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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료원가와
의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의료기관 운영
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의료수가 결정과 인상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물가상승률 같은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진행한다. 이처럼 수가 인상은 건정심에
서 심의해 최종 결정되지만, 수가인상률은 각 가입자단체와 건강보
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수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의료 급여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
험자가 일정 약정 하에 받는 금전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급여방법으로는 직접급여와 간접급여가 있다. 직접
급여는 보험자가 직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의료를 공급하는 방법이고, 간접급여는 현물급여와 상환
제도(의료비의 지급)로 나뉜다. 

전자는 피보험자가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피보
험자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뒤에 피보험자가 보
험자로부터 의료비의 상환을 받는 방법이다.



Ⅰ. 일반기준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상

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제16장에 분류된

항목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기

관 종별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미만을 4사5입한다.

행위 급여 일반원칙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제 2017-92호)

• 핵심은 행위유형별로 검체와 영상검사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이를

수술과 처치 온 행위 점수로 옮김으로써, 전문과목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는 취지다. 

• 26개 전문학회에서 의협 상대가치연구단 참여 결과 : 

• “부하심전도 검사 – Treadmill Test” 및 “심전도감시 – 24시간 홀터 기록” 

14% 증가, “관상동맥조영” 15%증가와 더불어 행위분류에 따라 “급성심

근경색증의 원인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 동맥스텐트삽입술＂은 기존점

수의 55% 증가, “만성 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은 112% 증가된 상대가치점수(행위수가)가 7월 1일 부터 적용되었다. 





수가와 업무량(OECD 2012년)

한국 OECD 일본 영국 미국

의사 수 (인구천명) 2.0 3.1 2.2 2.7 2.4

의료기관이용률 12.9 6.4 13.1 5.0 3.9

총 의료비 (%GDP) 7.1 9.5 9.5 9.6 17.6

업무량 = 이용률/의사
수

6.45 2.06 0.92 0.29 0.25

수가=총 의료비/이용률 0.55 1.48 0.73 1.92 4.51



보건의료비용 : 2016년 OECD 통계
(가계직접부담의료비 비율 : 한국 36.8%/OECD 20.3%)

GDP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

보험료 및 세금을
통한 부담

본인 부담
1인당 경상

의료비(달러)

한국 7.7% 4.9% 2.8% 2729

미국 17.2% 15.3% 1.9%

영국 9.7% 8.3% 1.4%

OECD 9.0& 7.2% 1.8% 4003



급여기준이란

• 급여 기준(benefit standard)

- 보험의 약관에 비유됨.

- 피보험자(국민)과 보험자(보건복지부)와의 계약 내용

-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에 따른 혜택(급여, benefit)

예) 난임 시술의 급여 기준은 45세

•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1. 인정 조건을 명시 – 적응증(증산, 상병, 이전 검사결과, 나이 등)

2. 인정(산정)횟수, 인정(산정)기간, 인정(산정)개수

3. 인정 조건(1, 2)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청구 여부/방법 규정

: 불인정/사례별인정/비급여/예비급여 등



“급여 기준“ 이란

건강보험법

- 제 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은 의약계 ·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급여 심사 조정

• 급여기준 : 의학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적응 증, 시술 범위

등 급여가 적용되는 인정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규정(의료

행위 951개, 치료재료 298개, 약제 570개 등 총 1819개).

• 심사지침 : 심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심평원 장이 공고(행위설명, 개정내용, 심의사례, 질의응답 등등)

• 1차 심사

• 2차 삭감조정

• 3차 중재 (복지부 보험평가과)



치료재료는 허용된 재료개수를 초과 청구하면 급여 삭감되거나 임의 비 급여로 받는 경우 불

법이며,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급여기준 벗어나면 삭감되거나 그 행위에 사용된 비용(치료재

료 등등)을 환수조치 당하지만, 약제는 이런 경우 100대 100 본인 부담 가능합니다. 

구분 의료행위(치료재료 포함) 약제

급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따른 비 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예)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급여로 등재된
행위 또는 치료재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표에 등재된 의약품

비 급여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 급여대상
예) 미용, 검진, 비 급여 등재 행위 등

약제 급여 목록 표에 등재된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미 등재 의약품)

100/100

급여로 등재된 행위(치료재료)금액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
(비 급여는 금액을 정하지 않으나 100/100
은 금액이 정해짐)

급여로 등재된 약제 금액의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
(비 급여는 금액을 정하지 않으나 100/100
은 금액이 정해짐)

임의 비 급
여

급여, 비 급여로 고시되지 않은 행위를 시행
후 비용을 받는 경우
예) 신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 등

허가범위 초가 사용 승인 없이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 후 비용
을 받는 경우 등



미국에서의 medicare cost산출

Current Procedures and Terminology (CPT) 

code나 Medicare Health Care Procedures 

coding system (HCPCS)로 행위 정의되어 항목
에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ystem에 의
거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cost가 결정된다.



1. 홀터 (81BZ)

2. 운동부하검사 (51LJ)

3. 일상생활 심전도 감시 (51LE)

4. 병상 심전도 감시 (51LC)

5. 기립경 검사 (tilt table test) (51LH)

6.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51TEL)

7. 심전도 전위분석측정 검사 (signal averaged 

electrocardiography) (51LA2)

8. 심박수변이 (HRV, HRT) (FY984) 비보험

9. T파 변이 (T wave alternance) (EZ874) 비보험

Noninvasive study



심전도



심전도

한국 상대 가치 74.69

단가 549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7137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4282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0.17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17.19



홀터



홀터

한국 상대 가치 356.35

단가 2619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34047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20428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0.52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92.02



운동부하 검사



운동부하 검사

한국 상대 가치 309.05

단가 2272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29530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17722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0.75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76.98



일상 생활 심전도 감시



일상 생활 심전도 감시

한국 상대 가치 201.59

단가 1482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19266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15560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0.52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병상 심전도 감시



병상 심전도 감시

한국 상대 가치 132.81

단가 976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12688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2538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0.52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207



기립경 검사



기립경 검사

한국 상대 가치 583.69

단가 4290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55770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33462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1.89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159.7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한국 상대 가치 409.18

단가 3007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39091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7818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심전도 전위분석측정 검사



심전도 전위분석측정 검사

한국 상대 가치 94.16

단가 6920원

대학 병원 수가 (상급 종합병원) 8996원

환자 지불 금액 (외래 기준) 5398원

미국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Work RVU) 0.25

Medicare nonfacility payment $30.43



요약

• 기본적인 검사에 대한 보험수가와 의료 급여 기준에 대한 높은 관심

이 요구된다.

• 현재 기본 검사중 일부 검사는 낮은 수가로 인해 검사가 기피되고

일부는 아예 항목 자체가 없다.

• 행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위험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 의학적 접근과 함께 사회 경제적인 접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