의 영향
스웨덴에서는 DRG 도입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생산성이 증가했다. 도입 초기에
스톡홀름 주의회는 DRG를 이용하여 전체 비용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비
스 제공량의 증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여 총액예산을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통제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DRG를 이용하는 병원은 DRG 시스템을 이
용하지 않는 병원들에 비해 자신들의 진료활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으며, DRG 점수당
비용이 더 낮아진다.
환자에 대한 DRG 도입의 영향은 생산성의 증가(더 많은 서비스의 수행)로 인한 대기
시간 단축으로 나타났다(Charpentier & Samuelson, 1998).
스웨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재원일수가 크게 줄어들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
지만 DRG 도입도 그중 한 가지 요인이다. DRG를 이용하는 주는 그렇지 않은 주들보다 재
원일수가 짧다. 현재의 재원일수가 너무 짧은지도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재원일수가
짧으면 환자에게 좋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재원일수가 짧다는 것은 보건의료
과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원일수가 짧은 데 대한 반론은 주로 고령자들을 진료 과정에서 너무 일찍 집으로 돌려보
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DRG 상환제도 도입으로 재입원율이 높아졌다는 증거도 없다.
DRG 시스템의 도입은 일상적인 입원 및 외래진료 구조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병원 구조 전체적으로는 DRG 시스템이 아무런 영향
도 주지 않았다.

DRG는 ‘기적 ’을 낳지 않는다
DRG를 상환에 이용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은 이 지불제도의 도입이 보건의료체계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Lindqvist, 2008). 199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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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서 DRG를 상환에 도입했을 때, 이 체계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었다. 한편 소수는 체계의 변화를 자신들이 알고 있던 스웨덴 보건의료체계의 종말로
생각해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예상은 모두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DRG 지불
제도의 도입보다는 다른 정치적 결정과 변화, 경제상황, 일반대중들의 기대 등이 보건의
료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DRG 상환 도입과정에서 부딪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최소한 스웨덴의 관점에서)
비용 통제의 메커니즘이다. 스톡홀름주의 경우, DRG 상환제도 도입 이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생산성 향상은 총지출의 증가를 가져 왔다. 따라서 비용 통제를 하기 위해
예산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이것은 결국 증가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
적으로 지불제도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 증가와 비용 통제 사이의 균형이었다.

사례별 상환 시스템은 생산성을 높인다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기록된 활동을 토대로 하는 재정 시스템을 도
입하면 활동이 증가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Lindqvist,
2008). 첫 번째 문제는 그러한 증가가 기록체계의 변화 혹은 기록의 향상에 기인한 효과
인지, 아니면 서비스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험으로
볼 때, 특히 외래환자 진료에서는(전통적으로 기록이 잘 되지 않았다) DRG 지불제도 도
입 초기에 기록체계의 변화 덕분에 서비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원환자
의 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에서는 과거부터 입원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해 왔으므로 그 효과를 잘 반영한다.

우수한 정보체계와 양질의 자료가 필수적이다
임상 자료를 상환의 토대로 이용하는 체계를 도입할 때는 자료와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Lindqvist, 2008).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임상자료를 수집하고 개인 식별
번호를 유익하게 이용해 왔지만, 추적 관찰과 분석에 이용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병원과 부서 차원에서 생산분석을 하는 도구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개발이
늦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병원의 경제성에 대한 많은 책임을 부서장에게 이관한 점을 고
려하면 매우 모순된다.
자료의 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스웨덴에는 오래 전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전통이 있지
만, 자료의 질에 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임상 자료의 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현재 ‘기본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등록과 정기적인 코드 개정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
고 있다.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질의 문제이다. DRG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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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전향적 지불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보건의료 자료를 다루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하며 시스템의 성과는 이러한 기본적 자료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시스템
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정확한 평가 및 상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별 환자 자
료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19.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19.8.1 병원서비스와 진료 제공의 경향
정부는 국가보건복지위원회에 1차 의료의 상환체계를 개선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활동과 결과를 향상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1차 의료에서 성과를 평
가하여 이를 상환의 근거로 활용하고, 서비스의 높은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이용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차 의료에 대한 진단과
시술을 통일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된 분류체계는 다른 보건의료
환경에서도 비교 가능할 때 더욱 유익할 수 있다.
스웨덴에는 1차 의료의 진단 분류체계가 존재하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는 않으며,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운영된다. 1차 의료의 시술에 대한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를 개발하거나 시술과 관련된 기존의 분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1차 의료에서 새로운 2차 환자분류체계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19.8.2 DRG 적용(범위)의 경향
스웨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DRG 시스템을 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
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스웨덴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그룹화 프로그램 개
발을 완료했다. 이러한 분류 시스템의 목적은 DRG를 중증도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나
누는 것이다. 새로운 체계의 역할 모델이 된 그룹화 프로그램은 미국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그룹화 프로그램이다(3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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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폴란드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20.1.1 폴란드의 보건의료체계
폴란드는 보건의료 재원조달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
다. 국민의료비 총지출은 연간 1인당 약 667 유로이며,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6.6%
에 달하는 금액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공공부문 지출은 국민의료비 총지
출의 약 72%이며, 그중 대부분은 의무 가입인 사회건강보험 social

health insurance

보험료

로 충당한다. 2008년 당시 국민의료비 총지출 중 민간부문의 지출은 약 24%였으며, 주
로 본인부담금과 사회건강보험 기준상의 본인일부부담금 co-payment 형태로 지출된다.
예를 들어 재활치료 기관의 식비나 병실료, 또는 약제비 및 진담검사료 중 일정 비율 등이
다(Kuszewski & Gericke, 2005; European Commission, 2009).
폴란드의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관계기관은 (1)보건부, (2)지방정부,
(3)국가건강기금 National

Health Fund (NFZ)이다(Kuszewski

& Gericke, 2005). 보건부는

정책수립과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이를테면,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주요 자
본을 투자하며, 의과학 및 의학교육을 감시한다. 지방정부(지역, 주, 지방자치단체 수준)
는 공공병원의 대부분을 관리하며 건강 증진 활동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보건의료 전략과 계획을 개발한다. 2003년에 설립된 국가건강기금(NFZ)은 사회건강보험
체계의 전체 가입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구매자이다.
폴란드 인구의 약 98%가 사회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현재 개인별 보험료 부담은 과세 소
득의 9%이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ZUS)이나 농업사회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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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S)에서 징수하며, 징수된 보험료는 국가건강기금(NFZ)으

로 전달된다. 보험 미가입자, 실직자, 복잡한 고가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보건의료
급여health care benefits는 세금이 지원하는 주 예산이나 지역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자금을 충
당한다. 또한 주 예산은 의료 공급자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s에 기여하며, 경상비recurrent
cost는

국가건강기금(NFZ)이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한다(Ministry of Health, 2008).

국가건강기금(NFZ)은 16개 지국과 1개의 중앙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리
Prime Minister가

지명하는 5년 임기의 9명으로 구성된 국가건강기금(NFZ) 위원회의 감독을 받

는다. 국가건강기금(NFZ)은 사회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얻은 수익을 관리하며, 의
료 구매자로서 해당 연도에 책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된다. ‘보편적요양급여목록Universal Catalogue of Services’은

국가 차원에서 규정되었으며, 국가건강기금(NFZ)의 지국은 계약을 위해 경

쟁 입찰 방식으로, 즉 공급자 경쟁을 통해 계약을 협상한다. 한편 국가건강기금(NFZ)은 의료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과 관련되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20.1.2 폴란드의 병원서비스
역사적으로 폴란드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는 비교적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Kuszewski
& Gericke, 2005). 외래진료(일반의 및 전문의가 제공하는)의 대부분은 민간의원이나 독
립적 의료기관에서 제공한다. 병원진료는 종합병원(주 county), 전문병원(지방voivodship ), 또
는 고도로 전문화된 대학병원에서 제공한다.
1990년대 폴란드의 병원들은 보건부나 지역정부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예산 단위였다.
이것은 1999년에 발효된 보편적 건강보험에 관한 법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법으로
의료구매자와 공급자가 분리되었고, 모든 공공병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변경해
야 했으며 동시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병
원은 적자를 초래하거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은 여전히 공공
병원으로 남아 있으며 지역정부가 소유하고 있다(Kozierkiewicz, 2008).
2007년 말 폴란드에는 578개의 공공병원과 170개의 민간병원이 있었다(표 20.1). 이
중 민간병원의 비율은 2000년의 5%에서 2007년에는 23%까지 증가하였다. 총 병원수
의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병원 병상수는 2000년 이후 계속 감
소하고 있다. 절대값 absolute number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07년 병상수는 2000년에 비
해 8% 감소해, 인구 100,000명당 병상수 감소보다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
서는 동일한 기간에 병상수가 10% 이상 증가했다(심장내과, 종양학과, 정신과, 중환자실
[Świderek, 2009]). 그리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병상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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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 폴란드의 병원과 병상, 환자수(2000, 2005, 2007년)
연도

2000

2005

2007

변화 %

N(%)

N(%)

N(%)

2000~2007

716

781

748

4

686

611

578

-16

(96)

(78)

(77)

병원 소유 형태
합계
공공병원
민간병원

30

170

170

(4)

(22)

(23)

467

190,952

179,493

175,023

-8

515

469

459

-11

6,007

6,739

6,850

14

-

895

1,014

-

병상수
합계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수
입원환자수(천명)
당일입퇴원환자수(천명)a
출처 :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09b;

a

Central Statistical Office, 2007 (p. 124), 2008 (p. 135), 2009a (p. 145)

최근 병원의 당일입퇴원day care 환자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7년 한해 동안 병원에
서는 100만 명 이상의 당일입퇴원환자를 진료하였다.
일반적인 진료 에피소드는 환자가 전문의나 병원에 환자를 의뢰할 수 있는 1차진료의
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의뢰할 필요가 없는 전문의 그룹(피부과의, 안과의, 산부
인과의, 종양학자, 정신과의)들이 존재한다. 응급 시, 환자들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며
진료는 환자가 퇴원함으로써 완료된다.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의 의사나 1차
진료의, 또는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한다(그림 20.1).
1999년 사회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병원은 사회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얻어야 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창출한 이익은 2007년 병원
총수익의 60% 이상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사회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구매 기능 향상을
위해 국가건강기금(NFZ)은 2009년에 DRG 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현재 폴란드
병원 수익의 대부분은 DRG 지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병원
은 여전히 자본투자, 교육과 연구, 그리고 고도 전문의료를 위해 국가 및 지방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병원은 민간자원(후원자)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다.

응급

기타 전문의

출처 : National Health Fund, 2010

그림 20.1 진료 영역별 전형적 진료 에피소드

의뢰

부인과 전문의
산과 전문의
치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성병과 전문의
종양학 전문의
안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1차 진료

입원 이전의 진료

의뢰

응급병동/입원실

입원환자

당일입퇴원 진료

병원 진료

퇴원
일반의
전문의
재활
장기요양
요양시설

퇴원 이후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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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DRG 시스템의 목적
DRG 지불제도 도입 전 폴란드의 병원지불은 매년 국가건강기금(NFZ)이 개정하는 ‘의
료서비스목록 Catalogue

of Health Care Products’을

기반으로 하였다(Kozierkiewicz et al.,

2006). 이 지불방식은 DRG와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를 구체적인 진단이나 시술로 정의
하였고, 병원은 각 의료서비스별로 책정된 점수 point value를 기준으로 입원 건당 정액을 지
급받았다. 그러나 DRG와는 달리 이 시스템은 환자의 모든 진단과 시술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목록 Catalogue of Health Care Products이
규정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매년 변화하고 항목수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투명성이 부족하였다. 또
한 의료서비스별 정의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병원의 성과를 기간별로 평가할 수 없
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건강기금(NFZ)은 병원과의 지불금 협상에서 직권position of power
을 이용함으로써 제공된 서비스의 원가보다 종종 낮게 보상하였다(Kozierkiewicz et al.,
2006). 이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기 목록을 발생시킴으로서 병원진료에 접근성
을 저하시켰다.
폴란드에서 DRG 지불제도를 도입한 주요 목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였다. (1)병원에
대한 자원 할당 방식 개선 (2)서비스 공급의 투명성 증진
DRG 지불제도는 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좀 더 적절하고 공정하게 상환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나아가 DRG 지불제도는 병원 내 원가회계의 업무 수행을 촉진함으로써 공급자를 효율적
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료 원가를 증가시키는 것
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DRG 지불제도는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 대한 상세한 자료(1차 진단, 2차 진단, 시
술, 재원일수 기간, 성별, 나이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병원서비스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되었다. 또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병원들이 국가건강기금(NFZ) 지사
와 원활한 정보 교환을 하기 위한 정보기술(IT) 개발을 장려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가
건강기금(NFZ)은 계약한 공급자가 진료한 환자 및 공급자 성과에 대한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DRG 지불제도의 국제적인 성공이 폴란드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 도입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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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20.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Jednorodne Grupy Pacjentów
2008년 7월 폴란드는 JGP Jednorodne Grupy Pacjentów (‘동질환자군’이라는 의미)라는 DRG 시
스템을 도입하였다. JGP는 전신인 영국의 HRG British Healthcare Resource Groups Version 3.5
와 유사하다. 즉 각 JGP군은 상호 배타적인 환자군을 나타내며 JGP군 내에서는 유사한
환자의 특성(예: 진단, 시술, 환자의 연령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소모나 비용에서 유
사한 패턴을 보인다. 표 20.2는 폴란드의 첫 번째 DRG 시스템에 대한 주요 사실 중 일부
를 요약한 것이다(Schreyögg et al., 2006).
2008년 7월부터 국가건강기금(NFZ)과 계약한 모든 병원(공공과 민간)은 제공한 서비
스에 대하여 DRG 기반 지불을 받기 위해 JG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환자를 분류해야
했다. JGP 시스템은 병원의 입원진료만 포함하며(HRG의 영국 시스템과 유사) 응급 입
원과 계획된 입원 및 당일입퇴원 사례와는 구분된다. 재활은 JGP 시스템에 부분적으로만
포함되며 정신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활치료는 대부분 행위별수가제로, 정신과진료는
입원일당 진료비로 지불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의 진료까지 포함할 수 있는 DRG 기반
지불제도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20.8 참조).
국가건강기금(NFZ)은 JGP 시행에 대하여 병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에
는 공급할 수 있는 JGP가 명시되어 있다. JGP 시스템하에서 지불을 받기 위해 병원은 반
드시 구체적인 JGP 기준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야 하고 국가건강기금(NFZ)에 이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각 JGP는 JGP 카탈로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5점(예: 부속기관의 마

표 20.2 폴란드의 첫번째 국가 DRG 버전의 주요 사실: JGP 시스템
도입시기

환자 분류: 2008년 7월
병원지불: 2009년 1월(자발적으로는 2008년 7월부터)

(주요) 목적

DRG 기반 병원지불

DRG 시스템

유사 환자군(JGP) (영국의 HRG Version 3.5를 기초로 개발)

개발에 이용된 자료

전문가 의견, 재원일 자료

DRG 수(2010)

518

적용 범위

모든(민간 및 공공) 병원이 국가건강기금(NFZ)과 계약 체결

포함된 서비스의 범위

정신 및 재활치료를 제외한 모든 입원 및 당일입퇴원 사례
2010년 10월부터 신경 및 심장질환 관련 재활을 포함

포함된 원가 항목의 범위

주요 투자를 제외한 자본 및 운영비용

JGP의 개정

2011년으로 예정

출처 : 국민건강기금(NFZ)의 미발간 자료를 근거로 저자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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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시술)부터 4,706점(조혈세포 이식)까지 점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점수에 따라 병
원은 책정된 총액을 지불받게 되고 이 금액은 국가건강기금(NFZ)과 계약한 모든 병원에
서 동일하다.
JGP 시스템에서 다음 네 개의 문서는 필수적이다. (1)JGP 목록: JGP 전체 목록과 각 점
수 및 세부 내역 (2)JGP 변수 파일: 각 JGP를 정의하는 변수 세부 내역 (3)그룹화 알고리
즘: 알맞은 JGP를 선택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개요를 기술해 분류 소프트웨어 도구를 개
발하는 방법을 설명 (4)매개변수 파일: 그룹화 알고리즘의 함수 형식(Gilewski, 2010).
JGP 분류집 JGP catalogue은 신체의 해부학적 또는 생리학적 시스템이나 임상 전문분야
에 따라 구분한 16개 주진단 범주 section(또는 MDC)로 분류되어 있다(표 20.3 참조). 이
16개 주진단 범주는 총 518개의 JGP를 포함한다. 각 주진단 범주 내에서 JGP는 가장 높
은 점수부터 가장 낮은 점수까지 배열되어 있으며, 총 283개의 시술적 JGP와 235개의 내
과적 JGP가 있다.

표 20.3 JGP 시스템의 구성
주진단 범주

주진단 범주명

DRG군의 수

A

신경계 질환

B

눈의 질환

36
31

C

얼굴, 구강, 목, 후두, 코 및 귀의 질환

27

D

호흡기계 질환

29

E

심장 질환

57

F

소화계통 질환

39

G

간, 담도, 췌장 및 비장의 질환

24

H

근골격계 질환

47
30

J

유방과 피부 질환, 화상

K

호르몬계통 질환

27

L

비뇨 생식기계 질환

45

M

여성 생식기 질환

22

N

산과 및 신생아 진료

22

P

소아질환

27

Q

혈관질환

30

S

조혈기관의 질환, 중독 및 감염성 질환

합계

25
518

출처 : Regul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NFZ No. 69/20091

1

 President of the National Health Fund, Order No 69/2009/DSOZ, 병원치료 계약의 이행과 종결의 조건을 규
정해 놓음, 20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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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JGP 시스템의 개발
2008년 7월에 첫 JGP 시스템이 도입 당시, 이 시스템은 몇 년간의 준비와 폴란드 내 다른
DRG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였다(1990년대 말 Łódzkie, DolnoŚląskie와 Podkarpackie voivodships 지역의 질병금고는 몇 년간 병원지불에 DRG를 이용하였다) (그림
20.2 참조). 2003년 이후, 폴란드에서 질병금고는 국가건강기금(NFZ)으로 교체되었으
며, DRG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대하였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EU가 지원한 폴란드의 병원 원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는 영
국의 전문가와 폴란드의 국가건강기금(NFZ) 관리자 간 밀접한 업무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초기에 영국 HRG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고, 그 결
과 국가건강기금(NFZ)의 책임자는 영국의 HRG를 기반으로 한 DRG 지불제도를 폴란드
에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폴란드의 JGP 지불제도의 개발 과정은 약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국가건강기금(NFZ)은 영국의 HRG을 폴란드 실정에 맞게 변경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영국의 중재 및 시술 분류 Classification of Interventions and Procedures
(OPCS)를 ICD-9 폴란드 임상 수정 버전과 매핑 mapping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
존의 의료서비스 목록의 병원서비스를 HRG와 대응시켰다. 구 시스템에서는 병원서비스
의 수가 ‘동종 환자군’의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2005년 병원서비스 목록은 1,500개였으나
JGP는 518개에 불과했음) 새로운 환자군은 종종 다른 유형의 병원서비스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의 JGP 내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평가되었
고 가능한 경우 다른 JGP에 사례를 재배정함으로써 가격의 동질성을 향상시켰다.
환자분류체계의 초안이 구축된 후 국가건강기금(NFZ)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JGP당
점수(가격)를 계산하였다. 하나의 JGP 내 구 병원서비스 각각의 가격은 하나의 JGP로 분
류된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JGP 내 서비스들의 상대적 빈도에 따
라 가중치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계산된 JGP당 점수는 영국 HRG 시스템의 가격비율과
비교되었다. 더 나아가 병원이 보충지불 suppementary payments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치(異
常値) 사례들을 규정하기 위해 특정 JGP의 재원일 경계치 threshold를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DRG 지불제도가 주는 재정적인 영향은 JGP당 지불금액 관련 자
료와 JGP당 환자수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지출(국가건강기금[NFZ]과 국
가건강기금[NFZ]의 지사를 위한) 및 수익(선택된 제공자들에 대한)은 병원지불제도 개혁
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구 시스템의 지출 및 수익과 비교되었다.
2007년 8월에 JGP 시스템의 초안이 공표되었으며, 의료 전문가와 병원 관리자들에
게 광범위한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국가건강기금(NFZ)과 국가 자문

NFZ Dolnośląki 지부에 입원진료를
위한 DRG 시스템 도입

2000~2003

2000~2002

2005~2007

2003

외래환자, 정신 및 재활
진료에서 DRG 시스템을
포함한 준비

폴란드: JGP (Jednorodne Grupy Pacjentów) - 폴란드의 DRG 경험

출처 : National Health Fund, 2010

DRG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기간

2009~2010

July 2008~Sep 2008

과도기(2008년 7월 1일 국가
전체)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DRG 시스템 도입

2007~2008

VITAPOL 프로젝트 구성요소 3:
폴란드 의료원가계산시스템의
검토-의료비용 추정을 목표로 함

NFZ Podkarpacki 지부에 입원진료를
위한 DRG 시스템 도입

2001

2000~2003

NFZ Dolnośląski 지부에서
수행한 World Bank Project
내 오스트리아의 LKF 시스템
적용한 프로젝트

그림 20.2 Timeline: 폴란드 내 국가 JGP 시스템의 도입과 이에 앞선 DRG의 국지적 이용

1999~1999

Warmian-mazurian
지역의 10개 병원
자료를 이용한
Łódzki 지방의
환자 비용 연구에서
산부인과 DRG를
만들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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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보건부가 선정한 의료 전문성을 인정받은 특정 의료전문가)들과의 수많은 회의를 통
해 동의를 얻은 많은 수정 사항을 국가건강기금(NFZ)의 초안 책임자에게 전달했다. 그리
고 2008년 3월, 초기 JGP 버전은 44개의 선택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국가건강기금(NFZ)은 추가적으로 ICD-9-PL 시술 분류와 JGP
정의 및 지불금액을 수정하였다(Kozierkiewicz, 2009).
JGP 시스템을 다른 진료 영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일부로서(20.8 참조), 국가건강기
금(NFZ)은 2010년 10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신경학적, 심장학적 재활 환자를 위한 JGP
시스템을 도입했다. 재활 환자는 1차 진단, 의료 시술, 2차 진단, 그리고 바텔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척도 Barthel Activity of Daily Living scale, 미국 척추손상학회 장애척도 American Spinal
Injury Association scale,

대동작기능 분류 시스템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그룹화되었다. 총 14개의 DRG가 신경학적 재활군으로, 3개는 심장학적 재활군으로 생성
되었다.
JGP를 도입한 대부분의 과정 동안 폴란드는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건강기금(NFZ)의 수익이 증가했다. 그 결과 국가건강기금(NFZ)은 병원 진료에 대한
총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저평가되었던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액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수익은 폴란드에서 DRG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위해 공급자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20.2.3 JGP 시스템의 개발에 이용한 정보의 출처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JGP 시스템은 대부분 영국 HRG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상황에 맞게 HRG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지불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폴란드의
자료를 사용했다. 첫째, 기존에 시행하던 지불제도하의 병원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보를
폴란드 JGP 동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했다. 둘째, 각 JGP로 포괄된 서비스의 상대적
빈도를 추정하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지불금액 추정을 위해 2006/2007년부터 국가 병원
통계를 사용했다. 셋째, JGP 기반 병원지불을 위한 재원일 기준 설정을 위해 병원의 환자
재원일수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 개정을 위해 사용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국가건강기금(NFZ)은 병원서비스 원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지 않으며 JGP 시스템 개발에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정 병원
의 원가자료(비록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일지라도)는 이전의 병원지불시스템하의 지불금
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으며(Kozierkiewicz et al., 2006) 이와 같은 자료는 새
로운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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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JGP 시스템은 2008년 중반 국가건강기금(NFZ)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 이후 시스템은 소
폭의 개정이 몇 번 있었다(대부분 2008년 하반기). 대부분의 개정은 의료 자문위원이나
의료공급자가 발의했으나 국가건강기금(NFZ)이 수행한 경제 분석이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제안은 일부 사례에서 새로운 JGP를 생성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JGP 도입을 위해서는 그룹 수가 300 사례 이상이거나, JGP 내 환자를 위한 총지불액이
연간 150만 PLN (Polish Złoty) (약 370,000 유로)을 넘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JGP 점수는 매년 개정되며, 폴란드의 모든 의료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점수 기준은 변경되기 쉽다. JGP 점수를 PLN으로 환산
하는 점수당 가치 point value는 국가건강기금(NFZ)의 연간 재정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폴란드의 병원 부문에서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보건부가 보건의료 기
술평가단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gency (Agencja Oceny Technologii Medycznych) (AOTM)의 권
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20.6 참조).
JGP 시스템의 주요 개정은 2011년에 계획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건강기금(NFZ)은
환자분류체계와 지불금액의 정기적인 개정에 새로운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8 참조).

20.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20.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각각의 JGP는 공통 퇴원환자 자료세트를 기반으로 정의한다. 퇴원환자 자료세트는 다음
과 같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진단에 대한 정보(ICD-10을 사용하여 분류된 1차
진단과 2차 진단), ICD-9-IL을 사용하여 분류된 시술, 인구 통계학적 변수(연령, 성별),
입·퇴원 사유, 재원일수. 환자가 퇴원하고 나면 진단, 시술, 연령, 입원 유형, 퇴원 유형,
체류 기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그룹화 프로그램 grouper’이라고 불리는 전문화된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환자의 전체 병원 재원에 대한 하나의 JGP가 선택된다.

20.3.2 분류 알고리즘
그림 20.3은 그룹화 알고리즘을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룹화 프로그램은 구
체적인 JGP로 배정되지 않은 제공된 서비스의 상환 여부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이식, 약
물 내성 간질 치료, 화학 요법과 같은 매우 고가의 시술은 추가적인 그룹화 과정에서 배제
된다(JGP를 위한 요소에 비한 상환 요소를 위한 그림 20.4 참조). 그룹화 알고리즘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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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퇴원환자
자료세트

비포괄 활동 또는
non-JGP 그룹인가?

JGP와 분리된
상환 요소가 없음

예

예

비포괄(1b),
화학요법(1e)
기타 진료(1g)

아니오

주요 시술이 있는가?

아니오

예

주시술 선정

시술에 의거하여
JGP 선정(A~S)

시술 순위 ＞ 2
(수술)

아니오

JGP 결정에 이용되는 변수:
재원일/연령/성별/
부시술/1차 진단/2차 진단
(선정된 JGP와 관계된)/
입원 유형/퇴원 유형

아니오

1차 진단에 의거하여
JGP 선정(A~S)

1차 진단을 이용하여
기본 환자군 결정
예

예

JGP 결정에 이용되는 변수:
재원일/연령/성별/
부시술/1차 진단/2차 진단/
입원 유형/퇴원 유형
예

94 JGP

그림 20.3 JGP 그룹화 알고리즘
출처 : NFZ 미발간 자료를 근거로 저자가 편집

191 JGP

108 JGP

아니오

125 J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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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주요 시술 수행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시술을 시행한 사례인 경우, 그룹화
프로그램은 각 시술의 등급을 0~6 사이로 분류한다.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시술은
입원에 대한 주시술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국 HRG 시스템과는 달리 그룹화 프로그램은
주시술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대신에 의료 공급자는 수동으로 병원 재원기간 동
안의 가장 중요한 시술을 선택할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방식으로 채택된 시술은 JGP 시스템의 주진단 범주 section를 결정한다.
시술 등급이 2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은 수술실에서 행해지는 시술 사례이며, 이 시술로
JGP가 직접 결정된다(94개의 기본 ‘외과적’ 시술 JGP). 시술 등급이 2 이하인 경우 그룹
화 프로그램은 JGP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진단, 2차 시술,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건을 점검한다(191개의 시술 JGP).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나 지금까지 설명한 그룹화 알고리즘으로 JGP를 결정할 수
없는 사례는 병원 재원기간 동안의 1차 진단을 기반으로 JGP 시스템의 관련 주진단 범
주 section로 배정된다. 그런 다음 1차 진단이 기초 그룹을 결정한다. 1차 진단에 따라 JGP
는 직접 결정되거나(108개의 내과적 JGP) 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125개의 내과적
JGP).
그룹화 과정에서 특정 2차 진단에 대한 합병증 complication이나 동반상병co-morbidity (CC)
고려 여부는 관련된 JGP 시스템의 주진단 범주 section에 달려 있다. 주진단 범주와 관련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을 정의하는 ICD-10 코드 목록이 모든 주진단 범주에 존재한다. 또
한 모든 주진단 범주에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을 고려한 전체 목록이 존재한다.
각 JGP는 세 자리 코드가 특징이다. 첫 번째 자리는 JGP 시스템의 주진단 범주 section
를 나타내는 문자로서, 예를 들어 ‘F’는 소화기계 질환을 의미한다(표 20.4 참조). 두 번째
와 세 번째 자리는 JGP 그룹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예를 들어 ‘F83’은 합병증이 없는 충
수염에 대한 충수절제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숫자는 더 복잡한 환자군을 나
타내는 반면 더 높은 숫자는 합병증이 적은(저비용) 환자군을 나타낸다. 그러나 폴란드
JGP 시스템과 영국 HRG 시스템 간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표 20.4에 주요
한 차이를 요약했다.

20.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병원은 국가건강기금(NFZ) 지사 사무국에 상환을 위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국가
건강기금(NFZ)은 제출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지불을 보류한다. 따라서 자료의 질과
개연성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첫째, 의료공급자는 외부 감사를 피
하기 위해 국가건강기금(NFZ) 지사 사무국에 자료 송부 전에 개연성을 검증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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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4 영국 HRG와 폴란드 JGP의 차이
영국 HRG (Version 3.5)

폴란드 JGP

시술 분류체계

OPCS

ICD-9-PL

주시술 선정

그룹화 프로그램이 최상위 시술을
선정

공급자가 재원 중 가장 중요한 시술을
선정

다발성 외상 사례

‘Pre-MDC’식 환자군에 포함

특정 분류군 없음, JGP 점수는 영향을
받은 장기의 수에 따라 올라감

소아 사례

신생아에만 해당하는 특정 섹션

소아에 대한 분리된 섹션

장/섹션수

19

16

분류군수

610

518

출처 : NFZ의 미발간 자료를 근거로 저자가 편집

국가건강기금(NFZ)은 자료의 완전성과 진단과 시술 조합의 개연성을 점검한다. 마지막으
로 국가건강기금(NFZ)은 환자의 의무 기록을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평가단을 보내서 통
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의료공급자는 보고서를 교정해야
하며, 벌금을 부과받는다.
2009년 10월, 국가건강기금(NFZ)의 검증 및 개연성 담당부서 Section
Validation Standards는

for Verification and

보고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개연성 확인을 하기 위한 중앙 처리를 시작

하였다. 목표는 대부분의 자료에 대한 개연성 확인과 검증 과정을 통일화하고 자동화하며
자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료의 개연성 확인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감지한 분류의 문제는 병원에서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니터링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병원지불이 환자의 JGP 분류 방식에 의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병원
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 받기 위해 분류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을 갖는다.
병원에서 자료의 질 점검과 환자 기록을 감독하는 동안 국가건강기금(NFZ)은 정기적으로
상향 분류 up-coding와 분류 오류 wrong-coding를 점검한다. 불법적인 분류 행태가 적발되면,
병원은 벌금(매우 많은)의 방식으로 처벌을 받거나 계약 파기를 당할 수 있다.

20.4 병원 내 원가 계산
20.4.1 규정
의료기관은 보건사회정책부 조례 Ordinance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Policy에 따라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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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내역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2 그러나 이 문서는 의료 공급자가 원가 계산을 어떻게 수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 사
이에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큰 불일치가 존재한다.
원가 계산 자료의 일관성 결여 시 JGP 시스템은 현재 병원서비스의 원가와 직접적으
로 결부되지 않는다. 폴란드에서 병원서비스 원가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는 선택적
이다. 일부 병원은 특정 진료 사례에 대한 원가 정보를 수집해 자발적으로 국가건강기금
(NFZ)에 제출한다. 국가건강기금(NFZ)은 이러한 정보를 지불액 조정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0.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최근 국가건강기금(NFZ)은 원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이 계
획은 약 15개의 병원이 JGP 시스템에 포함된 진료 원가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원가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프로젝트에 참가하
기를 원하는 병원은 요구조건을 확실하게 충족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앞서 언급한 보건사회정책부 조례 Ordinance

●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Social Policy

(Dz.U.98.164.1194)에 따를 것
	하향식 원가 계산 방식으로 직접비용 센터에 대한 간접비 overhead cost 할당

●

	하부 병동 원가 센터의 설립(수술실, 여러 병동을 위한 서비스 준비를 위한 의사 연

●

구실 doctor’s room, 진단검사실 등)
	직접비용 센터에서의 총원가 추정: 즉,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 부서

●

의 원가
	일부 소비된 자원에 대한 환자 단위 자료 수집(약품, 고수가 재료, 진단적 테스트 등)

●

	개별 원가 그룹에 따라 분류된 비용: 노동력, 약품, 진단검사, 의료 재료, 간접비

●

따라서 병원은 (1)시간당 원가(병실원가와 진료원가) (2)환자당 평균원가 (3)의료 시술
원가 (4)다른 병동이나 병원 외부를 위한 병원 내 병동에서 제공된 서비스 원가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자료를 얻는 방법을 표준화하
기 위하여 국가건강기금(NFZ)은 정보 공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웹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을 준비하였다.

2

 공공의료기관 원가회계 특별 지침에 대한 보건사회정책부 조례(1998. 12. 28) (Dz. U. of 1998: 164조 1194항 개
정); 병원치료급여 보장에 대한 보건사회정책부 조례(2009. 8. 29) (Dz. U. of 2009: 140조 114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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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병원 재정조달을 위한 JGP
20.5.1	병원 재정에 대한 JGP 기반 병원지불의 역할
국가건강기금(NFZ)과 계약한 폴란드의 모든 병원은 JGP 시스템을 통해 재정을 조달한
다. 소유 형태, 병원 유형, 지역적 차이와 상관 없이 모든 병원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
다. 이 시스템은 정신과 환자와 대부분의 재활치료 환자를 제외하고 당일입퇴원 사례를 포
함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 JGP 시스템하의 지불은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총원가(자본료, 인건비, 간접비 등 주요 투자비용 제외)를 보장한
다. 그러나 병원은 지역 정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과학 및 고등교육부 Ministry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에서

교육이나 상급병실과 같은 부가적 서비스를 받은 환자로부터 얻는 수

익 등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폴란드에서 병원의 예산 구조에 대해 이용 가능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국가건강기금
(NFZ)과 계약한 공공자금이 총병원 예산의 6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5.2 JGP 점수 계산 및 절사
20.2.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폴란드 JGP 점수의 계산은 주로 예전에 있던 병원서비스 목
록의 비용 정보를 기반으로 했으며, 하나의 JGP 내에서 이 서비스들의 상대적 빈도를 추
정했다(2006~2007년). 또한 JGP 점수 비율을 HRG의 가격 비율과 비교하는 한편, 폴란
드 보건의료체계의 특징도 고려했다. 특히 가장 복잡한 환자군에 중증 진료비용을 포함했
으며, 의료기기 비용 또한 고려했다.
각 JGP의 점수는 환자의 입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JGP 점수는 일반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입원보다 계획된 입원이나 당일입퇴원 사례에서 더 낮다. 표 20.5는 입원
유형에 따른 JGP군의 점수가 다양함을 보여 주고 있다.
JGP 시스템은 고비용 진료 사례(이상치[異常値])에 대한 비용을 병원에 적절하게 지불
하기 위하여, ‘매우 긴’ 재원 사례에 보충지불을 한다(LOS 이상치). 이러한 사례는 재원일
경계치 threshold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재원일 상한 이상의 기간 동안 재원하는 사례는 이
상치로 간주한다. 사분위수 간 범위를 이용하여 비모수 절사 trimming 방법을 통해 재원일
상한을 계산해 결정하며, 이것은 JGP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재원일 상한 = Q3 + 1,5*(Q3 - Q1)
즉,
Q1은 특정 JGP 내 환자의 1 사분위수의 재원일수
Q3은 특정 JGP 내 환자의 3 사분위수의 재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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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5 선정된 JGP군에 대한 JGP 점수 및 보충 점수
JGP

Name

JGP 점수
일반
입원

계획된
입원

당일입퇴원

재원일
상한

＜ 2-day
재원일당
점수

재원일당
부가

G24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있는 담낭절제술

71

70

69

-

-

-

G25

담낭절제술

63

60

57

-

-

-

N34

영유아에 대한
간단한 수술적 중재

57

-

-

10

11

5

출처 : President of the National Health Fund, Order No. 69/2009/DSOZ, 병원치료 계약의 이행과 종결의 조건
을 규정해 놓음, 2009. 11. 3

재원일 상한을 초과하면, 재원일 상한 미만인 경우 책정받는 평균 일당진료비의 80%
에 해당하는 입원일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JGP 점수가 일당 보충 점수를 받아 증가한다.
재원일 상한을 넘으면 진료의 강도가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된
입원과 당일입퇴원에 대해서는 재원일 상한을 계산하지 않는다.
JGP 시스템에는 재원일 하한 열외군이 있다. 즉 환자는 일반적으로 하루 이상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표준의료지침에 따라). 하루 만에 퇴원하면 병원은 JGP 기반 지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재원일 하한 열외군 사례에서는 총 JGP 점수 대신 20% 감소된 점
수를 적용받는다(병원 재원 첫날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표 20.5는 특정 JGP 내 재
원일 하한 열외군에 대한 JGP 점수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20.5.3 JGP 기반 병원지불
병원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건강기금(NFZ) 지사 사무국은 공급자가 보고한 JGP가
계약 범위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병원이 환자를 외과계 JGP로 그룹화했으
나 시술을 제공할 권리가 없는 경우, 환자는 국가건강기금(NFZ)의 계약서에 명시된 JGP
로 재분류된다.
그림 20.4는 폴란드 JGP 지불제도하의 병원지불액 계산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그
림을 보면 병원지불이 JGP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1a), 개별 서비스에 대한 기본 점수(1b)
화학요법(1e), 또는 진료 프로그램(만성 간염에 대한 진료) (1g)으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특수 서비스(1c, 1d, 1f, 1h~j)에 대한 보충적 지불 점수를 추가했다. 화학
요법(1e)이나 진료 프로그램(1g)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는 병원 재원 비용을 보장하는 한
편, 특수 약품이나 진단적 평가에 대한 서비스인 1f나 1h에 대해 보충지불을 한다. 그리
고 특정 고가 약품이나 시술의 범위에 대한 429가지의 보충적인 지불이 있다. 보충적 지
불 점수를 더한 JGP 점수의 총합은 특수 환자를 위한 병원지불을 계산하기 위해 기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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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화 변수

기본 점수

보충지불 점수
수혈, 장 및 경관영양,

시술

1a

진단
성별

또는

비포괄 행위

1d 방사선 치료

집중 치료실 재원일수

1f

1h 치료 프로그램 - 약물

1e 항암제 치료

재원일수
또는

퇴원 유형

항암제 치료 - 약물

+

또는

동반상병
입원 유형

1c 혈관장치 이식,

1b (이식, 약물 내성 간질)

연령
합병증

JGP군 + 이상치에 대한
일당 지불

1g 치료 프로그램

1i

치료 프로그램에서 진단에 대한
일괄지급 총액(Lump sum)

1j

기타 항암제 치료

×
기본 금액:
2009년 기준 약 51 PLN (EUR 14.5)
=
병원지불

그림 20.4 JGP 기준상의 병원지불액 계산
출처 : NFZ, 2010

(포인트 값)을 곱한 것이다. 2009년과 2010년의 기본비율은 51 PLN(약 14.5 유로)이었
다. 비율은 이용 가능한 국가건강기금(NFZ) 총예산에 근거해 국가건강기금(NFZ)과 보건
부, 의료 전문가 협회의 대표들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5.4 질 관련 조정
JGP 시스템은 특정 질 지표에 따라 병원지불을 조정하지 않는다. 모든 병원이 JGP에 대해
동일한 액수를 받는다는 것은, 원가를 낮추려는 강력한 유인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병원은 의료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가건강기금(NFZ)은 병원과의 계약을
결정하기에 앞서 병원서비스의 질을 고려한다. 특히 국가건강기금(NFZ)은 두 가지 유형의
질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실행되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3
1.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001): 관리 과정의 조직적인 질 표준에 대한 인증

인증(ISO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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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승인은 측정 가능한 지표

(구조, 과정, 결과)를 기반으로 질을 평가한다. 지표는 역동적이며 정기적인 수정의
대상이다.
또한 더 자세한 구조적 질 표준은 ‘보건부법 및 시행령’4에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관계자는 반드시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의료장비를 점검해야 하고 건평
면적은 반드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국가건강기금(NFZ)은 병원과 계약 범위
를 결정하기 전에 즉, 병원의 서비스 제공을 허가하기 전에 특정 서비스 공급에 대한 보건
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0.6 신기술·혁신기술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의료혜택법’5을 채택한 결과 AOTM이 설립되었다. 병
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AOTM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안서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단체는 특정 혁신기술이 보건부가 공표하는 공공의료혜택에 포함되는지, 신청서를
평가하고 자문한다. 그리고 AOTM은 기존의 진료 조건과 비교하여 신기술의 우수성을 입
증하고 수행 조건에 따라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 AOTM은 의료기술 평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의 회의를 개최한다. 매
달 한 번씩 열리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수결을 통해 신기술을 승인할 수 있다. 이어서
특수기술의 도입이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이 국가건강기금(NFZ)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태
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AOTM 의장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국가건강기
금(NFZ) 의장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기술의 의료 급여 목록 내 포함시킬지에 대한 최
종 결정은 보건부의 권한이다.
3

 President of the National Health Fund, Order No. 73/2009/DSOZ, 평가기준을 규정해 놓음, 2009. 11. 13
 ● 2004년 3월 3일 보건부의 법령은 실험실 직원과 관리자를 위한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조건은 물론 전제와 기
구에 대한 위생상태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어 의료 진단 실험실의 전제와 기구에 일치할 필요가 있는 요구조건을
조성을 시작하였다(개정에 따른 2004년의 Dz.U. No. 43, item 408).

4

2006년 3월 23일 보건부의 강령은 의료실험실의 진단 수행과 진단 가치와 질에 대한 평가, 실험실의 해석과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에 따라 의료 진단과 미생물 실험실에 대한 질의 기준을 측정하도록 하였다(2006년 개정 Dz.U.
No. 61, item).

● 

2008년 3월 27일 보건부의 강령은 X-ray 진단, 중재적인 방사선, 방사성 동위원소 진단, 그리고 비-악성종양성
질환의 치료로 구성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분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고려하였다(Dz. U. 2008,
No. 59, item 365)

● 

1999년 3월 29일 보건부의 강령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지위에 있는 관계자의 자격을 고려하였다(Dz. U.
1999, No. 30, item 300).

● 

5

 2004년 8월 27일 공공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는 의료혜택에 대한 법(개정에 따른 Dz. U. of 2008, No 164,
item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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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9장 참조) 특정 기술의 사용에 대한 추가 지불과 같은,
혁신기술 도입을 특별히 장려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수기술이 공공의료 혜택
목록에 포함되면, 고가의 신기술을 위해 기존의 JGP나 개정된 JGP를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고가의 약품이나 시술은 예를 들어 1c, 1d, 1f, 1h-j 같은 보충적
지불 목록 중 하나로 추가될 수 있다(그림 20.4).

20.7 폴란드 JGP 시스템에 대한 평가
20.7.1 공식적 평가
2008년 초 이루어진 JGP에 대한 예비 조사는 현재까지 유일한 JGP 시스템에 대한 공식
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그 당시 주요 연구 목적은 코딩 실무, JGP 그룹화 알고리즘의 실
무적 기능, JGP를 사용한 공급자에 대한 지불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다(Paszkiewicz,
2008). 더불어 예비 연구는 의료시술의 분류와 JGP가 갖는 특징의 향상을 촉진하는 정
보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JGP 시스템의 도입이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이나 효율성에 미친
효과는 예비 연구 동안 평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분야로 남아 있다.

20.7.2 저자의 평가
폴란드 JGP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병원 분야의 투명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룹화 알
고리즘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불체계는 투명한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JGP
시스템은 진단과 시술의 분류를 강화하고 이 정보를 JGP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병원 활
동과 관련된 자료의 이용 가능성 증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JGP 시스템은 원가 계산과 원가자료 수집이 표준화되지 않고, 지불금액
을 결정하는 데 원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단점이 있다. 이것은 서
비스 공급 원가를 반영하는 데 지불금액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서비스에 대
해서는 충분한 병원지불이 이루어지는 반면,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도 있다.
결과적으로 병원지불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부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공급자의 행동 유형을 초래할 수 있다(6장 참조). 더 나아가
서 이러한 불일치가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 원가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JGP 시스템은 공급자 간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Buss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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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2011년 국가건강기금(NFZ)은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
다. 이것은 2008년 JGP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
되었다. 이러한 변화·관리 시스템은 JGP 시스템 개정 과정을 규제하는 체제를 마련할 계
획이다. 이 관리 시스템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시스템을 1년에 2회 이상
개정하지 않는다. (2)JGP 환자분류체계는 재원일수와 원가자료의 통계 분석에 근거해 개
정한다. (3)지불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원가자료를 사용한다.
제안된 변화·관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목록을 생성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빈번히 실행된 JGP 그룹을 상세화하는 것과 가장 지출이 많았던 JGP를 항
목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JGP 환자분류체계는(그룹의 분리, 새로운 그룹 생성 등) 이 두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JGP에 초점을 두고 개정될 것이다. 한편 지불금액을 설정하는 절
차에 관해, 보건부와 유럽위원회의 지원하에 의료시설에 원가 계산 실무를 향상시키는 다
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원가 계산 기준이 충분히 향상된다면, 지불금액은 폴란
드 병원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원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가
기본비율의 균일한 적용 가능성과 일부 병원의 구조적, 질 조정을 위해 시작한 계획이
존재한다.
주요 개혁 중 다른 하나는 국가건강기금(NFZ) 계획이 JGP 시스템을 재활과 정신과 같
은 다른 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20.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10월 심장학과 신경학적 재활에 JGP를 도입한 것은 이 광범위한 개혁의 일부이다.
폴란드의 JGP 시스템은 여전히 비교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계획된 변화·관리
시스템은 폴란드 의료서비스와 서비스 공급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JGP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JGP 지불제도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적절한 서
비스 비용 상환을 제공할 것이며, 폴란드 병원 진료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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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포르투갈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21.1.1 포르투갈의 보건의료체계
1979년 이래 포르투갈 보건의료체계는 일반 조세를 통한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기
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주는 포르투갈 보건의
료체계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질의 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다(Assembleia
da República, 1990). 그러나 포르투갈 NHS는 기존의 분리된 사회보험 시스템에서 불
완전하게 교체되어 베버리지 Beveridge 모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1979
년부터 시행된 직업 기반의 보험제도는 아직도 NHS에 통합되지 않고 있다(Barros & de
Almeida Simões, 2007). 공적재원의 추가적 지원을 받는 이 보험제도는 국민의 25%에
게 추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
포르투갈의 보건의료체계는 세금인 주 예산 state budget을 통해 주로 재원이 마련된다(약
75%; Barros & de Almeida Simões, 2007). 1980년대 초반부터 포르투갈의 국민의료비
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NHS를 기반으로 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10% 이상)이 EU 국가 중 가장 높다(OECD,

2008). 2006년 전체 의료비의 약 25%는 개인이 부담했으며(OECD, 2008), 전문의 방문,
약국, 치과진료, 물리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out-of-pocket payments이 대부분이었다.
모든 환자는 거주지 내 NHS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GP)에게

의는 환자를 전문의가 제공하는 2차 진료로 의뢰하는 문지기 gate

배정된다. 1차 진료

keeper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러나 응급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이 없는 것이 불완전한 문지기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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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었다. 혼합 보건의료시스템을 도입한 1990년 NHS법은 NHS와 공존하는 민간
부문의 역할을 공식화했다(Assembleia da República, 1990).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보건의료 공급을 담당하며, 민간부문은 주로 전문의 방문, 비응급 수술, 부수적
인 테스트, 신장 투석 같은 분야를 맡고 있다.
포르투갈 중앙정부는 여전히 중앙집권화 관리체계에 따라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보건청 Regional Health Administrations은 1차 진료 공급을 관리하며, 처방약의 비용을 약
국협회에 상환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Central Administration of the Health System
(ACSS)은 보건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주로 1차 진료와 병원진료를 위한 NHS 재원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병원과 보건진료소에 대한 통계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개요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다른 공급자와 서비
스에 사용되는 지불방식 등 포르투갈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Barros & de
Almeida Simões(2007)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1.2 포르투갈의 병원서비스
포르투갈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병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포르투갈 전체
의 민간부문 병상수에 대한 통계는 이용할 수 없다. 표 21.1은 공공과 민간병원의 수(지난
5년 간 제공한 자료에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2007년 집계된 병상당 연간 퇴원환자 수
는 37명(정신과 시설을 포함한 NHS 병원에서만)이며, 평균 재원일수는 7.7일이다(DGS,
2008). 병상점유율은 79%에 근접하며 수술 대기 환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보다 내과계에서 더 높다.
NHS 병원은 주 당국의 소유인 동시에 이익 창출과 적자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독립
기관으로서 운영된다. 그러나 병원의 재정적 생존능력을 위협하는 수준의 적자는 보건부
가 보상해 준다. 병원은 응급, 비응급 진료, 통원수술, 산부인과 서비스, 진단적 시술, 부

표 21.1 2003~2007년의 NHS(공공)와 민간병원의 수
연도

NHS

민간병원

2003

114

90

204

2004

116

93

209

2005

111

93

204

2006

107

93

200

2007

99

99

198

출처 : INE, 2009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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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검사, 사고 및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비급성 정신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서
비스는 대부분 정신병원이 제공한다.
민간병원은 환자가 산재보험 occupational

schemes이나

민간보험에 의해 보장을 받는지와

상관 없이 개인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다. 민간병원은 각 서비스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
을 환자에게 청구하며 또한 산재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과 비용을 협상하기도 한다.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NHS 병원에서 제공하는 입원환자 서비스와 통원수술은 DRG를
기반으로 지불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보험회사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를 확
정하기 위해 DRG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 NHS는 1997년부터 DRG 기반
의 병원 예산 할당을 위해 DRG를 사용하고 있다. 그 밖의 병원서비스(당일입퇴원day care,
전문의 상담, 응급서비스, 고가 약제 등)는 병원과 ACSS 간에 협상한 볼륨 캡 volume

cap

시스템을 통한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를 기반으로 지불된다.

21.1.3 DRG 시스템의 목적
1984년 예비 조사를 통해 DRG 시스템을 포르투갈 병원에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보건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DRG 시스템의 도입을 주도했던 Urbano와 동료들은
(1993)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은 필요한 일정 자료를 기반으로 병원 관리를 위한 통합정
보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든 관리 수준에서 병원의 모든 경영 단계를
측정하고 생산성을 측정·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며 공정한 자금 조성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병원
과 중앙 부서 간, 그리고 중앙 부서 간, 병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분석·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1)자원 할당을 개선하며 (2)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DRG 도입의 핵심 목표는 입원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실제 진료(DRG로 측
정되는)와 밀접하게 연결시킴으로써 NHS 병원에 대한 자원 할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Dismuke & Sena(2001)에 따르면 포르투갈 보건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
공부문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병원들로 하여금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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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21.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포르투갈은 2006년 AP-DRG All

Patient-DRG

(Version 21.0)의 첫 번째 버전을 도입했다.

그 결과 외래환자와 정신과 환자 및 재활치료 환자를 제외한 모든 NHS 병원 입원환자와 통
원수술 환자에게 하나의 DRG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민간병원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AP-DRG 시스템은 각 장기와 신체계통에 각기 상응하는 25개의 주진단 범주
(MDC) 내의 669개 DRG와 하나의 Pre-MDC(이식과 같은 진료비가 큰 사례를 포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DRG 시스템은 보건부 내 ACSS가 감독·유지하고 있다.
DRG 시스템은 NHS가 병원에 할당하는 예산의 산정과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하
는 진료비 산정에 사용되고 있다. DRG 기반 병원 예산 할당은 총병원 예산 중 입원예산
의 75~85%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DRG 기반 병원지불이
다. 그리고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의 진료비율을 조
절하는 기전이 있다.

21.2.2 DRG 시스템의 개발
1984년, 포르투갈 보건부는 병원의 진료서비스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미국 DRG
시스템이 포르투갈에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 보기 위한 예비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시스템을 모든 공공부문 급성기 병원 public

acute care hospitals에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도입 과정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보건부에서 병원으로)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포르투갈 정치 체계가 중앙집권화되어 있었고 보건부가 대부분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들은 보건부의 DRG 도입 결정에 협조할 수밖에 없
었다.
포르투갈의 DRG 시스템은 보건부의 주도하에 시행되었으며, 선정된 일부 병원의 의
사와 경영진이 NHS 병원으로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보건부 직원으로 임명된 병원
경영자가 이끄는 소규모 팀이(처음에는 João Urbano 후임은 Margarida Bentes) 보건부
장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그 과정을 이끌었다. Margarida Bentes는 포르투갈의 DRG
도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다.
예비 조사 후, 수정 없이 그대로 HCFA-DRG를 포르투갈에 도입하는 것이 결정되었
고 HCFA-DRG의 여러 버전이 적용되었다(표 21.2 참조). 2006년 보건부에서 교체하기
로 결정한 AP-DRG 시스템의 버전 21.0은 2004년에 미국 내 병원에서 사용하도록 개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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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원진료

DRG 수

포함된 서비스

없음

참여 병원

포함된 비용

사용처

491

511

모든 입원진료와 통원수술

503

DRG 기반 예산 할당

모든 NHS 병원

총비용: 특정 고가 약제를 제외한 운영비와 자본비용, 관련 병원에서의 연구와 교육 비용 포함

제외: 외래진료와 정신과,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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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6

없음: 포르투갈에서는 그룹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
원가가중치는 Maryland 원가가중치와 포르투갈 병원 원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1998~2000

개발에 이용한 자료

1994~1998

정보시스템, 제3자(third parties)로부터 DRG 기반 사례 지불

1990~1993

예비 조사

HCFA-DRG
Version 16.0

1984~1989

HCFA-DRG
Version 15.0

목적

HCFA-DRG
Version 10.0

기간

HCFA-DRG
Version 6.0

HCFA-DRG
Version 4.0

DRG 시스템

표 21.2 포르투갈에서 사용된 DRG 그룹화 프로그램의 버전

669

2006~2011

AP-DRG
Version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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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RG의 최근 버전은 1980년대에 3MTM Health Information Systems이 개발
한 Version 5.0으로, 미국에서 1988년까지 사용되었다. All Patient DRG Definitions

Manual (3M, 2003, p. 12)에서 기술된 것처럼 ‘DRG 형성 과정은 고도로 반복적이며 임
상적 판단과 테스트의 통계적 결과의 조합과 관련이 있다’. AP-DRG Version 21.0 또한
수정 없이 포르투갈에 도입되었다.
포르투갈 DRG 시스템 사용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1996년 통원수술을 분류하는 데
DRG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Bentes et al., 1996; Mateus & Valente, 2000). 이는 통원
수술 자체의 증가와 이 통원수술의 대부분 입원기간이 극히 짧은 재원일수의 하단 열외군
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진료비 지불 주체인 보건부의 관점에서 볼
때 입원환자 DRG 시스템은 통원수술을 분류하지 않으므로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
아일랜드 보건부가 작성한 목록과 56개의 선정 병원의 조사를 기반으로 네 가지 기준
에 근거해 외래진료 시술을 분류할 수 있는 HCFA-DRG 중 33개의 DRG를 선정했다. 그
네 가지 기준은 의사의 소견, DRG의 동질성, 30% 이상의 가장 일반적인 선택 시술에서
하루 미만의 입원 일수를 기록한 횟수, 해당 DRG의 재원일수 하한이 2일 이하임을 입증
할 수 있을 때이다(이중 5개의 DRG 그룹은 기존의 33 DRG 그룹에 포함된다). 결과의 개
연성과 수용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패널을 구성하여 합의하에 38개 HCFA-DRG의
최종목록을 통원수술 DRG로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포르투갈 DRG 원가·가중치 모델에 따라 각 통원수술 DRG에
대한 수가가 계산되었다(21.5.2 참조). DRG 원가·가중치 모델로 구분된 병원 원가는 재
원기간(의사, 호텔)과 동일한 DRG로 입원한 각 환자가 유사할 것으로(검사실, 약국) 추정
할 수 있었다. 각 통원수술 DRG 수가는 입원환자 DRG에 상응하는 원가 구성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책정되었다: 수술실(OR) 비용의 100%, 1일 의사 진료비용의 100%, 1일 입원
및 간호비용의 80%, 1일 행정비용의 100%, 재료비의 80%, 영상과 검사실 비용의 25%,
시술을 위해 관련된 약품 비용의 25%, 중환자실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의 0%.
첫 번째 수가는 1998년에 책정되었고 실제로 같은 해에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방법을 당일입퇴원day care 환자의 의료 시술 목록을 선택하는 데 사용했다.
1988년 민간보험을 통한 병원지불을 위해 DRG가 도입되었다. 1997년을 기점으로 병
원에 예산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DRG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21.5.3 참조). 2002년부터
는 NHS 입원환자 총예산이 DRG 기반 예산 할당을 통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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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포르투갈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DRG 시스템은 해외에서 도입한 것으로, DRG 시스템 개
발을 위해 사용한 포르투갈 자료는 없다. 단지 외래진료 DRG 그룹을 선정하는 데만 포르
투갈 외래진료 유형에 대한 정보를 이용했다.
표 21.3은 원가가중치와 기본수가의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를 보여 준다.
포르투갈 DRG에서 사용되는 원가가중치는 Maryland 원가가중치(21.2 참조)와 모든 NHS
병원의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ACSS의 국립 병원 원가 데이터베이스(21.4
참조)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원가 정보는 ACSS의 자료 단위에 따라 유지, 개정되는 전
국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은 원가자료는 통원수술 DRG를 위한 포
르투갈 원가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포르투갈 DRG 시스템의 원가가중치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베이
스는 ACSS의 DRG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NHS 병원의 단일최소기
본자료세트(UMBDS)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수가는 보건부가 책정하지만 해
당 연도에 평균 환자에 대한 평균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21.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3MTM Health Information System은 ICD-9-CM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AP-DRG
시스템을 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의학기술 개발이나 시술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시스템을 개정하고 있다. 최적의 재설계와 질과 그룹화 프로그램의 통계적 일관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포르투갈에 도입된 DRG 시스템은 항상 미국에서 개발된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수정
이 전혀 없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DRG 시스템의 정기적인 개정을 위한 시스템은 없었다.
한편 DRG 원가가중치를 비정기적으로 재산정하고 일반적으로 18개월마다 기본수가를 수
정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자료의 연도와 새로운 DRG 원가가중치의 적용 연도 간에는 최
소한 2년의 시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09년 병원 원가자료는 2011년의 병원지불을 위
한 기본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2010년에 분석되었다.

표 21.3 포르투갈의 DRG 수가 계산을 위한 자료 출처
변수

국가

출처

비용

포르투갈

병원 비용 데이터베이스(ACSS)

상대가중치

영국

Maryland 원가가중치

입원환자 퇴원

포르투갈

DRG 데이터베이스(ACSS)

기본수가

포르투갈

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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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21.3.1 환자 분류에 이용된 정보
퇴원환자의 진료기록에 대한 정보는 코딩 규정에 따라 단일최소기본자료세트(UMBDS)에
축적된다. 모든 환자는 주요 진단, 2차 진단, 시술, 연령, 성별, 퇴원 상태를 기반으로 한
AP-DRG로 분류된다(3M, 2003). 포르투갈 DRG 시스템 예비조사 시작부터 진단과 시
술을 항상 ICD-9-CM을 통해 코딩하며, 병원 내 교육을 받은 의사가 이를 수행한다.

21.3.2 분류 알고리즘
병원은 전산화된 분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든 퇴원환자를 하나의 DRG로 정확하게
분류한다. AP-DRG 시스템은 25개 MDC 내에 669개 DRG와 하나의 Pre-MDC를 규정
하고 있다. 그림 21.1은 분류 알고리즘을 묘사한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분류 알고리
즘을 통해 Pre-MDC 과정에서 분리되는 예외적인 사례를 확인한다(표 21.4 참조). 또한
Pre-MDC 과정은 Pre-MDC 내에서 환자를 특정 DRG로 곧바로 분류되는 특정 고가 시
술(예: 이식)을 규정하거나 주요 진단 외에 확실한 기준을 근거로 각 사례를 MDC로 배정
한다. 예외 계층에서 특정 조건을 갖지 않는 모든 사례는 주요 진단을 근거로 하여 MDC
로 다시 분류된다.
표 21.4 Pre-MDC 과정에서 AP-DRG 계층
예외 처리

MDC/AP-DRG 배정

간 이식

AP-DRG 480에 배정

폐 이식

AP-DRG 795에 배정

동시적인 신장/췌장 이식

AP-DRG 805에 배정

췌장 이식

AP-DRG 829에 배정

심장 이식

AP-DRG 103에 배정

신장 이식

AP-DRG 302에 배정

동종이계 골수 이식

AP-DRG 803에 배정

자가 골수 이식

AP-DRG 804에 배정

생후 29일 미만

MDC 15에 배정

HIV의 기준적인 진단이나 HIV의 이차 진단과
HIV 관련 질환의 기준적인 진단

MDC 24에 배정

ECMO나 기관절제술

AP-DRG 482이나 483에 배정

여러 신체 부위에 최소 2개 이상의 외상 및
외상 주요 진단 시

MDC 25에 배정

주요 진단

MDCs 1-14, 16-23에 배정

출처 : 3M, 2003
주석 : ECMO: 체외 세포막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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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ical major
CC AP-DRG

예
Major surgery

Major CC

아니오

Type of
surgery

Minor surgery
Other surgery

Surgery unrelated to
principal diagnosis

MDC

OR
procedure

예
아니오

Neoplasm
Specific conditions
relating to the
organ system

Major CC

아니오

Principal
diagnosis

Symptoms
Other

예
Medical major
CC AP-DRG

그림 21.1 AP-DRG (Version 21.0) 분류 알고리즘
출처 : 3M, 2003

MDC 내에서 알고리즘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외과적 시술이 실행되었는지에 따라 사
례를 ‘외과계’와 ‘내과계’로 분류한다. ‘주요 CC(주요 합병증이나 동반상병)로 간주되는 2
차 진단이 시행된 경우 내과계, 또는 외과계 주요 ‘CC’ 집단으로 다시 분류한다. 그밖의 다
른 모든 외과 진료는 가장 중요한 외과적 시술을 기반으로 분류하거나 기본 진단과 관련
이 없는 시술은 ‘기본진단과 관계없는 외과계 시술’로 분류한다. 이러한 구분은 유사한 특
징을 가진 환자로 구성된 다른 DRG 시스템 내의 base-DRG와 유사하다(4장 참조). 내과
계는 질환에 따라 분류된다(예: 악성종양, 장기 시스템과 관련된 증상과 특별한 상태). 내
과, 외과계 모두 흔하지 않은 사례나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사례를 나머지 분류로 포함한
다. 분류 알고리즘의 최종 단계에서 연령, 퇴원 유형, 체중(영아), 그리고 ‘CC’로 간주될
수 있는 2차 진단을 바탕으로 최종 DRG를 분류한다. ‘CC 목록’과 ‘주요 CC 목록’은 모든
주요 진단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된다(3M, 2003). 외과계에는 303개의 DRG가, 내과계에
는 364개의 DRG가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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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양질의 자료는 모든 DRG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자발적으로 코딩 교육을
받은 의사가 분류 작업을 수행한다. 병원 전반에 걸친 자료 평가 체계는 DRG 시스템 도
입 과정에서 조기에 정착되었다(Bentes et al., 1997). 그리고 1995년부터는 병원 내부·
외부의 임상 코딩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병원은 자료 수집 과정을 조정하
고 병원에서 의사의 임상 코딩을 감독하는 내부 감사원을 임명한다. 8명의 의사와 ACSS
의 상급 관리자로 구성된 외부 임상 코딩 감사팀은 병원의 임상 코딩 감시 활동을 촉진하
고 지원하며 모니터하기 위해 임명된다. 추가적으로 외부 감사팀은 환자의 DRG 분류가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환자 기록을 확인한다.
임상 코딩 감사는 주요 자료 오류와 병원 기록 표본의 불일치를 확인하는 컴퓨터 소프
트웨어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는 기록당 평균 코드의 수에 대한 정보, 그
리고 의무기록 내 부족한 정보 또는 코딩 문제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
단, 시술, 행정 자료, 분류 오류(예: 반대 코드)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코드(예: 진단과 시
술의 중본, 명시되지 않은 주진단)와 평균 입원 기간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포르투갈에
서는 2009년 말까지 코딩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웹사이트가 운영되었다.1

21.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환자의 동반상병이 많을수록 더 높은 원가가중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은 모든 환자의
2차 진단을 기록하는 유인을 갖는다. 상향 분류 up-coding를 강력히 규제하는 정기적인 코
딩 감사에도 불구하고 상향 분류(6장 참조)의 유인은 항상 존재한다. 2006년부터 2008년
까지 수행된 외부의 임상 코딩 감사 결과 기록의 1/3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DRG의 변화를 초래하는 오류는 단 11%에 불과했으며, 복잡하지
않은 DRG 그룹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포르투갈은 1998년 예비 예산의 조정을 위해 각 병원의 코딩의 질을 평가한 점수를 예
산 조정 기준의 하나로서 고려했으며, 따라서 자료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인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가산금이나 벌금 형태의 금액은 병원 입원 예산의 1% 미만이었고, 게다가 일회성
조정이었다.

1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음(http://portalcodgdh.min-saude.pt, 2011. 7.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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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병원 내 원가 계산
21.4.1 규정
모든 NHS 병원들은 활동과 연간 비용을 ACSS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1995년부터
NHS 원가 계산 매뉴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모든 NHS 병원에 대해 원가 계
산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IGIF, 2007). 원가 계산 매뉴얼의 도입으로 원가
정보의 수집과 생성에서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임상 원가 계산 기준에는 응급 입원환자 진료, 자문, 통원진료, 응급 방문, 그리고 부
수적인 검사가 포함된다. 또한 정신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도입했고,
원가 계산 매뉴얼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도 원가 계산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21.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원가의 범위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므로 모든 운영비용, 인건비, 자본비용을 여기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총비용은 이
전 회계연도의 재무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개별 환자에게 사용한 자원을 항목화한 정보가 NHS 병원에서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비용을 계산한다. 원가 계산 매뉴얼(IGIF, 2007)은 병원이
원가를 5개의 부문(표 21.5 참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 내에서 직접비를 흡
수하고 간접비를 할당하는 원가중심점을 규정하고 있다(IGIF, 2007).
표 21.5 원가 부문과 원가중심점
원가 부문

원가중심점

1. 진료 부문

입원서비스, 예: 내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방사선 치료, 중환
자실, 이식 센터
외래진료, 예: 주간진료, 통원수술, 외래, 응급진료

2. 진료 지원 부문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검사
마취과
수술실
기타 진료 지원 분야

3. 일반 지원 부문

건물과 장비 서비스
호텔 서비스

4. 행정 부문

행정과 위원회, 예: 회계, 관리
기술과 행정적 서비스

5. 기타
출처 : IGIF, 2007

기타 항목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예: 다른 병원이 의뢰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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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는 주요 항목 내 원가중심점으로 배분되며, 이러한 하향식 접근에는 아래에서 상
세하게 설명하는 네 가지 단계가 포함된다(그림 21.2 참조).
1. 첫 번째 단계: 직접비를 진료 부문, 지원 부문, 행정 부문으로 귀속
2. 두 번째 단계: 행정 부문의 모든 비용을 진료 부문과 지원 부문으로 할당
3.	세 번째 단계: 일반 지원 부문의 총비용을 해당 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는 부문으
로 할당
4.	네 번째 단계: 진료 지원 부문의 총비용을 해당 활동으로 인해 수입이 발생하는 부문으
로 할당
첫 번째 단계의 비용인 직접비용은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각 부문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준의 간접비용은 상호간의 배부 방법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를 사용한 주요한 부문으로 배부되어야 한다(IGIF, 2007).
병원은 DRG 원가가중치 계산 모델에 사용되는 전국 병원 원가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영
역(진료, 지원, 행정)에 대한 원가를 보고한다. 1997년에는 병원의 원가 계산과 DRG 원가
가중치 계산 모델 간의 연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 그룹 working group이 설립되었다. 모
든 병원에서 각 원가중심점에 포함된 항목은 모델에 포함된 원가 내에서 비교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그러나 병원마다 원가 계산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DRG 원가가
중치 계산 모델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21.5 포르투갈에서의 DRG 기반 병원지불
21.5.1 DRG 기반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병원 활동에 대한 지불을 위해 포르투갈에서 사용하는 DRG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이다: (1)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예상된 전반적인 예산의 추산(NHS 총병원입원수입의 약
75~85%로 추산) (2)산재보험과 보험회사의 수혜자에게 제공한 진료에 대한 DRG 기반 지
불(주로 교통사고와 직업상 손상) (3)회복 프로그램에 포함된 외과적 시술을 위한 DRG 기
반 사례 지불. 외래진료, 재활, 정신과 진료는 DRG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병원
에 대한 병원지불 또한 DRG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DRG 기반 예산이나 DRG 기반 사례 지불은 특정 DRG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의사의
급여와 자본비용 같은 제반 비용을 포함해 충분한 비용의 상환을 보장한다. 정부의 다른
부서에서 추가 예산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와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
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다른 특성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비
용의 많은 부분이 고려된다(2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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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항목
주요 항목

임상 지원

일반 지원

행정 항목

지원하지 않음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0

0

0

0

0

첫 번째 단계

부수 항목
주요 항목

임상 지원

일반 지원

행정 항목

지원하지 않음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Total costs

두 번째 단계

부수 항목
주요 항목

임상 지원

일반 지원

행정 항목

지원하지 않음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Total costs

Total costs

세 번째 단계
주요 항목

임상 지원

일반 지원

행정 항목

지원하지 않음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간접비용

Total costs

Total costs

Total costs

네 번째 단계

그림 21.2 비용 배부를 위한 구조와 규정
출처 : IGI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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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DRG 원가가중치 계산
포르투갈에서는 환자당 원가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원가가중치 계산이 어렵다. 그러나 포
르투갈 DRG 원가가중치 계산 모델은 Maryland 원가가중치와 병원 원가 데이터베이스
에 포함된 정보, 국가 DRG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포르투갈 실정에 적합한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21.2.3 참조). Maryland 원가가중치는 Maryland Cost Review Program
으로 개발되었으며, 각 DRG 내 다양한 서비스의 비용을 반영한 내부 원가가중치 세트를
제공한다. 포르투갈 병원의 의료서비스 유형이 Maryland의 병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다양한 수준에서), DRG로 병원의 총원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상대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22장 참조).
이 방법론의 단점은 포르투갈과 미국 Maryland에서 동일한 형태로 진료를 한다고 가
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필요할 때마다 의사 패널들이 ACSS에 모여 DRG 원
가가중치 계산 모델을 통해 추정한 포르투갈의 원가가중치가 타당한지 검증하고 있다.
과도한 장·단기 병원 재원기간을 고려하기 위해 계산한 원가가중치는 정상적인 입원
기간 범위 내의 사례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범위는 DRG 데이터베이스의 재원기간 자료
를 사용한 사분위수 방법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다.
기본수가는 이전 해(2009년)의 ‘계산된 기본수가’와 다음 해(201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기반으로 보건부가 책정한다. 이렇게 계산한 기본수가는 해당 연도의 전체 비용을
전체 퇴원수로 나눈 것이다. 이것은 그해 평균 환자에 대한 평균원가를 나타낸다. 기본수
가를 설정하고 나면 보건부는 이것이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예산과 NHS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것을 병원의 예산과 민간의료보험회사를 위한 DRG 수가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다(21.5.3 참조). 원가가중치나 기본수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
사례보정지표(CMI)를 보정하기 위해 이 모델을 다시 계산한다.

21.5.3 병원지불을 위한 DRG
NHS로의 DRG 기반 예산 할당
DRG 기반 예산 할당 모델의 주요 요소는 병원 사례보정지표와 병원 조정 비율, 총 퇴원환
자수이다. 그러나 DRG 시스템하에서 지출되는 총액이 입원환자를 위한 국가 예산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러한 제약때문에 국가기본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병원의 입원예산(H i )은 병원이 해당 예산 연도(t )에 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화
된 NHS 입원환자의 수에 전년도(t-2 )의 CMI와 병원이 속한 군의 기본수가를 곱하여 계
산한다.2 병원의 군hospital group은 전문과목의 수와 기타 다른 기준을 기반으로 규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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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다. 각 군의 기본수가는 국가기본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소속 군에서 병원이 차지하
는 위치(평균적인 환자를 치료하는 평균비용에 따름)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Hi = CMI(t-2) × ∑예상되는 표준 퇴원
2011년도 병원 예산은 2009년도 병원의 CMI를 기반으로 규정된다.
2003년부터 각 NHS 병원의 입원 총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DRG 시스템을 사용했고
1997~2002년 사이에는 DRG 기반 예산 할당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표 21.6 참조). 보건부는 일부 연도에 손실을 0으로 제한하기로 결
정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감축하지 않을 수 있었다.

민간보험회사의 DRG 기반 지불
특정 기간에 발생한 DRG 환자의 진료비를 받기 위해 병원은 환자에게 배정된 DRG의 수
와 유형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모든 DRG에 대한 지불은 현 국
가기본수가와 적용 가능한 DRG 원가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공식적인 정액수가 tariff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병원 장기재원과 단기재원의 이상치(異常値)를 고려하기 위해 지
불을 조정한다. 평균 재원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재원 이상치
를 지불하고 일일 수가에 관해서는 모든 DRG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기재원의 이상치
에 있어서 지불은 DRG의 일일 비용과 재원일수를 곱한 금액이 지불된다. 병원의 유형과
는 상관 없이(전문병원이나 일반병원) 모든 NHS 병원이 동일하게 지불을 적용받는다.

표 21.6 DRG를 기반으로 한 예산 비율
연도

DRG(%)

전년 예산 비율(%)

1997

10

90

손실의 제한
Zero

1998

20

8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999

30

70

2000

30

70

Zero

2001

40

60

Zero

2002

50

50

n/a

주석 : n/a: 제공되지 않음

2

 표준 퇴원환자 수는 각각의 DRG에서 정상적인 에피소드의 표준재원일수를 이용하여 재원일수 이상치를 표준화한
후 얻은 총입원환자 수에 해당된다. 단기 입원환자는 1 미만; 장기 입원환자는 1 이상; 재원일수 정상군에 포함된
에피소드는 1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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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질 관련 조정
ACSS와 병원 간의 계약에 따라 병원은 퇴원 후 첫 5일 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미리 설
정된 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수술을 제외한 외과수술
중 통원수술의 비율과 평균 재원일수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21.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DRG 시스템 도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활동의 증가와 평균 재원일수의 단축을 통해 효
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재원 지
출 증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은 진료한 DRG의 수와 유형에 따라 지불을 받기
때문에, DRG 시스템은 병원의 비용 절감과 재원일수 감소, 더 많은 환자의 진료를 장려하
였다. 진료받은 환자의 수와 평균 재원일수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기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21.7 참조).

21.6 신기술·혁신기술
DRG에 포함되지 않는 신약이나 의료장비는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인정된다. 의사는
이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정당성을 병원위원회나 약사위원회에 입증해야
한다. 이때 임상적 기준을 우선한다. 병원 예산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적자가 발생해도
벌금이 없기 때문에, 병원의 혁신적인 신기술 사용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21.7 포르투갈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21.7.1 공식적 평가
DRG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포르투갈 NHS 병원에서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퇴원
환자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21.7). 이것은 진료 과정에서의 효율성 증가를 나
타낸다. 특히 DRG 시스템 시행 후 병원 병상점유율이 75% 수준으로 유지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Bentes et al., 2004).
한편, 각기 다른 출처에서 수집한 지난 2년 간의 자료에서 평균 재원일수의 증가를 관
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입원치료 대상이었던 환자들이 점차 외
래에서 치료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입원환자 사례의 복잡성과 중증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97

출처 : IGIF, 2005; *ACSS, 2007

CMI

평균 재원일수(입원환자만)

1998

7.5
1.00

0.99

838,847

20,334

818,513

7.5

20,237

831,216

합계

810,979

통원수술

입원환자 퇴원

1999

1.02

7.3

864,243

24,850

839,393

표 21.7 1997~2006년의 평균 재원일수와 CMI 사례
2000

1.04

7.1

926,792

26,857

899,935

2001

1.07

7.1

933,692

37,856

895,836

2002

1.08

7.0

940,342

47,735

892,607

2003

1.08

6.8

963,781

63,366

900,415

2004

1.10

6.8

954,206

77,821

876,385

2005*

1.12

7.2

1,050,563

80,417

970,146

2006*

1.13

7.2

1,049,093

90,487

95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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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에서 제시한 1998년의 원가가중치는 각 해당 연도의 CMI 계산을 위해 사용되
었다. 이것은 1998년에 1이었던 CMI가 이후 모든 연도에서 더 높아진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를 근거로 포르투갈 NHS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의 복합성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에서도 DRG 지불제도 시행 10년 후 시스템 평가에 대한
관심이 다소 감소했다. Mateus(2008)는 기존의 평가에 대한 검토를 제시했는데, 이는 포
르투갈에서 DRG 시스템이 미친 영향의 결과가 미국이나 호주의 사례와 유사함을 보여 준
다. 즉 평균 재원일수의 감소, CMI와 퇴원환자수의 증가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이 진
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효율성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21.7.2 저자의 평가
DRG 도입 후 25년이 지난 현재, 포르투갈의 DRG 도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NHS 병원은 DRG 시스템을 기반으로, 민간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
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는 NHS 입원에 대해 DRG 기반 병원 예산 할당을 사
용했다. 또한 더 많은 환자가 단기간 내에 진료를 받으며 DRG 시스템이 원가관리 기전에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Mateus, 2008; Barros & de Almeida Simões, 2007).
더욱이 포르투갈 국민의 질병 정보와 진료 유형에 기반한 DRG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 재정, 병
원 간 비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 책정이다. 저자는 DRG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수집한 정보가 국가보건의료 계획과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역
할을 한다고 확신한다. 즉 국가·지역별로 포르투갈 국민의 질병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진료의 공급을 조직화하며, 활용에 대한 검토와 질의 보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질병에 대한 국가보건의료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Noe와 동료들이
지적한 것처럼 환자 기록에서 수집한 정보는 시술 유형과 환경에 따른 차이, 지역적 차이
에 대한 검사, 인구 하부 그룹 분석 및 고수가·저수가 진료 환자의 특질 같은 특정 영역에
대한 보건의료 경제 연구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가 원가가중치를 개발한 것은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표
본 병원을 찾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코딩을 장려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의료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따
라서 민간의료서비스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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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21.8.1 병원서비스와 진료 제공의 경향
최근 자료에 따르면, 포르투갈에서 병원의 입원진료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통원수술은
입원의 10%를 넘지 않는다. 외래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행위별수가제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민간·공공병원의 수는 적어도 기획 단계에
서 입원진료가 포르투갈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고 있다.

21.8.2 DRG 적용(범위)의 경향
포르투갈에서 DRG를 시행한 이래, 병원지불과 예산 할당을 위한 DRG 시스템은 발전하
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포르투갈 실정에 맞는 외래환자 분류(APG)를 적용·도입하는
것에 관한 두 개의 예비 조사가 실시되었다. 두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는 신뢰도가 매우 높
았으나, 정책적인 의지 결여때문에 APG 시스템은 실행되지 않았다. 포르투갈의 외래진
료 활동(진찰과 부수적인 서비스)은 병원 경영자와 의사가 선호하는 지불방식인 행위별수
가제로 지불받는다. 그러므로 APG 시스템의 실행에 대해 병원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한편 정신과에 적합한 환자분류체계의 개연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그룹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실행된 시스템과 캐나
다(정신과 입원환자 분류를 위한 시스템)3, 그리고 호주에서 개발된 시스템(정신건강 분류
와 서비스 비용)4이 면밀하게 분석되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의 전국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재활치료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현재 일당진료비에 의한 지불은 환자나 시
설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포르투갈에서 재정과 정보 구축의 목적으로 DRG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진료
분야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입원진료를
위해 DRG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이며, 각각의 진료 유형에 따른 환자
분류체계 사용을 개척한 국가 중 하나이다.

3

 캐나다 보건정보원(CHI) 웹사이트 참조(http://secure.cihi.ca, 2011. 7. 10 기준)
 호주 보건부 웹사이트 참조(http://www.health.gov.au, 2011. 7.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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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스페인의 병원서비스와 DRG의 기능
22.1.1 스페인의 보건의료체계
1978년 스페인 헌법은 모든 시민의 건강보호권 및 진료권을 인정하였고, 이는 1986년 일
반보건의료법 General Health Care Act (GHCA)에 의해 성문화되었다. GHCA는 공적 자금 조
달과 무상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같은 스페인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 법은 현재, 스페인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특징
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의 자치지구 Autonomous Communities (AC)에 보건의료에 대한 책임 이
양을 분명히 했다.
2007년 스페인의 연간 일인당 총의료비 지출은 1,980 유로였고, 이는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8.4%에 상응하는 금액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11). 대

부분의 재원을 일반세금을 통해 조달받는 공공부문 지출은 총의료비 지출의 약 72%를 차
지하는 스페인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가구의 본인부담금 지출은 의료
비 총지출의 약 22%에 해당하며 대부분 비급여 서비스에 지출된다(예: 치과 진료와 민간
전문의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2007년, 25%) 민간보험을
소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는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López Casasnovas, 2008).
한편 NHS의 조정 및 재원조달에 대한 전반적 체계 설정, NHS 기본 급여패키지 정
의, 약물규제 그리고 의학교육 조정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다(Durán et al.,
2006). 또 다른 한편으로 17개의 자치지구는 저마다 의료서비스의 구매와 공급에 대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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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보건서비스Regional Health Service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정책을 개발하고 NHS
기본 급여패키지 확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Health Information Institute, 2010).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하는 것
과 각 자치지구에 보건의료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다. 각 자치지구에 대한 예산 할당은 단
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노인인구 점유율과 도서지역 여부와 같은 조정 기준을 포
함하고 있다. 또한 각 자치지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구수 대비 할당액 외에도 중앙정부는 2002년에 조성된 건강연합기금
Health Cohesion Fund에도

재원조달을 하고 있다. 건강연합기금은 2002년에 조성되었으며,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연합기금 Cohesion Fund은 NH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스페인 전 국민에 대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연합기금은 자치지구가 보건부 Ministry of Health가

제공할 수 없다고(대부분 최첨단 의료서비스) 규정한 특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할당한다.
각 자치지구는 각 자치지구만의 구조 및 재원조달 기전을 개발했다. 이 장은 특히 사
례구성 casemix 분석과 경영 및 병원 재정조달을 위해 DRG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자
치지구인, 카탈로니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HOPE, 2006). 카탈로니아의
2007년 총의료비 지출은 GDP의 7.4%로(CatSalut, 2010) 그중 67.2%가 공공부문에서
지불되었다.

22.1.2 스페인과 카탈로니아의 병원서비스
스페인
스페인은 총의료비 지출의 약 40%를 병원진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이를 거
의 전적으로(93%) 지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스페인에는 약 770개
의 병원이 있으며 그중 급성기 병원은 591개이며, 급성기 병원의 42%가 공공병원(247개)
이다. 그리고 민간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급성기 병상(72%)을 보유하고 있다(각각
380 병상과 105 병상).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은 공공 급여패키지에서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성형수
술과 공공부문의 대기 목록이 존재하는 특정 선택적 시술과 같은 전문화된 영역이다.
의료서비스의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책임은 자치지구에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병원 진료
의 재정조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자원(인구수 할당액과 연합기금
의 재원)은 자치지구의 지역보건서비스(Reg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조성되는데, 이
들은 병원 진료의 구매와 공급에 있어 각기 다른 조직 구조와 관리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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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니아
각 자치지구는 지방분권화 이전에 공공의료 기반시설의 사용 가능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
였었다. 일부 자치지구는 적절한 수의 공공병원과 수용력을 보유한 반면 그렇지 않은 자
치지구도 있었다. 카탈로니아에서는 공공의료센터와 병원이 대부분 주요 도시에 집중되
어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가능성 보장을 위해 몇몇 시의회, 적십자사,
카톨릭 교회와 민간자선단체 등 다양한 소유주들의 병원을 통합함으로써 공공병원 네트
워크 Public Hospital Network/Xarxa Hospitàlaria d’Utilització Pública (XHUP)가 생성되었다.
공공병원 네트워크(XHUP)에는 평균적으로 237 병상을 보유한 68개의 병원이 있다(표
22.1). 이중 보건부 Health Care Department가 직접 소유한 병원은 10개뿐인데, 이 병원들이 카
탈로니아 보건의료협회 Catalan Health Care Institute (ICS)를 구성한다. 이 외의 나머지는 각기
다른 소유주(일부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병원으로서, 두 병원협회(Consorci de Salut i
Social de Catalunya와 Unió Catalana d’Hospitals)가 대표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퇴원의 20%와 병상의 15%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중요하다. 민간진료
는 산부인과 서비스(매우 편안하고 양질의 병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택적 수술
(대기 순위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성형외과와 치과 진료와 같은 공공 보장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은 진료과의 진료가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표 22.1 카탈로니아의 급성기 병원
급성기 병원 활동
공공병원 네트워크 2007

공공병원
네트워크

%

민간
네트워크

%

합계

병원

68

63.0

40

37.0

108

병상

16,119

85.5

2,813

14.5

18,932

병상이용율(%)
직원
직원/침상 수
퇴원

83.8

-

63.8

-

80.7

42,624

90.4

4,512

9.6

47,136

2.6

-

1.5

-

2.5

725,108

79.7

184,864

20.3

909,972

총재원일수

4,932,360

87.4

709,004

12.6

5,641,364

통원 방문

10,061,109

89.1

1,232,137

10.9

11,293,246

응급진료

3,923,380

85.2

679,619

14.8

4,602,999

665,755

99.9

475

0.1

666,230

92.7

-

0.3

-

83.9

지출

4,960,000

90.9

495,000*

9.1

5,455,000

수익

4,917,000

91.6

450,000*

8.4

5,367,000

공공 자금을 지원 받은 퇴원
공공 자금을 지원 받은 퇴원/
총퇴원(%)

주석 : EESRI (2007)와 CatSalut (2007)에 기초하여 저자가 편집

* 혼합 급성, 사회적, 정신보건 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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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입원진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2007년에는 공공병원에서 천만 건 이상의
전문의 외래진료가 있었다. 1차 진료는 지역 기반으로 조직된 공공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된다. 1차 진료 네트워크 내에서 각 환자는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GP)에게 배정된다. GP
는 공공병원네트워크와 역할을 조정하고 병원의 전문의 외래진료로 환자를 의뢰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주요 통원수술 Major Ambulatory Surgery (MAS)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전체 병원 퇴원의 15%와 전체 외과 시술의 40%를 차지하였다
(CatSalut, 2007).
카탈로니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원지불시스템은 1997년부터 도입되었고 전체
공공병원 네트워크와 병원 소유 형태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입원환자 총
액 예산은 DRG와 구조적 지표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한편 특정 건강 프로그램, 자본투
자, 연구와 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병원에 분배한다. 입원환자의 진료는 병원 총수익의
가장 큰 부분이다. 외래진료비는 방문당 정액이며 이 금액은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응급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를 통해 지불받는데, 이 금액 역시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특정 기술은 추가 지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다(22.2.1 참조).

22.1.3 스페인과 카탈로니아에서의 DRG 시스템의 목적
스페인
스페인에서 AP-DRG의 국가적 이용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성과 평가와
벤치마킹 (2)연합기금 Cohesion

Fund에서부터

자치지구(AC)까지 DRG 기준 사례지불제도

적용.
사례구성지표 casemix

index

(CMI)와 DRG당 재원일수는 성과 평가와 벤치마킹을 위한

병원 성과표scorecard의 기본 지표들이다. 대부분의 자치지구와 중앙정부는 국가적, 지역적
DRG 기준 조건에 따라서 병원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효율성 평가를 위한 DRG 시스템의
사용은 상당히 대중적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계약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벤치마킹의 사용은 민간기업으로부터 나온다(IASIST, 2008).
연합기금은 다른 자치지구에서 온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한 자치지구를 보상하기 위
해 AP-DRG를 사용한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연합기금은 스페인 전 국민이 공공부문
의 병원서비스에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2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다른 자
치지구에서의 진료를 받기에 앞서 환자들은 거주지의 자치지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연합기금은 다른 자치지구에서 온 환자들을 위해 제공한 응급 진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지구에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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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니아
카탈로니아는 병원지불을 조정하기 위해 1997년부터 DRG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2000년
이후 병원 입원환자 예산의 35%는 DRG 지불제도와 관련이 있었다. DRG를 병원지불 수
단으로 도입하기 전에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 Catalan

Health Service (CHS)는

재원일수

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병원에 지불하는 기본진료단위 Basic Care Unit (UBA) 모델을 사용했
다(Brosa & Agusti, 2009). 병원지불을 위한 DRG의 도입 목적은 병원지불이 성과와 좀
더 밀접해질 수 있도록 병원 활동을 더 잘 측정하기 위해서였다(Cots & Castells, 2001).
DRG 시스템의 사용은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며 병원 경영을 용이하
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2.2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22.2.1 현재 DRG 시스템에 대한 개관
모든 자치지구는 보건부에 최소기본자료세트(MBDS)를 제공한다. 최소기본자료세트
(MBDS)는 병원활동에 대한 상세 자료로 3M AP-DRG(현재 버전 25)를 이용하여 그룹화
하기 위한 국가 수준에서 정의한 표준 자료세트이다. AP-DRG를 이용하여 그룹화된 병원
환자들의 국가적 자료는 사례구성 분석과 비교 benchmarking을 위해 사용된다. 수입된 APDRG 시스템의 DRG 수나 이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국가적 수정은 없었다.
카탈로니아의 모든 공공병원 네트워크 소속 병원은 퇴원환자(입원과 주요 통원수술)를
CMS-DRG를 이용해 그룹화해야 한다. 카탈로니아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병원 예산의 조정
을 위해 CMS-DRG를 사용한다(22.5 참조). 그러나 카탈로니아의 모든 병원은 효율성 분
석과 스페인의 나머지 다른 병원들과의 비교를 위해 AP-DRG를 이용한 보고를 해야 한다.

22.2.2 DRG 시스템의 개발
스페인은 국가적인 DRG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 도입한 각기 다른 DRG 시
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에 스페인 당국은 국가 DRG 시스템 개발에 이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원가 계산 정보가 없으므로 외국의 DRG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극히 소수의 스페인 병원만이 상향식 원가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22.4 참조).

스페인
표 22.2는 스페인에서의 국가 수준의 DRG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주요 현황들을 제시하
고 있다. 스페인은 병원의 벤치마킹을 위해 AP-DRG를 1999년에 도입했다. 그 후,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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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스페인의 DRG 이용에 대한 주요 현황
국가적/공동체 간
DRG 시스템

AP-DRG v. 14.1

AP-DRG v. 18.0 AP-DRG v. 21.0 AP-DRG v. 23.0 AP-DRG v. 25.0

도입 시기

1999

2002

(주요) 목적

국가 수준의 병원 자료에 대한 분석/비교(benchmarking)
-

2006

2008

2010

연합기금을 통한 지역사회 간 보상을 위하여 DRG 기반 사례 지불

개발을 위해
이용한 자료

분류 알고리즘: 완전히 수입
분류 알고리즘: 완전히 수입
국가 DRG 수가
국가 DRG 수가
: 18개 표본병원의 원가 중심점 자료 : 30개 표본병원의 원가 중심점 자료

DRG 수

644

적용

NHS의 모든 병원의 최소기본자료세트(입원환자와 주요 통원수술 진료)
-

656

670

676

684

자치지구(환자의 유동성을 보상하기 위함)

포함된 서비스 정신과와 장기
진료를 제외한
모든 입원진료

비교(benchmarking): 모든 입원진료(정신과와 장기진료 제외)
DRG 기반 사례 지불
: 매우 복잡한 비응급 진료를 받은 자치지구 비거주 환자

포함된 비용

자본비용 및 경상비

-

인 전체 병원의 최소기본자료세트(MBDS) 사본을 보건부에 전송하였고 보건부는 퇴원환
자를 DRG로 그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매년 보건부는 AP-DRG를 이용하여 스페인
전체 병원의 병원 활동 자료를 보고한다.
2002년 이후 수입한 AP-DRG 원가가중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국가 수가 계산을 위
한 스페인 내 표본병원으로부터 얻은 원가 계산 정보를 이용하여 스페인 실정에 맞게 조정
되어가고 있다. 국가 AP-DRG 수가 계산을 위한 표본에는 19개 병원이 포함되었고 2008
년에는 30개까지 증가하였다. 표본병원은 모든 국가 공공병원을 대표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그러나 표본에 하나의 카탈로니아 병원만 포함되었다는 것은, 자치지구 간 임
금과 가격 차이가 추정된 국가적 AP-DRG 비용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본 자료 수집에 참여하는 병원은 반드시 표준화된 원가 계산 방법을 따라야 한다
(22.4 참조).

카탈로니아
1985년 이후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에 미국 보건의료재정청(HCFA)의 HCFA-DRG
가 도입되었다(Ibern, 1991). 그러나 카탈로니아 보건당국 Catalan Health Authority은 1997년
까지 CMS-DRG를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
았다(표 22.3 참조).
CMS-DRG 시스템은 카탈로니아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정되지 않았고, 조정되지
않은 CMS-DRG 원가가중치가 병원지불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CMS-DRG와 AP-DRG

적용되지 않음

676

DRG는 병원 입원환자 예산의 35%를 결정함

670

포함된 비용

538

스페인의 나머지 지역과 같음

520

2008

정신과와 장기진료를 제외한 입원, 주요 통원수술, 고비용 응급상황

510

병원 벤치마킹

2006

포함된 서비스

499

2008~2010

공공병원 네트워크

499

2006

492

없음(완벽하게 수입됨)

개발을 위해
이용한 자료

2004

684

2010

AP-DRG v. 23.0 AP-DRG v. 25.0

공공병원 네트워크

총액 예산 할당의 조정

주요 목적

2002

두 번째 구성
CMS v. 20.0 CMS v. 22.0 CMS v. 24.0 AP-DRG v. 21.0

DRG 수

2000

1997

도입 시기

CMS v. 18.0

카탈로니아

적용

CMS v. 16.0

HCFA-DRG v. 13.0
(현재의 CMS-DRG)

DRG 시스템

첫 번째 구성

표 22.3 카탈로니아의 DRG 이용에 대한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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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카탈로니아에서 입원환자 진료뿐 아니라 고비용 응급환자 및 주요 통원수술(MAS)에까
지 사용되었다.
스페인의 모든 병원의 자료를 국가보건부로 전송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카탈로니아
병원의 자료는 국가 자료세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006년에서야 비로소 카탈로니아 보
건의료서비스는 지역 수준의 사례구성 분석을 위해 AP-DRG 사용을 시작하였다. 그 후
부터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는 AP-DRG를 이용하여 공공병원 네트워크 병원의 퇴
원환자를 그룹화해 왔다.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는 성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병원
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대한 AP-DRG 연보를 산출한다.

22.2.3 DRG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스페인과 카탈로니아에서 사용하는 모든 DRG 버전은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그 알고
리즘은 스페인에서 개발되지 않았다.
벤치마킹과 성과 비교를 위한 AP-DRG 시스템의 국가적인 사용은 수입된 원가가중치
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병원지불에 AP-DRG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 수
가는 미국 원가가중치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스페인의 표본 병원에서 얻은 원가자료에 근
거해 산출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스페인에서 DRG 시스템 개정을 위해 이용한 원가자료는 항상 2년 전
의 자료이다. 즉 2008년과 2009년에 이용되는 수가는 2006년 원가자료를, 2010년 이용
수가는 2008년 원가자료를 기초로 했다.

22.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스페인 전체(모든 자치지구)에서 DRG 시스템은 2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 이를테면 매 2
년마다 새로운 버전의 AP-DRG(카탈로니아에서는 CMS-DRG)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보건부는 미국의 3M Health Information System으로부터 2년에 한 번 새로운 APDRG 버전을 구입한다. 또한 자치지구와 각 병원은 필요에 따라 AP-DRG를 구입한다.
카탈로니아의 CMS-DRG 또한 3M Health Information System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국가 AP-DRG 수가의 최신 개정을 위해 새로운 버전의 AP-DRG(version 25)가 2008
년 말에 수입되었다. 그 후 표본병원에서 수집한 원가자료들은 2010년 수가 계산을 위해
2009년에 AP-DRG를 사용하여 그룹화되었다. 결과적으로 2010년에는 2년 전에 미국에
서 도입한 AP-DRG 버전을 사용했다. 카탈로니아의 CMS-DRG는 카탈로니아에 수입되
기 2년 전 미국에 도입된 것이므로 2년이 지난 것이다.
AP-DRG와 CMS-DRG 시스템은 모두 진단 및 수술에 대하여 ICD의 미국 수정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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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ICD-9-CM을 이용하여 코딩한다. DRG 시스템은 각각의 특정
ICD-9-CM 버전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DRG 시스템 수입 시에는 새로운
ICD-9-CM도 항상 함께 수입된다.

22.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22.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스페인에 있는 모든 병원은 ICD-9-CM을 사용하여 분류된 각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 재원 기간, 입원 유형, 퇴원 후 목적지, 퇴원진료과, ICD-9-CM으로 분류된 진단 및
시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통표준 최소기본자료세트(CMBD)를 생성한다. 이 정보
는 지역보건당국(예를 들어 카탈로니아에서는 Conselleria de Salut)으로 전송되고, 지역
보건당국은 이 자료를 보건부로 전달한다. 보건부는 환자를 AP-DRG로 그룹화하기 위해
국가 자료세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카탈로니아의 Conselleria de Salut는 AP-DRG와 CMS-DRG로 환자를 그룹화하기
위해 공통표준 최소기본자료세트(CMBD)에서 동일한 자료를 이용한다.

22.3.2 분류 알고리즘
이 책의 21장 포르투갈의 사례에서 이미 AP-DRG의 분류 알고리즘을 소개했으므로, 이
절에서는 CMS-DRG 분류 알고리즘에 초점을 둔다.
그림 22.1은 CMS-DRG의 그룹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룹화 프
로그램은 타당하지 않거나 개연성이 없는 자료를 찾아내서 Error DRG로 분류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주진단 principal diagnosis에 근거하여 사례를 단일 신체기관 또는 병인을 나
타내는 25개 주진단 범주(MDC) 중 하나를 할당한다. 그러나 몇몇 고비용 진료(이식과 같
은)는 주진단을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시술을 근거로 하여 Pre-MDC DRG로 재분류된
다. 각 MDC 내에서 외과적 중재의 존재는 외과적 ‘부문’으로 환자를 외과계 surgical partition
의 해당 시술에 상응하는 클래스(예를 들어 주수술)로 배정한다.
시술을 하지 않은 사례는 주진단에 따라 내과적 ‘부문’ 4개의 클래스(신생물과 같은) 중
하나로 배정된다. 최종 단계에서는 합병증 및 동반상병(CC)으로 간주되는 2차 진단의 존
재를 확인하며, 환자의 연령, 신생아의 체중(해당되는 경우), 퇴원 상태를 기초로 하여 최
종 DRG가 결정된다. 이것은 AP-DRG 시스템과 유사한 과정이지만 CMS-DRG 시스템
은 주요 합병증 및 동반상병 major CC과 기타 합병증 및 동반상병 other CC에 있어 차이를 두
지 않는다(4장 참조).

가벼운
수술

주진단과
관계 없는 수술

합병증/동반상병이 없는
56개 DRG

기타 외과적
시술

외과계

MDC 2

…

주진단에 근거한
MDC 할당

신체기관계통과
관련된
특정 검사 내역

내과계

증상

그림 22.1 CMS-DRG 버전 24 그루핑 알고리즘

152개 미분리 DRG

기타

합병증/동반상병이 없는
65개 DRG

MDC 25

외과적 시술 없음

…

합병증/동반상병이 있는
64개 DRG

신생물

…

Pre-MDC 배정 과정

Pre-MDC

이식, 기계환기 등

2개 error DRG를 포함해서 총 538개 DRG, version 24, 2008~2009년 이용

합병증/동반상병을 동반한
59개 DRG

140개 미분리 DRG

주요수술

MDC 2

외과적 시술

MDC 1

Error DRG

타당하지 않은 주진단 또는
‘그룹화할 수 없는’ DRG

(MBDS)

퇴원환자 임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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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에는 총 281개의 DRG와 외과계에는 255개 DRG가 존재한다. 각 DRG는 세 자
리 숫자(예, DRG 167: 합병증 진단 및 동반상병이 없는 충수절제술)로 구성되어 있다.
DRG 번호는 DRG 001부터 DRG 578까지로 이루어졌으며 주진단 범주(MDC)나 내·외과
부문 partition을 나타내는 자리는 없다.

22.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스페인
스페인 보건부는 국가 AP-DRG의 수가 계산을 위해 병원이 제공한 원가 계산 정보를 감
사한다(Spanish Ministry of Health and Consumption, 2008). 이러한 병원에 대한 체
계적 감사 절차는 공통표준 최소기본자료세트(CMBD)가 보건부에 제출되었을 때 수행된
다. 보건부는 제공된 임상 자료와 비용 정보의 개연성을 검증한다. 또한 보건부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기록을 체크한다.

22.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카탈로니아
병원지불이 환자를 DRG로 분류한 결과에 부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병원은 환자를 상
향 분류 up-coding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카탈
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 기록과 병원이 제출한 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의무 기록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통상적이지 않은 분류행태
가 발견되더라도 감사는 제재를 강화하기보다는 분류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22.4 병원 내 원가 계산
22.4.1 규정
병원의 특정 원가계산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국가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책임이 자치지구에 있고, 일부 자치지구는 환자단위 원가자료를 요구하는 병
원의 최소 원가 계산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카탈로니아와 칸타브리아).
카탈로니아에서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 담당부서인 Central de Balanços는 재무
제표의 작성 관련 규정을 병원에 제공한다(CatSalut, 1992). 더 나아가 일부 병원(대부분
민간)은 병원 관리 개선을 위해 환자 수준의 원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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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에 30개 표본병원이 스페인 AP-DRG 수가 계산을 위해
원가자료 수집에 참여하였고 이 병원들은 최소한 하향식 원가계산시스템의 보유를 요구받
았다.

22.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스페인에서는 소수의 병원만이 완전한 환자 수준 원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서로 다른 원가 계산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2002년 이전에는 INSALUD(구 보건부)의 GECLIF 모델(재정, 임상 관리)이 있었
다. 이 모델은 DRG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진료과별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
던 몇몇 프로젝트(소수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SIGNO 1과 SIGNO II) (González Pérez,
2008)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개발되었다(INSALUD, 2001a, b).
민간컨설팅회사(SAVAC S.L.)가 GECLIF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GESCOTTM은 스페
인의 병원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시스템 중 하나이다. 병원이 각 환자가 받
은 진료서비스를 각각의 환자에게 할당하는, 제대로 기능하는 양질의 정보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다면 환자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는 보건정보시스템이 모든 서비스, 환자,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를 원가중심점에 등록해야 함을 의미한다. GESCOTTM의 장점은 원
가중심점들, 즉 구조적 structural, 중간intermediate, 최종final 원가중심점들 간 구조적인 matrical

배부를 기반으로 한 강력하고 타당한 귀속시스템 imputation system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일부 자치지구들은 자체적인 원가계산시스템의 도입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아래에 그중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COANh:

●

 1995년부터 안달루시안 보건의료서비스 Andalusian

Health Service에

의해

공공병원 네트워크로 확대된 COANh는 서로 다른 유형의 원가중심점
간 직접 원가에 상호 귀속을 도입한 완전한 원가회계시스템이다.
	ALDABIDE: 바스큐 보건의료서비스 Basque

●

Health Service 에

의해 1994년 도입된

ALDABIDE는 1996년과 1998년에 개정되었으며, 부서 수준의 원가
계산을 목적으로 한다.
	SIE: 1992년부터 발렌시아 Valencia 자치지구에 의해 도입되었다.

●

표 22.4는 스페인의 네 개의 주요 원가회계시스템과 최종 원가중심점으로의 비용 귀속
방법론에 대하여 요약하고 있다(이를테면, 상호 귀속이 이용되었는지, 반복 처리가 있는
혼합 귀속[루프나 구조적 귀속]이 이용되었는지). 모델이 환자에게 직접 배부를 통해 환자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즉, 시스템이 상향식 원가 계산 모듈을 포함하는지).
표 22.4는 각기 다른 원가계산시스템들 간의 귀속 방법론 관련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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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스페인의 주요 원가회계시스템
회계 시스템

비용 범주

방법론

집합 수준

GESCOT™

인건비
물품과 서비스
구조적 서비스
이차적 서비스

상호 귀속

상향식

COANh

인건비
물품과 서비스
구조적 서비스
이차적 서비스

상호 귀속

하향식

ALDABIDE

인건비
물품과 서비스
구조적 서비스
이차적 서비스

동일한 수준의 원가 중심점
간의 반복이 있는 혼합

하향식

SIE

인건비
물품과 서비스

동일한 수준의 원가 중심점
간의 반복이 있는 혼합

하향식

있다. GESCOTTM은 원가 계산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즉 일차 비용 배부 방법(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모든 병원 내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각 병원은 활동 정보시스
템의 상세한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최종 귀속 구조를 개발하였다.
Monge(2003b)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소개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
고 조사에 참여한 병원 중 40%에 가까운 병원들이 자체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시스템들이 자료세트를 수기로 입력 및 관리하는 더딘 정보 처리뿐 아
니라 부정확한 귀속 방법 및 매개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GESCOTTM의 제공자인 SAVAC Consultants S.L.는 GECLIF에서 나온 원가회계시스
템(GESCOTTM)을 사용하는 스페인의 130개에 가까운 병원(공공·민간) 중 소수만이(약 15
개), 최종원가중심점으로부터 환자까지 2차적인 비용 배부 과정(상향식)에 따라 환자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22.5 병원지불을 위한 DRG
22.5.1 DRG 기반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스페인
일반적으로 AP-DRG는 다른 자치지구에서 온 입원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연합기금이 자
치지구에게 주는 지불액을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연합기금으로부터의 지불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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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고도의 중증질환을 치료할 역량이 없는 소규모 자치지구를 대신하여 이루어진다. 이러
한 사례에 있어 환자들은 거주지의 지역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자치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선택적으로 진료를 받는다. 그후 당국은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건 당국에
서 비용을 지불받는다. 연합기금으로부터의 지불은 자본비용(건물과 의료시설)과 운영비
(인력과 의료 재료 공급) 등 모든 범주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카탈로니아
카탈로니아에서 CMS-DRG 시스템은 많은 비영리기관을 포함하는 공공 네트워크 내 모
든 병원에 대한 DRG 기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DRG는 입원환자 활동(hospitalization)뿐 아니라 주요 통원수술과 고비용 응급환자(12시간 이상 체류, 사망하거나
타 병원 전원)에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DRG에는 급성기 진료만을 포함하고 정신과나
장기 진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통원수술의 포함은 비용 감축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기
목록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외래에서 수술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
도록 설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
카탈로니아 병원 총수입의 약 15~20%는 DRG 기반 CMI(상대 자원 강도 relative resource
intensity [RRI])와

관련이 있다. 이는 DRG 시스템 사용의 유인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의미

한다. 병원 수입의 훨씬 더 큰 부분은 장비, 규모 등과 같은 병원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결
정된다. 이는 입원진료뿐 아니라 외래 및 응급진료에 대한 지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외과적 당일입퇴원 사례non-surgical

day cases는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비용이 지불되

며, 병원 수준에서 조정된다. 외래진료는 방문당 정액제 flat

fee로

지불되며, 모든 가능한

추후 방문을 포함하며 병원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응급진료는 정액으로 지불되
는데 이 금액은 병원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조정된다.
병원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추가 재정을 지원 받는다. 더 나아가 몇몇 특정 기술은 행
위별수가fee-for-service 기반으로 지불(방사선 치료 기간)되는 데 반해, 그 외에는 특정 예
산 할당을 통해 자금이 지원된다(유방암 검사와 같은). 더욱이 대기 목록 감소와 관련한
외과활동과 동절기 혈압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을 위한 특수자금이 있다. 또한 방사선치
료, 신경 방사선치료, 삽관 및 투석과 같은 고도의 복합적 진료와 진단검사에 대한 추가
지불이 있다.

22.5.2 DRG 수가·원가가중치 계산
스페인
전술한 바와 같이 스페인의 국가 수가는 30개의 스페인 병원에서 수집한 원가 정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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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미국의 AP-DRG 원가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자료세트와 병원 수준
상대원가를 정교화하기 위해 먼저 11개의 ‘부분적 원가중심점’(수술실, 방사선과, 검사실,
약국, 의료서비스, 중환자실, 기타 입원 비용, 기타 중간적 intermediate 입원 비용, 의료진,
기능적 비용, 간접비)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하향식 원가 배부가 실현된다.
병원의 원가회계시스템은 제한된 양의 임상적 자료를 사용하여 하향식 처리 과정으로
수행된다. 11개의 부분적 원가중심점에 대한 하향식 배부를 완료하면, 각 환자에 대한 원
가를 측정하고 DRG당 평균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미국 DRG 가중치를 사용한다(Falguera Martínez-Alarcón, 2001). 이 시스템의 주요 단점은 환자당 원가를 실제가 아닌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것이다(표 22.5).
귀속은 각각의 퇴원(재원 기간에 따라)과 ‘부분적 원가중심점’에 대하여 실현된다. 가
중치는 통계적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많은 수의 미국 자료세트로부터 얻은 부
분적 원가중심점에 대한 원가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Spanish Ministry of Health
and Consumption, 2008).
내부적 AP-DRG의 원가가중치(Wi-j)에 각 DRG (DRGj)의 사례 수(Nj)를 곱함으로써
각각의 부분적인 원가중심점에 대한 총가중치가 반영된 활동이 계산된다. 그 후에 부분적
원가중심점(Wi)의 총원가(하향식 원가배부로부터 도출된)는 부분적 단위 비용을 계산하
기 위해 가중치가 부여된 총활동으로 나눈 다음 각 AP-DRG에 대한 평균원가가 계산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AP-DRG 수가 산정에 이용된다.

표 22.5 내부적 DRG 가중치를 이용한 단위비용 평가
DRG1

CC 1

...CC i

...CC 11

N1 * W1-1

N1 * Wi-1

N1 * W11-1

N1 * W1-j

Nj * Wi-j

Nj * W11-j

N886 * W1-886

N886 * Wi-886

N886 * W11-886

...
DRGj
...
DRG886
총 가중된 활동

TW1 =∑(Nj * W1-j)

TWi =∑(Nj * Wi-j)

TW11 =∑(Nj * W11-j)
UC11 =TCOST11/

단위원가 1~11

UC1 =TCOST1/TW1

UCi =TCOSTi/TWi

TW11

DRGj 당 원가

CDRGj =∑(UCi * Wi-j)

CCi 부분적 원가중심점
Wi-j DRGj 와 부분적 원가중심점 CCi 에 대한 내부적(부분적) DRG 가중치
Nj DRGj 로 분류된 총 환자수
TCOSTi 부분적 원가중심점 CCi 에 대한 총비용
UCi 내부적(부분적) 원가가중치 Wi 에 대한 단위비용
CDRGj DRGj 에 대한 Euros에서의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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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니아
카탈로니아에서는 원래의 CMS-DRG 원가가중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병원 예산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는 CMS-DRG 원가가중치를 전체 공공병원 네트워크에서 RRI 사례와 한
병원 내의 RRI 사례를 비교하는 지표로만 사용한다.

22.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DRG
스페인
연합기금 Cohesion Fund의 지불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1)환자가 거
주하고 있는 자치지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자치지구로 이
송된다.(3)진료가 완료된 후, 병원이 속한 자치지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
을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받는다.(4)연합기금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자치지구에게 보
상한다.
특정 자치지구에 대한 지불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자치지구에 거주하지 않는 환자의
최소기본자료세트는 연말에 연합기금에 제출된다. 연합기금은 공통표준 기본자료세트로
부터 받은 환자 정보를 AP-DRG로 그룹화하며 모든 자치지구에 동일하게 국가 요금에
근거하여 지불한다.

카탈로니아
현재 카탈로니아의 병원지불시스템은 병원 총액예산의 결정을 위해 두 가지 유형의 정보
에 의존하고 있다: (1)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례의 RRI(CMS-DRG로 측정) (2)각 병원의
구조적 특징. 카탈로니아의 병원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바탕으로 카탈로니아 보건
의료서비스와 계약한 퇴원환자수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받는다.
그림 22.2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의 RRI를 지불 시스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각 병원의 CMI는 전년도 총진료 환자의 CMS-DRG 원가가중
치 총합을 총 환자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병원별 CMI 계산 결과에 따라 전체 공공병원 네
트워크의 CMI도 계산한다(Sánchez-Martínez et al., 2006). 둘째,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RRI를 결정하기 위해 각 병원의 CMI를 공공병원 네트워크의 사례구성 case
mix으로

나눈다. 셋째, 공공병원 네트워크 내 모든 퇴원환자의 중증도는 각 병원의 RRI

(RRIh)에 퇴원환자수를 곱한 수의 총합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RRI당 가격은 공공병
원 네트워크의 중증도 가중 퇴원환자의 총합으로 사전에 결정한 병원 총액 예산을 나눠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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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는 각 병원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조상대지표
structural relative index

(SRI)를 4년에 한 번씩 계산한다. 제일 먼저 구조적 그룹을 종류별로

정의하고(대학병원, 전문병원 등), 각 그룹에 구조가중치를 할당한다. 그리고 나서 각 병
원은 이 구조적 그룹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분류되며, 그룹에 대한 멤버십
등급을 회귀 분석을 통해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의 평균구조가중치에 멤버십 등급
을 적용함으로써 각 병원의 SRI가 산출된다.
DRG 기반의 병원 예산을 계산하기 위해, 매년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가 개정하
는 RRI 가격 및 SRI 가격을 RRI와 SRI에 곱한다. 2010년 카탈로니아 병원 예산은 2008
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병원활동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되었다.
1997년 CMS-DRG가 도입되었을 때,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는 점차적으로 SRI
가중치를 감소시키고 RRI의 가중치를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RRI 가중치가
증가된 것은 2000년의 30%에서 35%로 한 번뿐이었다. 따라서 병원 구조(SRI)가 여전히
병원지불의 65%를 결정짓고 있다. 병원지불에서 환자의 중증도(CMS-DRG를 통해 측정
한)가 가지는 영향력은 35%에 불과하므로 RRI에 부과된 현 가중치는 병원들로 하여금 중
증질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유인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그림 22.3은 카탈로니아의 공
공병원 네트워크 내 병원별 RRI 값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22.5.4 질 관련 조정
DRG 기반 병원지불에서 질 관련 조정은 없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특정한 구조적 특성(수
련 병원 여부 등)은 더 높은 의료의 질과 비용을 나타낸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
용들은 DRG 가중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카탈로니아 병원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지불 요
소로 계산된다.

22.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병원지불이 DRG에 부분적으로만 의존하기 때문에 진단명 상향 분류에 대한 병원의 유인
(특히 2차 진단의 중증도와 개수를 증가시키는)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입원 시 보유 Present on admission’ 여부 표시는 스페인의 코딩 시스템에서는 사용하지 않
으며 DRG 시스템은 진정한 동반상병을 나타내는 2차 진단과 의료 과오의 결과로서의 합
병증을 나타내는 2차 진단을 식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2차 진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의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병원이 통원진료로 수행된 외과적 시술(MAS)에 대해 입원환자의 진료비용과 동일
한 비용을 지불받는 것은 입원수술을 주요 통원수술로 대체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다.

지표

(RRI)
상대

가치

(SRI)

모든 병원의 구조별
평균 퇴원 단가
(S-퇴원XHUP)

SRI 단가 =

병원 총액 예산
중증도 가중 퇴원

구조 가중 퇴원 =
∑SRI(h) × 퇴원수(h)

S-퇴원 단가h
SRI(h) =
S-퇴원XHUP

구조

병원 구조별
퇴원 단가
(S-퇴원 단가h)

구조에 따른 병원의 분류
(통계적 방법: 멤버십 등급; 60개 항목)
+
회귀분석

출처 : Sánchez-Martínez 등(2006)에서 발췌

그림 22.2 카탈로니아의 병원지불시스템

하나의 원가중심점에 대한 입원 예산(h)
= 퇴원수h × (0.35 × RRIh × RRI 단가 + 0.65 × SRIh × SRI 단가)

병원 총액 예산
중증도 가중 퇴원

중증도 가중 퇴원 =
∑RRI(h) × 퇴원수(h)

CMI h
RRI(h) =
CMIXHUP

자원

네트워크 내
모든 병원의 CMI
(CMIXHUP)

사례구성지표(CMI)
∑퇴원수 × 가중치 - DRG
퇴원수

RRI 단가 =

상대

병원 CMI
(CMIh)

C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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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cretaria Tècnica UCH, 2009

그림 22.3 카탈로니아 병원의 상대 자원 강도 값, 2009년

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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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신기술·혁신기술
공급자(수련 병원 등)는 의료시장의 모든 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보다 고가인 특정 신기술에 대하여 추가 지불을 받기 위해서 병원은 카탈로니
아 보건의료서비스에 자금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원이 추가 지불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를 분명하게 명시한 과정은 없다. 특정 신기술의 도입을 제안
하는 병원의 신청은 이 신기술의 효과와 비용에 대한 이용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카탈로
니아 보건의료서비스(CHS)가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신기술의 초기 신청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수련 병원 등)와 업체(제약회사, 의료기
구 생산업체)가 계산한다. 결국 신기술은 일반적으로 급여항목 benefits basket에 포함되어 다
른 진료활동과 같이 지불되거나, 일부 기술 및 시술에 대한 특정 기금을 지원받는 승인된
혁신 서비스 목록에 추가된다(Brosa & Agusti, 2009).
추가지불(행위별수가제)을 통해 재원을 조달받는 치료와 시술은 일반적으로 당일입퇴
원day care 환경에서 진료를 제공하며 비뇨기과의 시술과 신부전환자 치료와 같이 고도로
기술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방사선치료, 정위적 방사선 수술, 신경 방사선학, 심장이나 간
삽관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치료와 진단적 검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지불은 DRG 시스템에 부분적으로만 의존하고 있으며, 카탈로니아에서
신기술 도입(9장 참조)과 관련해 DRG 시스템 기반의 유인 incentive과 역유인 disincentive은
중간 정도로 나타난다.

22.7 스페인 DRG 시스템에 대한 평가
22.7.1 공식적 평가
스페인
보건부는 AP-DRG의 개발을 감독하며 최근 IR-DRG International Refined -DRG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보건부는 AP-DRG를 기반으로 한 사례구성과 비용에 대한 자료
와 정보를 발간하고 있다(Spanish Ministry of Health and Consumption, 2008).
최근 IR-DRG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IR-DRG가 비외과적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 활동과 응급진료까지 하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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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니아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CHS)는 카탈로니아에 처음 DRG가 도입된 1997년 이래
HCFA-DRG를 사용하였고, 이후 CMS-DRG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 간 자원
분배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나머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AP-DRG 시스템으로 교체하지 않았다.

22.7.2 저자의 평가
스페인
스페인은 자국의 시스템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이유에서 다른 나라의 DRG 시스템
을 채택하였다. 이 장을 집필한 몇몇 저자들이 게재한 여러 편의 논문에서도 스페인의 외
국 DRG 시스템 도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DRG 시스템 개발과 개정의 어려
움, 병원 성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감안하면, 외국의 DRG 시스템
도입은 그다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스페인 당국이 명백하게 외래환자를 고려한 DRG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스페인
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IR-DRG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스페인은 상
향식 원가 계산 방식에 따라 표본병원에서 추출한 환자 수준의 원가자료를 사용해, IRDRG를 위한 스페인의 국가 원가가중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국가 원가가중치의 사용이 가능해지면 IR-DRG로 전환하는
것이 스페인의 진료 행태를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DRG 시스템은 환자의 전체 진료 과정 중 일부분만 반영된다는 한계를 갖
고 있다. DRG는 항상 한 번의 입원에 관련될 뿐, 입원 전과 퇴원 후 제공받은 진료는 무
시된다.

카탈로니아
카탈로니아 병원 재정의 약 85%는 구조지표와 관련이 있으며(SRI 또는 내과계 당일입퇴
원 사례medical day cases의 단가, 외래방문, 구조적 수준을 기반으로 한 응급 진료) (Brosa
& Agusti, 2009) 병원 수익의 15~20%만이 DRG 기반의 RRI 지표와 관련이 있다. 결과
적으로 DRG를 기반으로 지불을 조정하는 카탈로니아의 시스템은 ‘효율성 증진’이라는 의
도한 유인이나 ‘상향 분류’라는 의도하지 않은 유인에 대해 중간 정도의 유인 효과를 가져
왔을 뿐이다. 병원 수입의 대부분이 SRI에 기인하기 때문에 DRG로 측정되는 성과의 향상보
다는 SRI를 증가시키기 위해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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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재정 요소의 중요성은 카탈로니아 병원 재정 시스템이 이상치(異常値) outlier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수련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의 이상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Cots et al., 2003). 병원 총수입에서 DRG 지불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병원이 높은 비율의 이상치 환자를 진료할 경우 적절한
지불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가 DRG 기반 재원조
달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면 이상치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대하여 지불하는 방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SRI는 이상치 환자 점유율이 높은 병원(수련 병원)이 관
련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2.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카탈로니아와 스페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경향은 병원의
의료활동에서 외래환자 진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패턴과 더 잘 부합하는 경영 도구의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IR-DRG 시스템의 도입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IR-DRG
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활동을 더 잘 통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되어 있다. 그
러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스페인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IR-DRG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1차 진료와 장기요양에서 병원 수준의 진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
대되고 있다. 따라서 조정된 임상군 Adjusted

Clinical Groups

(Sicras-Mainar & Navarro-

Artieda, 2009)이나 임상위험군 Clinical Risk Groups (Inoriza et al., 2009)과 같은 환자별
분류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카탈로니아 보건의료서비스는 환자별
분류 기전의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osa & Agusti, 2009).
현재까지 DRG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만한 스페인 병원의 진
료비용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정보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10개의 스페인 병원이 현재
EuroDRG 프로젝트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했던 환자당 원가 정보 데이터베이
스1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의 병원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원가정보를 입
력하고, 새로운 원가 정보를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과 다른 병원,
연구진 및 벤치마킹 프로젝트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Red Española de Costes Hospitalarios (Spanish Network of Hospital Costs) 웹사이트 참조(www.rechosp.org,
2011. 7.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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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는 카탈로니아의 특정 사례를 포함하여 환자분류체계 개발이 부진하다. 현
재 사용하는 병원 재정 시스템은 환자당 원가 정보의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법
으로 분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의 규정·재정·구매·공급 기능의 분
리가 강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DRG는 질 지표(효율 및 효과)를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보건의료시스템 관리와 전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
로 보인다.
변화 능력의 부재는 이러한 정체의 주요한 요인이다. 17개의 스페인 자치지구가 독자
적으로 환자분류체계의 변화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 모델에 있어 유사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활발한 향상 과정이 자치지구와 중앙
정부, 즉 서로 다른 등급의 정부기관의 책임 중복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 더 나은 DRG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DRG를 병원지불에 더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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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DBC (The Diagnose Behandeling Combinaties)
Siok Swan Tan, Martin van Ineveld, Ken Redekop and
Leona Hakkaart-van Roijen

23.1	네덜란드의 병원서비스와 DBC의 기능
23.1.1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는 주로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세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Stolk & Rutten, 2005; Schäfer et al., 2010; Enthoven & van deVen,
2007). 첫째는 특별의료비보장제도 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에 의해 운영되
는 의무사회건강보험제도 compulsory

social health insurance scheme로서,

이는 만성질환 환자에

게 지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성질환 환자에게는 단기요양 가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AWBZ의 주요 재원은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이다. 필요평가need
assessment

후에 진료를 제공하며 복잡한 방식의 비용분담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다.

둘째는 ‘기본건강보험 basic health insurance’으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사회건강보험제도
이다.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 1월부터 기존의 공공질병금고 public sickness funds와 민간건강
보험제도 private health insurance scheme를 건강보험법 Zorgverzekeringswet (ZVW)이 운영하는 하
나의 의무보험제도로 통합하였다(Schut&Hassink, 2002). 보험자들은 반드시 대부분의
치료적 진료서비스(일반의, 전문의, 단기 병원진료)를 포함하는 표준급여패키지 standard
benefits package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네덜란드 국민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1)자신이 선택한 보장 내역에 따라 보험자에게 정액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 (2)
소득부과 기준 고용주 분담금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건강보험기금에 납입하는 방법. 이
기금으로 충당한 재원은 다시 위험조정시스템에 따라 보험자들에게 배부된다. 저소득자들
은 ‘보건의료수당 health care allowance’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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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자발적 보충형 민간건강보험(VHI)으로,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와 건강보
험법(ZVW)에서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예방이나 사회적 지원은
의무 사회건강보험이나 자발적 보충형 민간건강보험(VHI)의 대상이 아니고 주로 일반세
금으로 충당한다.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중심적인 역할 담당자는 보건복지체육
부 Volksgezondheid,
관Inspectie

Welzijn en Sport (VWS)

산하의 세 독립기구이다. 첫째는 보건의료감시기

voor de Gezondheidszorg (IGZ)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예방 사업 및 의료 성과의 질

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네덜란드 보건의료당국 Nederlandse Zorg autoriteit
(NZa)으로 재정적 체계와 예산 및 수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규제하의 경쟁을 위한 조건
설정에 대하여 보건복지체육부(VWS)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위
원회College

Voor Zorgverzekeringen

(CVZ)는 급여패키지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체육부에 자

문을 하고, 특별의료비보장제도(AWBZ)와 건강보험법(ZVW)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역
할을 한다.
2005년 네덜란드의 국민의료비는 680억 유로로, 국민총생산(GDP)의 약 12%에 해당
한다.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건강보험(ZVW)에서 41%,
특별의료비(AWBZ)에서 27%를 충당하며, 자발적 보충형 민간건강보험(VHI)이 차지하
는 부분은 4%에 불과하다. 나머지 재원은 가계본인부담이 10%, 보건복지체육부(VWS)가
13%, 비영리기관이 5%를 충당한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보건의료전달체계는 11개 부문으로 나뉜다. 병원 부문은 지출금
액(2005년 기준 26%)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그밖의 주요 부문에는 노인요양기관
(19%), 사회적 서비스 기관(12%) 및 약제 및 의료보조 부문(12%) 등이 있다. 기타 3.4%
에 해당하는 의료공급자 부문에는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 Zelfstandige

Behandel Centra

(ZBC)과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의원이 있다(Poos et al.,2008).

23.1.2 네덜란드의 병원서비스
입원과 당일입퇴원진료 day care는 병원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2009년 당시 네덜란드
에는 대학병원 8개, 종합병원 85개, 전문병원 32개, 재활센터가 23개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전문병원에는 유산클리닉 1개, 청력센터 4개, 투석센터 3개, 간질센터 2개, 통합
암센터 10개, 방사선치료센터 4개, 천식센터 3개와 기타 전문병원 5개가 있었다. 모든 병
원은 비영리 운영을 기본으로 하지만 표준 급여패키지에서 제외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
으며, 자발적 보충형 민간건강보험(VHI)이 이를 상환한다.
표 23.1은 2009년 당시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주요 현황을 보여 주고 있다(Kiwa
Prismant, 2010). 2009년 입원환자 재원연인원은 대학병원에서 1,709,000명,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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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관련 주요 현황, 2009년
병원 수

대학병원

종합병원

8

85

＜ 200 병상

0

9

200~300 병상

0

15

300~400 병상

0

22

400~600 병상

0

18

＞ 600 병상

8

21

235

1,653

1,709

9,125

입원환자수 / 1000
입원환자 재원일수 / 1000
입원환자 평균 재원일수

7.3

5.5

당일입퇴원 / 1000

226

1,627

3,142

24,257

외래방문 / 1000
출처 : Kiwa Prismant, 2010

에서는 9,125,000명이었으며, 평균 재원일수는 각각 7.3일과 5.5일이었다. 최근 몇 년간
네덜란드에서 입원환자수는 증가하고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당일입
퇴원 건수의 증가(2005년부터 2009년까지 38%)때문이었다. 한편 2005년과 2009년 사
이에 외래 초진 first outpatient visits 건수는 10% 증가하였다.
당일입퇴원 및 외래환자 진료는 전통적으로 병원에서만 제공했으나 지금은 보험적용
을 받는 개업의원(ZBC)이 병원진료 시장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공급자 간
의 경쟁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23.1은 병원과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이 병원서
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병원은 당일입퇴원 진료 및 외래
진료의 전체 범주를 제공하는 반면,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은 통상적으로 비급
성 당일입퇴원 진료 및 외래환자 진료만 제공하는데, 비영리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적어
도 두 명의 전문의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은 기본건강보
험(ZVW)에 포함된 진료뿐 아니라 민간건강보험(VHI)이 보장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많
은 병원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으로 설립한다. 이 개
업의원(ZBC)이 병원부문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에 불과하지만 보험
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의 수는 2005년의 79개에서 2009년의 195개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Kiwa Prismant, 2010). 민간의원 private clinic은 사회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일반 전문진료private specialist care를 제공한다. 민간의원에 대한 내용은 이 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네덜란드 보건의료 부문에서 이루어진 구조적 개혁은 의료제공자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수립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덜란드의 병원들은 독립적이며,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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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입원진료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 진료

재활치료 의뢰

외래진료

일반의에게 퇴원

일반의로부터 의뢰

당일입퇴원진료

병원부문 지출의
3% 미만

당일입퇴원진료
외래진료
외래에서는 비급성 환자만

그림 23.1 병원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병원과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의 역할

와 집단적 또는 선택적 계약을 체결한다. 2005년까지 예산수립 및 재정 체계는 주로 의료
비를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의료 성과를 증대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이 없었다(Oostenbrink & Rutten, 2006). 보건의료서
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 2월에는 병원과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전문의와 병원서비스에 대한 지불 기반으로 자체 개
발한 DBC Diagnose Behandeling Combinaties (진단치료조합diagnosis-treatment combinations)를 적용
했다.

23.1.3 DBC 시스템의 목적
DBC 도입의 주요 목적은 병원의 산출물product을 정의함으로써 병원과 구매자 간의 협상
(특히 질에 대한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병원지불 방식을 개정하는 것이었다(van
Ineveld et al., 2006; van de Ven & Schut, 2009). 그리고 DBC는 선택적 계약을 위한
근거로서 병원서비스에 대하여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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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당시에는 선별된 소수의 DBC(목록 B DBC)만이 자유로운 협상
의 대상이었다. 병원은 대부분의 DBC(목록 A DBC)에 대하여 집단 계약하에 진료 사례
당 정액을 지불받았다. 네덜란드 정부는 향후 목록 B DBC를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목록 B DBC의 점유율을 높여 각 병원 및 의료제공자들과 의료
의 질을 반영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이다.
네덜란드에서는 DBC 도입 이후 벤치마킹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네덜란드의 병원
에서 수집한 자원이용resource-use 및 원가 계산 cost-accounting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목
록 A DBC에 대한 평균 자원사용 프로파일이 각 병원들의 중요한 외부 비교기준 external
benchmark이

되고 있다. 또한 다른 비교 도구들도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연합회

에서는 ‘목록 B DBC’와 관련된 병원성과지표를 담은 가이드를 매년 발간하여 회원 기관
들을 돕고 있다.

23.2	DBC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
23.2.1 DBC 시스템에 대한 개관
네덜란드는 단일 DBC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DBC 관리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정부기
관인 DBC 사업단 DBC onderhoud (DBC-O)이 이를 관장한다. DBC 시스템은 네덜란드의 모
든 병원에 대해 DRG 유형의 지불을 할 수 있게 한다. 2008년부터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지불이, 2009년부터는 병원 및 재활센터에서의 재활치료에 대한 지불이 DBC 시스템에
포함되었다.
다른 국가의 DRG 시스템과는 달리 네덜란드에서 대부분의 DBC 시스템은 전문의를
처음 방문하는 시점부터 진료를 마치는 때까지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Steinbusch et
al., 2007). 이런 DBC 시스템을 ‘정규진료regular care’ DBC라 하고, 이것은 같은 해 동안
이루어진 한 번 이상의 입원진료와 복수의 외래방문 및 퇴원 후 추후진료follow up care를 모
두 포함한다.
여기에 다시 중요한 두 가지 DBC가 추가되는데(그림 23.2), 한 가지 유형은 ‘연속진료
continuation of regular care’

DBC로, 진료일수가 365일을 넘으면 ‘정규진료’ DBC에 부가하여

개설된다. 또 다른 유형은 ‘재원일 미산정 입원진료 inpatient without days’ DBC이다. 예를 들
어 만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충수절제술을 시술받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
우, 정규진료 DBC는 폐질환으로, 충수절제술은 ‘재원일 미산정 입원진료’ DBC로 추가적
으로 개설된다. ‘재원일 미산정 입원진료’ DBC를 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기타 다른 DRG
시스템에서 정의되는 특정 재원 specific hospital stay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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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진료 ’DBC
예: 상세불명의 만성 폐질환

‘정규진료의 지속’ DBC
예: 상세불명의 만성 폐질환

‘재원일 미산정 입원진료’ DBC
예: 충수절제술

입원 시점

365일

그림 23.2 DBC 유형에 대한 가상 개관

DBC는 다음에 설명하는 목록 중 하나에 속한다. 약 67%의 DBC는 목록 A, 33%는 목록
B에 속한다. 목록 B DBC는 동질적인 자원소모 패턴을 갖는, 유병률이 높은 사례들이다.
이를테면, 고관절 치환술과 슬관절 치환술, 당뇨, 백내장이나 서혜부 탈장수술과 같은 사
례들이다. 목록 A DBC와 목록 B DBC의 병원지불 계산 방식은 다르다(23.5.2 참조).
표 23.2는 전형적인 DRG 시스템과 DBC 시스템의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DRG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각기 다른 입원이나 외래진료 유형을 정의하는 반면,
DBC 시스템은 각기 다른 진단과 시술의 조합들을 정의한다. 따라서 한 해 동안의 진단
과 시술의 조합과 관련해 제공한 모든 병원서비스는 단 하나의 DBC에 포함된다. DRG 시
스템은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단과 시술에 따라 환자당 한 개의 DRG를 할당하지만,
DBC 시스템은 환자에게 한 개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수 진단이 있는 경우 환자당 복수
의 DBC를 이용한다. DRG 시스템은 통상 600~2,000개 정도의 분류군을 가지고 있는 반
면 DBC 시스템은 현재 약 3만 개의 DBC군을 가지고 있다.

표 23.2 전통적 DRG vs DBC
차이점

전형적인 DRG 시스템

DBC 시스템

정의된 병원산출물

한 번의 병원 입원이나
외래 방문

한 개의 진단치료 조합
(몇 번의 병원 입원이나 외래 방문을
포함할 수 있음)

환자당 DRG/DBC 수

환자당 한 개
(예외는 있음)

환자당 다수

종합적 시스템 ＜ 3,000 DRG

상세한 시스템 ＞ 30,000 DBC

퇴원 후 전산화된 그룹화
알고리즘에 의해 할당

전문의가 주진단에 근거해 DBC를
개설함

시스템의 상세도/정확도
DRG/DBC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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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DBC 시스템은 전산화된 그룹화 알고리즘이 없다. 전문의가 처음 진단할
때는 적용 가능한 DBC를 수작업으로 결정하며, 치료 과정 중에 이것을 다른 DBC로 변경
하여 등록할 수 있다.

23.2.2 DBC 시스템의 개발
199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는 미국의 AP-DRG 시스템을 단순화한 버전으로 6개 병원에
시범 적용했었다, AP-DRG가 네덜란드의 전문의 및 병원의 진료 유형을 반영하여 확장
하는 것이 가능한지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결과,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에서 외
래진료 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AP-DRG 시스템의 주요 단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원 후에 전문의가 아닌 행
정직원이 환자 분류를 수행하면서 진료 결과 해석의 차이 및 실수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지적되었다(Custers et al., 2007; Zuurbier & Krabbe-Alkemade, 2007). 따라서 보험
자와 병원은 DBC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23개의 대표성 있는 ‘선도 frontrunner’

병원 표본을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입원 및 외래부분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에 대하

여 DBC별 세부 자원이용 및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등록하였다.
DBC 수가tariff의 비용 계산은 다음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Beersen et al., 2005;
Zuurbier & Krabbe-Alkemade, 2007). (1)전문가에 대한 지불인 의사 비용요소 honorarium component

(2)기타 모든 병원서비스를 위한 병원 비용요소 hospital cost component. 의사

비용요소의 계산을 위해서는 DBC별 ‘기준시간norm-time’을 정한다. ‘기준시간’은 전문의
가 특정 DBC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반영한다. 시
간은 병원의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추정하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개연성을 평가한다. 의
사 비용요소는 여기에 ‘시간당 고정 가격’(개발 당시에는 135.5 유로)을 곱해서 계산한다
(Folpmers & de Bruijn, 2004). 목록 A DBC의 병원 비용요소는 23개 선도병원의 병
원서비스에 대한 자원이용 및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책정되었다. 이때 평균 자원이용
내역에 국가 단위원가national

unit cost를

곱해서 계산한다(23.4.2 참조). 병원서비스는 표

23.3과 같이 15개의 자원이용 범주로 분류된다. 이 병원서비스들에 대한 국가 단위원가
는 임금, 장비, 간접비(2009년부터) 및 자본비용을 포함하고 있다(23.4.2 참조). 목록 B
DBC의 비용요소 수가는 보험자와 병원 간 협상을 통해 책정한다(23.5.2 참조).
DBC 시스템은 2005년 2월 도입 이후 새로운 버전에 대한 정의 없이, 변경 및 추가 작
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3.4는 2005년 도입 당시와 2010년 버
전의 DBC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DBC 시스템 도입 시에는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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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병원서비스 자원이용 범주
재원일수
중환자실 재원일수
당일입퇴원 체류기간
외래 및 응급실 방문
진단검사
영상검사
의료장비
외과적 시술
진단활동
미생물 및 기생충검사
병리검사
혈액제재
준의료 및 지원서비스
재활서비스
기타서비스
출처 : DBC-O, 2011

표 23.4  DBC 도입 당시(2005) 버전과 현재(2010) 버전의 주요 변경 내용 비교
첫 번째 DBC 버전

현재의 DBC 버전

도입일

2005

2010

(주요) 목적

병원지불

병원지불, 벤치마킹

시스템 근원

자체 개발

자체 개발

개발에 이용된 자료

23개 ‘선도’병원의 자원이용 및
단위원가 자료

모든 병원의 자원이용 자료:
15~25개 ‘선도’병원의 단위원가 자료

포함된 서비스

정신, 재활치료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의 전 범위

정신, 재활치료를 포함한 입원 및
외래의 전 범위

포함된 비용 범주

교육, 훈련, 연구 및 상업적 이용
비용을 제외한 간접비

교육, 훈련, 연구 및 상업적 이용
비용을 제외한 간접비 및 자본비

± 100,000; 목록 A: 90%; 목록 B: 10%

± 30,000; 목록 A: 67%; 목록 B: 33%

모든 병원 및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

모든 병원 및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

적용된 DBC 수

초진 사례에만 진단·시술의 조합별로 하나의 DBC 코드를 할당했고, 외래초진 이외의 모
든 병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DBC 코드를 할당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성한
DBC의 수는 10만 개이다. 그중 목록 A DBC가 차지하는 비율은 90%였으며 이것은 자본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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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버전의 DBC 시스템에서는 환자 분류를 단순화했다. DBC 수를 10만 개에서
3만 개로 대폭 감축했으며, 그중 목록 A DBC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이다. 이제 각 진
단·시술 조합은 외래 첫 방문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병원서비스를 포함하는 단일 DBC로
지정된다. 또한 DBC를 재할당했는데, 예를 들어 ‘진료 유형’ 및 ‘시술’ 차원을 설명하기 위
해 범주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23.3.2 참조). 목록 A DBC 수가의 병원 비용요
소는 현재 모든 병원의 상세한 자원이용 내역과 15~23개 ‘선도’ 병원에서 산출한 원가자
료를 이용하여 결정된다. 또한 현재의 병원 비용요소는 자본비용을 포함한다.
한편 목록 A에서 B로 점점 더 많은 점유율이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DBC
시스템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표이다(23.1.3 참조). 목록 A의 DBC가 목록 B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DBC의 자원소모 수준이 충분히 동질적이어야 함
(2) 충분한 수의 DBC 사례가 있어야 함
(3) 충분히 많은 수의 공급자가 DBC를 제공하고 있어야 함
(4) DBC의 비급성 의료서비스를 예측 가능해야 함
(5) 전문의 및 병원 등 의료공급자가 이러한 전환에 동의해야 함
(6) 모든 목록 A DBC는 같은 진단 그룹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야 함

23.2.3 DBC 시스템의 개발과 개정에 이용한 자료
소요 시간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도출한 개연성 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앞
서 기술한 병원 비용요소의 ‘기준시간’을 개정한다(Oostenbrink & Rutten, 2006). 그리
고 시간당 조정요금은 보건의료당국(NZa)이 설정한다.
목록 A DBC의 병원 비용요소는 DBC 사업단(DBC-O)의 소속 부서인 ‘DBC 정보시스
템(DBC-DIS)’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DBC 사업단(DBC-O)이 결정하고 개정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1)최소기본자료세트(MBDS)에서 얻은 자원 사용 정보와 (2)15~25
개의 ‘선도’ 병원(23.4.2 참조)에서 얻는 단위비용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23.3은 전문의
로부터 DBC-DIS의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자료 수집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전문의가 DBC를 개설하는 시점부터 DBC당 자원사용과 치료 사례당 자원 사용을 수집해
각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한다. 그리고 등록 시스템을 통해 병원서비스의 DBC를 기
록하고, DBC-DIS에서 자료를 통합하면 전문의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환류
feedback한다.

전문의

…

전문의

전문의

병원 데이터베이스

그림 23.3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자료 수집 절차

전문의

병원 데이터베이스

…

- 모든 병원으로부터의 자원 사용 정보(MBDS)
- 15~25 참조 병원으로부터 단위원가 정보

국가 데이터베이스

DBC-DIS

병원 데이터베이스

…

기술적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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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시스템 개정의 규칙과 방법
DBC 분류체계 개정의 규칙과 방법
DBC 사업단(DBC-O)은 비정기적이지만 지속적으로 DBC 분류체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DBC 분류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의협회는 DBC 사업단(DBC-O)에 이를 통보
한다. DBC 사업단(DBC-O)은 또한 DBC 시스템 혁신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23.6 참조).
DBC 시스템은 통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으며, 새롭게 생성될 수 있다. 사례에서는 최근 감
소된 DBC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23.2.2 참조) 새롭게 생성된 DBC를 소개한다(23.8 참조).
개정은 전문의협회의 환류 결과 및 DBC-DIS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수가 tariffs 개정의 규칙과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의사 비용요소와 관련된 ‘기준시간’은 비정기적으로 개정된다. 시간당
고정요금을 매년 재조사하고 필요 시 개정한다. 또한 목록 A DBC의 병원 비용요소를 매
년 재계산하고, 반드시 평균 자원이용 내역과 국가단위비용을 곱하여 계산한다. 표 23.5
는 특정 DBC(‘수술/ 정규진료// 무릎 관절증/ 임상적 에피소드를 동반한 수술’)에 대한 가
상의 자원이용 내역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서비스별 단위비용의 계산 관련 내용은 23.4
에 기술되어 있다.

표 23.5  DBC에 대한 가상 평균 자원이용 내역: ‘외과/ 정규진료// 무릎관절증/ 임상적 에피소
드를 동반한 수술’
병원서비스

해당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점유율(%)

해당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평균 자원이용

모든 환자의
평균 자원이용

재원일수

100

6.0

6.0

외래 방문

100

8.0

8.0

진단검사

100

1.0

1.0

영상검사
흉부 X-선

50

1.0

0.5

100

2.0

2.0

고관절 X-선

50

1.0

0.5

엉덩이/하지 MRI

10

1.0

0.1

100

1.0

1.0

100

2.0

2.0

무릎/하지 X-선

수술적 시술
수술 전위
준의료 및 지원서비스
물리치료

출처 : Zorgverzekeraars Nederland, 2004
주석 : 예를 들어 50%의 환자가 흉부 X-선 검사를 받았음. 이 환자들의 평균 흉부 X-선 검사 건수는 1.0건이었다.
모든 환자의 평균 흉부 X-선 검사 건수는 0.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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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치와 수가 적용 사이에는 항상 최소 2년 이상의 시차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09년의 병원 자원이용 및 원가자료는 DBC 병원 비용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분석해 2012년의 수가에 반영된다.

23.3 현재의 환자분류체계
23.3.1 환자 분류에 이용한 정보
전문의는 적용 가능한 DBC가 무엇인지 자문을 받아 DBC의 ‘차원 dimension’이라고 불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첫 번째 진단에 대한 DBC를 수작업으로
개설한다(van Beek et al., 2005). (1)진료과 medical specialty (2)진료 유형 type of care (3)진
료에 대한 수요 demand for care (4)진단 diagnosis (5)치료의 축 treatment axis(진료 환경 및 성격
setting and nature)

즉 이런 과정을 거쳐 임상과 자원이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정보를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이용한다. DBC 시스템은 주진단 principal diagnoses과 2차 진단 secondary diagnoses을 구분
하지 않는다. 환자가 치료를 요하는 2차 진단을 진단 받았다면, 해당 2차 진단은 별도의
DBC로 분류될 것이다(23.2.1 참조).

23.3.2 분류 알고리즘
환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다섯 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1)진료과를 네 자리 코드로
명시 (2)첫 다섯 자리에 진료 유형에 대한 두 자리 코드 추가 (3)특정 진료과 진료에 대한
필요성 명시 (4)세 자리 추가 코드를 이용하여 진단명 명시 (5)DBC의 마지막 세 자리 코
드를 이용하여 치료의 축을 정의. 표 23.6은 외과에서 치료받은 충수염 환자의 분류를 도
식화한 견본을 제시하고 있다.

진료과
환자는 27개 진료과로 분류될 수 있다(0301~1900으로 분류). 충수염으로 외과에서 치료
받은 환자의 진료과 코드는 0303//// (외과 surgery////)이다.

진료 유형
현재 ‘진료 유형’ 단계를 기술하기 위해 다음의 두 범주가 이용되고 있다. ‘정규진료’ (코
드 11) 및 ‘정규진료의 지속’ (코드 21). 충수염 환자의 코드는 0303/11/// (외과/ 정규진
료///).

23장

네덜란드: DBC (The Diagnose Behandeling Combinaties)

469

표 23.6  환자분류체계의 로직: 수술 예
진료과

진료 유형

진료 필요성

진단

치료의 축

0303 외과

11 정규진료

해당 없음

113 충수염

201 절개 수술 외래환자

21 정규진료 지속

202 통원 절개 수술
203 임상 에피소드를 동반한
절개 수술
204 시술을 동반한 당일
206 임상 에피소드를 동반한
통원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입원환자
301 내시경적 수술 외래환자
302 당일입퇴원 내시경적 수술
303 임상적 에피소드를 동반한
내시경적 수술
306 임상적 에피소드를 동반한
통원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입원환자

진료의 필요성
‘진료의 필요성’은 제한된 수의 진료과에서만 이용된다(성형외과, 비뇨기과, 위장관과 및
방사선과). 이 단계는 평균 자원소모보다 많은 자원을 소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에 대
한 필요성 demand을 명시한다. ‘진료의 필요성’ 단계는 ‘성형외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한 개 수술 부위에 두 개 이상의 수술’, ‘수술부위의 광범위한 압궤손상’, ‘수술 부위에 선
천적 장애’, ‘2차 집도의 필요’, ‘10세 이하 소아’.

진단
‘진단’ 단계는 환자의 진단을 의학용어로 기술한다. DBC에서는 ICD-10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지 않았지만 진단 분류에는 ICD-10을 이용한다. 충수염 환자에 대한 ‘진단’코드는
0303/11//113/ (외과/ 정규진료// 충수염/)이다.

치료의 축
‘치료의 축’ 단계는 ‘치료 환경 treatment setting’ 및 ‘치료의 본질 treatment nature’을 나타낸다.
‘치료 환경’은 ‘외래진료’, ‘당일입퇴원day

care ’이나

‘임상적 에피소드 동반 with clinical episode’

모두를 포함한다. ‘치료’에 대한 전문의의 세부 구분은 예를 들어 치료가 ‘개방성 수술
open-surgery’인지

‘내시경적 수술 endo-surgery’인지 구분하거나 명시할 수 있다. 치료의 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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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는 ‘내과계 진료과’에서 ‘위장관과’와 ‘소아과’의 6개부터 ‘내과’의 60개 이상까지 분류
된다. 예를 들어 충수염 환자를 나타내기 위한 ‘치료의 축’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0303/11//113/201 (외과/ 정규진료// 충수염/ 외래 개방적 수술); 0303/11//113/202
(외과/ 정규진료// 충수염/ 당일입퇴원 개방적 수술); 또는 0303/11//113/203 (외과/ 정
규진료// 충수염/ 임상적 에피소드를 동반한 개방적 수술)

23.3.3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
DBC-DIS는 DBC 시스템의 개발 및 개정과 관련하여 자료의 질과 개연성 검증을 수행한
다. 매년 시행되는 이 검증 작업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며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최소기
본자료세트(MBDS) 정보의 기술적 개연성을 검증한다(기술적 정확성, 포괄적이고 기능적
측면의 정확성). 외부 자료에 대한 감사 시스템은 없다.

23.3.4 상향 분류up-coding 또는 분류 오류wrong-coding와 관련된 유인
상향분류는 DRG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설명되어 왔지만, 네덜란드의 DBC
시스템은 미국과 호주의 DRG 시스템과 비교하여 상향분류에 있어 덜 민감한 것으로 보인
다(Steinbusch, 2007). 네덜란드의 DBC 시스템의 상대적 장점은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
에 따라 조정되는 분류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며, DBC는 진단에 의해 개설된다는 사실과,
네덜란드의 병원은 일반적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23.4 병원 내 원가 계산
23.4.1 규정
DBC 사업단(DBC-O)의 ‘DBC 정보시스템(DBC-DIS)’에 병원의 최소기본자료세트
(MBDS)만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에게 원가 계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15~25개의 ‘선도’ 병원은 통일된 원가 계산의 모형을 따라야 한다. 이 모형은 초기 DBC
도입 단계에서 개발된 것이다(Zuurbier & Krabbe-Alkemade, 2007).

23.4.2 원가계산시스템의 주요 특징
모든 선도 병원은 모든 관련 비용을 개별 서비스에 배부하여야 한다. 관련 비용은 인건
비, 장비비, 간접비용, 자본비용을 포함한다(23.2.2 참조). 교육, 훈련, 연구, 상업적 이
용 commercial exploitation 등은 DBC 시스템이 재원조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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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는다.

지원원가중심점에서 최종원가중심점으로 병원 원가의 배부
최종원가중심점 final

cost centers은

병원서비스를 산출하는 병원 부문으로서 입원 및 외래

클리닉, 검사실, 수술실, 방사선과 등을 포함한다. 지원원가중심점 support cost centers은 환
자서비스를 산출하지 않는 행정, 인사, 청구, 소통, 재정, 안전 및 응급상황 대처 등을 담
당하는 부서로 간접비를 발생시킨다. 지원원가중심점은 간접부서overheads라고도 한다.
병원 원가배부의 첫 단계는 지원원가중심점에서 최종원가중심점으로 배부하는 것이
다. 배부 방식은 병원이 선택할 수 있다. 배부 방식은 환자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지원원가중심점 간의 상호 배부 작업 없이 최종원가중심점으로 배부한다
(Zuurbier & Krabbe-Alkemade, 2007; Horngren et al., 2005). 병원산출물에 대한 원
가 계산모델은 각각의 원가중심점에 사용한 배부 방식에 관한 내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병실비용에 대한 배부를 위한 면적(m2), 행정비용 배부를 위한 FTE full-time equivalents 수
이다.

최종원가중심점에서 병원서비스로 관련 비용 배부
지원원가중심점을 최종 원가중심점으로 배부한 뒤에는 각각의 최종 원가중심점을 입원일,
집중치료일, 진단검사, 영상검사, 수술 등의 개별 병원서비스에 할당할 수 있다(표 23.3
참조). 이러한 배부 과정에는 ‘가중치’가 사용되는데 가중치 값은 산출 서비스의 유형에 따
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술적 중재의 평균 시간을 중재에 대한 최종 ‘수술’의 원가로 배부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당국(NZa)은 15~25개 선도병원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해서 4,500개
에 달하는 병원서비스의 원가를 정하게 된다. 국가 단위비용은 적어도 2년의 시차를 두고
결정된다. 즉 2012년 수가는 2009년의 국가 단위비용을 기초로 책정한 것이다.

23.5 병원지불을 위한 DBC
23.5.1 DBC 유형 병원지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비용의 범위
모든 병원 및 보험적용을 받는 개업의원(ZBC)의 입원 및 외래서비스(정신 및 재활치료 포
함)는 모두 DBC 시스템의 로직에 따라 재정이 조달된다. 한 가지 예외인 고가약과 희귀약
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당국(NZa)이 추가 지불을 한다(고가약의 경우 구입가의 80%, 희귀
약은 100%) (Rodenburg-van Dieten, 2005). 2009년의 경우 전체 교육 훈련이나 수익
활동 등을 통해 얻은 기타 수입은 전체 병원수입의 15.9%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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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DBC 수가 계산
DBC 수가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의사 비용요소 (2)병원 비용요소. 의사
비용요소는 목록 A DBC와 목록 B DBC 모두에 대하여 ‘기준시간’ 및 시간당 고정된 요금
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23.2.2~23.2.4 참조). 목록 A DBC는 모든 병원으로부터 수집
한 평균 자원이용 내역과 23.4.2에 기술된 병원 산출물 원가 계산 모형을 통해 산출한 단
위비용을 이용해 계산한다. 표 23.7에서는 DBC의 병원 비용요소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표 23.7  병원 비용요소에 대한 가상 계산
병원서비스

모든 환자에 대한
총 자원이용

국가
단위비용(€)

총비용(€)

환자당
평균비용(€)a

재원일수

1,250

296

370,083

1,341

외래 방문

864

43

37,147

135

1,029

34

35,002

127

요검사

560

2

1,121

4
3

당일입퇴원 체류 시간day care hours
진단검사
요소

836

1

836

크레아티닌

974

2

1,949

7

백혈구

781

1

781

3

615

52

32,005

116

영상검사
흉부 X-선
복부 X-선

781

52

40,616

147

복부 CT

144

228

32,723

119

복부 초음파

281

83

23,320

84

276

548

151,248

548

수술적 시술
충수절제술
결장절제술

8

1,595

13,207

48

소장절제술

11

1,056

11,658

42

충수농양절제술

6

761

4,201

15

진단적 개복술

41

484

20,038

73

진단적 십이지장경

14

408

5,630

20

6

479

2,644

10

856

33

28,235

102

500

31

진단 활동

방광-/요도경
미생물 및 기생충검사
준의료 및 지원서비스
물리치료
총계

15,486

56

827,929

3,000

출처 : Zuurbier & Krabbe-Alkemade, 2007
주석 : 목록 A DBC: ‘외과/ 정규진료// 충수염/ 임상적 에피소드를 동반한 개방적 수술’;
DBC 수가의 총합이 된다.

a

환자당 평균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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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예로 ‘외과/ 정규진료// 충수염/ 임상적 에피소드를 동반한 개방적 수술’을 제시하
고 있다.
목록 B DBC의 병원 비용요소에 대한 수가tariff는 병원과 보험자의 협상에 따라 책정한
다. 보험자는 목록 B DBC에 대하여 모든 병원과 계약할 의무는 없으며, 병원에 따라 협상
가격이 달라 그에 따라 DBC 가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병원은 같은 DBC에
대하여 보험자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협상할 수도 있다. 보험자와 병원은 횟수와 협정 기
간을 결정하는데, 연도별 협상이 권고되고 있으나 각 당사자가 상황에 따라 필요 시 협상
을 재개할 수 있다(van Ineveld et al., 2006). 대기 목록이 길거나 특정 건강문제에 공공
의 관심이 증대될 때 또는 고가나 희귀약이나 장비의 도입 등이 그러한 예이다.

23.5.3 실제 병원지불에서의 DBC
네덜란드의 모든 병원은 목록 A DBC에 대해서는 전국 일률적인 가격을, 목록 B DBC는
보험자와의 협상 가격에 따라 상이한 가격을 적용받는다. 병원은 DBC로 지불받기 위해
모든 환자를 관련 DBC로 분류하고, 치료가 끝나면 환자가 속하는 보험자에게 관련 DBC
를 포함한 청구서를 보내서 상환받는다.
목록 A DBC의 경우, 병원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총수입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예
산 prospective budget을 적용받는다. 예산은 매년 보건의료당국(NZa)이 책정하며, 고정/변동
비용, 병원의 단골환자, 시설 유형, 병상수, 재원일수 및 외래방문수 등의 변수에 기초해
서 산출한다.
목록 B DBC의 경우, 한 병원이 산출할 수 있는 목록 B DBC 수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산출물이 예정된 수치를 초과할 다를 경우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때 병원과 전문의의 수입은 DBC 지불에만 의존하게 된다. 즉 산
출물production 수치가 높으면 높은 비용 cost과 부가 수입 yield을 얻지만, 낮을 경우 낮은 비
용과 낮은 수입을 초래한다.
DBC제도는 ‘비계약진료 non-contracted

care’에도

적용된다. ‘비계약진료’의 대상은 외국

인 환자, 비보험 환자, ‘소속 보험자가 해당 병원과 계약을 맺지 않은 환자’ 등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 환자나 보험자는 DBC 수가를 지불해야 한다. 목록 A, B DBC의 의사 비용요
소와 목록 A DBC의 병원 비용요소의 가격은 비계약서비스와 계약서비스가 같지만, 목록
B DBC의 병원 비용요소 수가는 병원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 진료와 비계약 진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병원은 계약서비스의 수가는 공시할 필요가 없지만, 비계약서비
스의 수가는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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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질 관련 조정
목록 A DBC에 대해서는 질 관련 조정이 없다. 즉, 질에 관계없이 모든 병원에 동일한 수
가가 적용된다. 목록 B DBC에 대해 제공된 의료의 질에 따른 협상을 하고자 했으나, 현실적
으로는 가격과 양을 중심으로 실험자와 병원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23.7 참조).

23.5.5 병원에 대한 주요 유인
목록 A DBC에 대하여 병원은 국가 전국 단위비용 이하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며, 목록 B DBC의 경우 협상가격 이하로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가진다. 따라
서 DBC 시스템은 병원에 자원 소모를 감축시키는 질적인 측면의 유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 유인은 필수적이지 않은 진단 서비스를 줄이고 평균재원일(ALOS)의 단축을 유
도해서 질 향상을 도모한다(Custers et al., 2007).
수술 후 감염이나 재입원율 같은 합병증을 줄여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은 DBC 시스
템에 의해 촉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합병증의 발생은 새로운 DBC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Custers et al., 2007). 병원은 보험자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목록 B DBC
의 특정 항목을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한 뒤, 환자들에게 이익이 남는 목록 A
DBC를 제공함으로써 그 손실을 보충하려 할 수도 있다.

23.6 신기술·혁신기술
23.6.1 신기술을 병원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DBC 사업단(DBC-O)은 DBC 시스템 혁신의 창구 역할을 한다. 신기술이 DBC 시스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신청(예를 들어 병원으로부터) 후 다음의 7단계 과정을 밟아야 한다
(VWS, 2009).
1.	DBC 사업단(DBC-O)은 실용성, 완전성, 본질, 적용의 범위 및 복잡도를 평가한다.
2.	건강보험위원회(CVZ)는 특정 기술에 대한 근거의 정도와 수준을 시험하기 위해 문
헌 고찰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3.	DBC 사업단(DBC-O)은 원가, 효과, 윤리적 측면, 환자의 선호도 및 적용 결과에 대
하여 평가한다.
4.	2, 3단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DBC 사업단(DBC-O)은 DBC 시스템에 해당
기술의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5.	DBC 사업단(DBC-O)이 긍정적 결정을 내리면 보건의료당국(NZa)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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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보험위원회(CVZ)는 보건복지체육부(VWS)에게 신기술을 보험 급여패키지에
포함시킬지에 대하여 조언한다.
7.	마지막으로, DBC 사업단(DBC-O)은 신기술을 DBC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와 같은 7단계를 거치는데, 새로운 치료 제안 등록 후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VWS, 2009). 신기술이 처음 DBC 시스템에 도입될 때에는 평균 자원·이용 내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따라 DBC 수가를 책정한다. 2010년까지 24개 신규 기술을
DBC 사업단(DBC-O), 보건의료당국(NZa), 건강보험위원회(CVZ)에서 평가했는데, 7개가
신규 DBC, 4개는 기존의 DBC에 포함되었고, 5개는 인정되지 않았고, 8개는 심사 중이다.

23.6.2 자금 조달Funding
현재 DBC 시스템은 신규·혁신적 치료 treatment를 1년에 두 번 도입한다. DBC 시스템에
신규기술을 포함하기 전에는 혁신약에 대해서만 추가지불을 받는다. 2006년 이후로는 ‘고
가약 목록’이나 ‘희귀약 목록’에 혁신약을 4년간 조건부로 임시 등재할 수 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치료적 가치 therapeutic value의 추가 제시; (2)비용이 연간 병원 의약품 예
산의 0.5%(고가약) 또는 5.0%(희귀약)를 초과; (3)의약품급여자문위원회의 일상적인 임
상 진료를 통한 비용효과성 측정 계획이 있음

23.7 네덜란드 DBC 시스템에 대한 평가
DBC 도입의 주된 목적은 가격과 질에 대한 보험자와 의료제공자 간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원래 의도는 이러한 협상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에 기초하도록 하는 것이

표 23.8  2004년과 2007년의 협상된 수가 비교
N

2004년
수가(€)

2007년
평균 수가(€)

상대가격
증가(%)

2007년
최저가

2007년
최고가

서혜부 탈장수술

407

2,163

당뇨

410

409

2,254

4.2

1,529

3,088

483

18.1

385

편도절제술

409

1,027

740

800

8.1

433

백내장

1,498

407

1,317

1,381

4.8

1,044

1,599

고관절 치환술

409

8,561

9,097

6.3

7,603

11,370

슬관절 치환술

404

10,228

10,746

5.1

9,097

13,000

추간판 탈출증

354

3,046

3,308

8.6

2,413

5,778

출처 : Nederlandse Zorgautoriteit, 2005
주석 : 네 개 보험자의 일곱 개 질환 목록 B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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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실제로는 주로 가격과 생산량에 대해서만 협상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목록 B
DBC의 수가는 목록 A DBC의 수가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고, 보험자는 더 낮은 수가를 적
용하도록 점점 더 압력을 가하고 있다(van de Ven & Schut, 2009). 표 23.8은 2007년과
2004년의 협상수가를 비교하고 있다. 네 개의 보험자의 일곱 개 목록 B DBC의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된 가격 변이는 소수의 DBC 항목에서만 나타난다. 복합질환 DBC나 만성
질환 DBC는 시장경쟁에 비교적 덜 민감하다. 최근 병원은 개별 DBC에 대한 가격 수준보
다는 전체 목록 B의 총예산에 대해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van Ineveld et al., 2006).
보험자는 병원과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것과 가입자가 선호하는 병원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왔다. 질을 결정할 척도를 적절히 구성하고, 정확한 자료를 적시에 입수하는 어
려움 외에도, 보험자가 질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양질의 병원과 선택적으로 계약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갖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보험자는 선호하는 병원이 줄어들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게 될 경우 받게 될

●

평판의 저하를 우려한다.
	환자들은 병원 간에 효과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의료의 질이 같다고 생각하기

●

때문에, 보험자들은 질을 높이기 위한 협상을 할(그리고 그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
할) 유인이 없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병원은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하는데, 한 보험자가 특

●

정 병원의 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이 병원의 환자는 소속 보험자가 어
디든 모두 이러한 질 향상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특정한 보험자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만성질환자들의 등

●

록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불행히도, DBC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국가
DBC-DIS 데이터베이스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제한된 소수만이 접근 가능하다.

23.8 전망: 앞으로의 발전과 개혁 방향
소위 투명성을 지향하는 신세대 DBC가 곧 구축될 예정이다. 이 새 시스템에서는 전산화
된 그룹화 알고리즘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다(그림 23.4 참조). 또한 DBC 분류 기준에서
‘전문분야’별 구분을 없앰으로써 DBC의 수가 현재의 3만 개에서 4천 개로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한편 고가약·희귀약, 집중치료 및 기타 산출물은 ‘추가add-ones’ 치료로 분류되어
별도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기타 산출물은 공유치료 transmural/shared care 즉, 병원 외부
의 의료인력과의 협조하에 제공되는 병원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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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자료세트
입력

기타
산출물
그룹화 알고리즘

진료 유형

진료 필요성

진단

치료의 축

그룹화 알고리즘

‘1차진단’ 결정 노드

ICD-10
그룹 I

‘1차치료’ 결정 노드

치료 그룹 X

DBC X1

출력

ICD-10
그룹 II

DBC X2

치료 그룹 Y

DBC X3

DBC

DBC Y1

치료 그룹 Z

DBC Y2

EOD

EOD

DBC Z1

EOD

그림 23.4 DBC 신규 생성을 위한 그룹화 알고리즘
주석 : EOD: 고가/희귀 의약품; ‘추가’; IC: 집중치료 추가; OP: 기타 산출물

앞으로의 그룹화 알고리즘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환자 분류에 진료강도 care
intensity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일 이내와 5일 초과 입원에 별도의 DBC를 부여

하는 것이다. 이 그룹화 알고리즘은 현재 시험중이지만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이러한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 하나의 향후 발전 방안은 사전 설정 예산액을 생산 파라미터(초진방문, 첫 입원, 재
원연인원, 당일입퇴원 체류 시간과 같은)에 따라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2010년 초에 이러한 방식의 이전을 시작해서 최소한 3년간 지속할 계
획을 세웠다(Nederlandse Zorgautoritei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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