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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 In this study, we surveyed the time spent and the relative value of workload for each
service conducted by hospital pharmacists which are currently included in the lis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benefits, and we also investigated the which services should be newly
included in the NHI list.

Results : Among 240 hospitals, 51 hospital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the estimated relative
values for 1-day dispensing were similar regardless of the patient setting (inpatient, outpatient, or discharged patient). The relative values for ‘aseptic compounding for chemotherapy’,
‘aseptic compounding for total parenteral nutrition’, ‘aseptic compounding for other injectables’, ‘nutrition support team consult’, ‘counseling for discharge medication’, ‘discharge medication reconciliation’ ‘counseling for optimal inhaler use’, ‘anticoagulation management services’, ‘transplant pharmaceutical care’, and ‘critical care pharmacy service’ were 2.8~38.2
times higher compared to that for ‘1-day dispensing for an inpatient.’ It was shown that ‘critical care pharmacy service’, ‘medication counseling to a discharged patient’, and ‘counseling for
optimal inhaler use’ had priority in the NHI benefits listing.

Conclusion : This study discovered a gap between the measured relative values reflecting actual workload and currently applied reimbursement, and identified which services have priority
in NHI benefits listing. We hope that these results would help adjust the NHI insurance fees to
reduce the gap and establish new fees for advanced clinical services.

[Key words] Relative Value, Pharmaceutical Care Service, Dispensing, Insurance Fee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는 현재 행위별수

나타낸 것이다.1),3) 상대가치 점수는 2008년, 2017

가제(fee-for service)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1977

년에 개편되었고, 2023년부터 적용예정인 3차 개편

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된 것으로서 약사를

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2),4) 상대가치 점수

포함한 보건의료 직능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 행위에

를 지불단위로 바꾸어 주는 계수가 환산지수인데, 매

대해 정해진 가격(보험수가)를 보상하고 있다. 그러

년 직능유형별(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보

나 초기의 수가는 외국수가를 참고하여 결정된 것으

건소, 조산소) 공급자 대표와 건강보험공단 간 협상

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항목간 불균형이 존재하

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진료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와

는 등 보상에 있어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야기하였

환산지수의 곱인 수가에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의원

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 상대가치 수가제도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를 도입하였다. 상대가치 수가제도 하에서 모든 행위

%)을 적용하여 지불된다.

의 보험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점수당단가(환산지

그러나 의료기관 약제부서의 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수)’로 산출된다.1),2)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행위에 소

점수는 2001년 이래 별도의 연구 없이 정해진 상태

요되는 주시술자(의사·약사 등)의 전문적인 노력과

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시간 등의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투입자원을 반

제기되어 왔다. 첫째, 일부 약제업무의 경우 기본진

영한 진료비용,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료료에 포함되어 약사업무로서 보상되지 못하고 있

한 가치를 의료행위 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점수로

다.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원외처방전관리,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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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외래환자(가족 포함)에게 제공되는 각종 교육 및

조사하였다.6)-8)

상담, 만성질환관리료 등이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해당 약제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직접적

1. 조사양식의 개발

인 보상기전이 없다. 둘째, 의료기관 약제부서의 새
로운 서비스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이는 의료의 질향

병원약사에 의해 수행되는 약제서비스 및 수가에 대

상, 환자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해도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병원약사회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가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위원회 위원과 병원약사 출신 약학대학 사회약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조제·투약 행위 뿐 아니

학·임상약학 전공 교수를 working group으로 구성

라 다양한 임상약료서비스(특수질환 및 약물을 대상

하여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

으로 하는 개별 혹은 집단 복약상담, 약물이상반응 모

다. FGI를 통해 조사대상 행위(기준행위, 비교행위)

니터링, 중환자실을 포함한 병동약사 서비스, 약물조

를 결정하고 각 행위가 내포하는 상세행위를 정의하

정서비스, 임상시험관리 등)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였다.

대한 수가가 없다. 이와 같이 현행 의료기관 약사업무

현재 병원약국과 관련된 수가 행위 중, 요양급여 세

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의과(醫科)의 행위와는 달리

분류상 ‘조제료’로 구분되는 약사의 조제관련 행위로

체계적인 연구 없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약제 업무

서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외래환자 조제·복약

와 업무량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

지도료, 퇴원환자조제료, 주사제 무균조제료(주사용

과 약제부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원가 보전율이 매우

항암제, 고영양수액제, 일반주사제)를 조사대상 행

낮은 만성 적자부서로 인식이 되고 있어 투자가 제한

위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수가신설 후보군 행위에 대

되는 등 약제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

한 업무량 상대평가는, 입원(혹은 외래·퇴원)환자 1

다.

일분 조제를 기준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임상업무인 집

5)

따라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병원

중영양치료 자문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적

약사의 약제서비스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체계적으

절할 것이라는 working group의 의견을 반영하여

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대가

평가하였다. 한편, ‘기본진료료’ 분류에 포함되는 의

치 점수가 각각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

약품관리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위 간 점수의 형평성을 파악하

수가신설 후보군 행위로는 현재 보험수가가 없지만

고 이를 토대로 신설 행위에 대한 적절한 상대가치 점

병원약사에 의해 수행되는 임상약제서비스들 중, 한

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건강

국병원약사회에서 최근 수행한 연구 결과 및 work-

보험 요양급여목록에 포함된, 즉 행위수가가 있는 병

ing group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였고 퇴원환자

원약사의 행위(조제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한 소요시간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교육, 항

과 업무량 상대가치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

응고약물상담, 이식후 약물교육, 입원환자 약물치료

재 건강보험 요양급여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리 자문(중환자 약료)의 6개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병원약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임상약제서비스, 즉

선정하였다.9)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각 행위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향후 수가신설에 대

상세내역 정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Supplemen-

비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소요

tary Table 1).

시간과 업무량 상대가치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2. 행위간 업무량 상대가치 비교를 위한 기준행위

연구방법

결정

본 연구에서는 지역약국의 약제업무에 대한 업무량

현행 수가행위들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조제·복약

상대가치를 측정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병원약국에

지도료[1일당]’을, 현행 수가가 없는 약제서비스(신

서 수행하는 약제서비스에 대한 업무량 상대가치를

설수가 후보군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영양치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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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을 기준행위로 하여 10으로 설정하고, 다른 비

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Pilot test를 시행하고 검토하

교행위들의 상대가치를 기준치인 10에 대비하여 평

였다. 이후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국

가하도록 하였다. 약사업무량 상대가치를 조사한 선

병원약사회를 통해 240개 조사대상 기관(한국병원약

행연구에서는 기준행위의 점수를 100으로 두고 다른

사회 회원병원 중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약제

행위를 측정하였으나, 100(혹은 1)은 응답자로 하여

부서 전수, 각 42개소 198개소)에 개발된 설문양식

금 100%의 개념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총합을 100으

을 e-mail을 통해 배포하였다. 회신된 응답은 한국

로 맞추도록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working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에서 설문 답변 내용을 검토하

group의 자문결과에 따라 기준행위의 점수를 10으

고 불충분한 답변 혹은 오기, 누락사항에 대해 해당병

로 설정하였다.

원 담당자들과 전화로 확인하여 일부 수정 보완 작업
을 거쳤다.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서 심의한 결과 ‘심의면제’로 결정되었다(2-10407

3. 설문에 포함되는 조사항목

81-A-N-012020041HR).
업무량 상대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양식에 포함
되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5. 분석 및 결과제시

∙응답기관 기본정보: 기관명칭, 설립유형, 의료기
관 소재지, 병상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평균 1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매수, 고영양수

같다. 분석은 Microsoft-Excel 및 STATA SE

액 자동조제기기 보유(자동조제기 보유 여부에

12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확률은

따라 업무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행 수가행위 및 신설수가 후보군 행위의 통상적
인 소요시간

∙응답기관 특성: 기술통계(자료형태에 따라 평균
±SD, 비율)

∙업무량 4개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소요시간 요

∙행위별 소요시간: 평균±SD

인, 기술적·육체적 노력 요인, 정신적 노력과 판

- 세부행위 혹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른 소요시

단력 요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총합이

간의 비교: 두 군의 비교인 경우 t-test 또는

100%가 되도록 응답

Mann-Whitney U test, 세 군 이상의 비교

∙신설수가 후보군 행위의 수행여부 및 우선순위

인 경우 ANOVA 또는 Kruskal-Wallis

조사

test 시행

∙현행 수가행위 및 신설수가 후보군 행위들간 상대

∙행위간 업무량 상대가치: 입원환자 1일분 조제를

가치 조사(I): 기준행위의 업무강도를 ‘10’이라

기준으로 약사업무량 상대가치를 조사하고, 선행

고 할 때 비교행위들의 상대적인 업무강도를 수치

연구에 제시된 상대가치 산출방법을 참고하여 다

로 평가

음 4가지 방식으로 업무량 상대가치를 산출함6),7)

∙현행 수가행위 및 신설수가 후보군 행위들간 상대

(i) 가
 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 행위에 대한 직

가치 조사(II): 요인별 조사: 기준행위의 각 요인

접적인 상대가치 산출(산출방법 1)

별 업무강도를 ‘10’이라고 할 때, 비교행위들의

(ii) 요
 인(소요시간 요인, 기술적·육체적 노력 요

상대적인 업무강도를 요인별로 수치로 평가(예

인,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요인, 스트레스 요

시, Supplementary Fig. 1)

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상대가치 산출

4. Pilot test 및 본조사 실시

		

» 요인별 동일한(각 25%) 가중치(산출방법 2)

		

» 요인별 차등 가중치①: 요인별 중요도 조사
결과를 적용(산출방법 3)

엑셀로 작성된 설문의 논리적, 기술적 오류를 점검
하기 위해 working group 위원 및 병원약사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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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별 차등 가중치②: 요인별 중요도 조사
결과를 적용하되 소요시간은 별도 적용(산출

김혜린 : 병원약사 약제서비스의 업무량 상대가치 조사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27개소(52.9%)였고, 대구·부

방법 4)

산·경남/경북에 소재한 기관 12개소(23.5%), 대전·
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 5개소(9.8%), 광주·전남/

∙요인별 동일한 가중치 적용:			
		

전북·제주 지역에 소재한 기관 4개소(7.9%), 강원도

Ai=(a1+a2+a3+a4)/4

에 소재한 기관이 3개소(5.9%)였다. 응답기관의 전

∙요인별 차등 가중치 적용①
			
			

반적인 업무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평균 1일 입원

Ai=δ1a1+δ2a2+δ3a3

환자 수 및 원내조제 처방매수를 조사하였는데, 평균

+δ4a4

			

Σδ=1

			

Ai=(δ2a2+δ3a3+δ4a4)

773.2(±440)명, 989.3(±901)매로 응답하였다
(Table 1).

∙요인별 차등 가중치 적용②
			
			

2. 각 조사대상 행위의 수행시 소요시간

×ti

Σδ=1

조사대상 행위 13개(현행 수가행위 7개, 수가신설
후보행위 6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a1, 시간의 상대가치

조사하였다(Supplementary Table 2). 일부 기

a2, 육체적 노력 및 기술의 상대가치

관에서의 응답은 매우 큰 편차를 보였는데, 예를 들

a3, 정신적 노력 및 판단력의 상대가치

어 무균조제 TPN 조제 1건의 경우 평균 42.1분으

a4, 스트레스의 상대가치

로 조사되었으나 일부에서는 평균값의 거의 3배에

δ, 가중치

이르는 120분으로 응답하였고, 중환자 약료의 경우

ti, 기준행위에 대한 행위 i의 소요시간 비율

에도 평균은 52.2분이었으나 240분으로 보고한 응

∙신설수가 후보군 행위의 수행여부 및 우선순위:
의료기관 유형(종별구분)에 따라 수행여부는 비
율, 우선순위는 순위를 점수로 간주하여 평균산출

답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병원마다 조제업무 프로세
스, 전산화 수준과 같은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행
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고,
수집된 데이터가 지나치게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이상치 범주로 간주되는 사분위수 범

연구결과

위(Interquantile range, IQR)의 1.5배 기준
대신 3배를 초과(극단적 이상치) 값을 제외하고 분석

1. 응답기관의 기본특성

에 사용하였다.

앞서 개발한 업무량 상대가치 조사양식을 2020.
6.5~2020.6.19의 기간동안 한국병원약사회 사무
국을 통해 240개 설문대상 기관에 전달하고 조사를
시행한 결과, 51개 기관에서 회신하였으며(응답률:
21.3%) 응답기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립유형
으로는 국공립병원 17개소(33.3%), 사립병원 34개
소(66.7%),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6개
소(51%), 종합병원 25개소(49%)가 응답하였다. 허
가병상수는 평균 905.8(±467.2, SD)병상으로,
1500병상 이상 규모의 기관이 4개소(7.8%), 5001500병상이 41개소(80.4%), 500병상 미만이 6개
소(11.8%)였다. 지역분포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입원/외래/퇴원 환자 1명의 1일분 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9.4±6.4~11.2±7.3분으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3704). 무균주사 항암제/TPN/
일반주사제 1건의 평균 조제시간은 29.0±17.8분,
39.1±19.8분, 19.1±12.6분으로 약물유형에 따
라 조제시간에 차이가 있었다(ANOVA, Scheffe
test 결과 모든 그룹 간 p<0.05). 수가신설 후보행
위(퇴원환자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 흡입기
사용교육, 항응고약물상담, 이식후 약물교육, 입원
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료) 소요시간을 조
사한 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가 가장 작은 18.8±8
분으로, 이식후 약물교육이 47.9±25.3분으로서 수
행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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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51)

났다.

설립구분

보다 종합병원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보이

N (%)

국공립

17 (33.3%)

사립

34 (66.7%)

종별구분

26 (51.0%)

종합병원

25 (49.0%)

병상수(허가병상수 기준)

지만 정규성을 고려한 Man-Whitney U test를 수
행한 결과, 항암제 무균주사조제를 제외하고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N (%)

상급종합병원

한편 동일한 행위에 대해 대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 업무량 구성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업무량을 구성하는 4개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N (%)

에 대한 조사결과, 소요시간 요인은 28.4%, 기술적·

300-499 병상

6 (11.8%)

500-699 병상

15 (29.4%)

700-999 병상

16 (31.4%)

1000-1499 병상

10 (19.6%)

도를 유사하게 평가하였으며 소요시간에 대한 중요도

1500-1999 병상

2 (3.9%)

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2000 병상 이상

2 (3.9%)

육체적 노력 요인은 26.6%,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요인은 26.9%, 스트레스 요인은 18.1%로서 업무량
평가에 있어 스트레스 이외 3개 요인에 대해서는 중요

차이는 크지 않았다(Supplementary Table 3).

지역

N (%)

서울

19 (37.3%)

부산

4 (7.8%)

대구

5 (9.8%)

인천

3 (5.9%)

광주

2 (3.9%)

조사 시에는 기준행위의 업무량을 10으로 놓고 조사

대전

2 (3.9%)

하였으나 분석결과는 1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

경기

5 (9.8%)

강원

3 (5.9%)

충남북

3 (5.9%)

전남북

1 (2.0%)

경남북

3 (5.9%)

제주

1 (2.0%)

TPN compounder 사용여부

4. 조사대상 행위에 대한 상대적 업무량
현재 보험급여 수가가 존재하는 약사의 행위에 대
해 입원환자 1명의 1일분 조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대적인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

였다. 산출방법별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소요
시간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출방법 4‘에 의한
업무량 상대가치는 요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
산출방법 1‘과 유사하거나 조금더 크게 산출되는 결
과를 보였다. ‘산출방법 2’와 ‘산출방법 3’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전반적으
로 낮은 값을 보였다. 방법별로 값은 다르지만 경구

N (%)

약 조제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조제에 비해 외래환자

11 (21.6%)

조제의 상대적 업무량이 큰 것으로 응답되었다. 주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원내조제 처방매수

Mean±sd
(range)

다.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는 ‘산출방법 1’과 가중치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수(명)

773.2±440.0
(237-2,541)

연평균 원내조제 처방매수

989.3±901.0
(142-4,938)

TPN compounder 사용

조제에서는 TPN>항암제>일반주사 순으로 나타났
를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산출방법 4’를 50%씩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TPN 무균조제가
7.13, 항암제 무균조제 5.82, 일반주사제 무균조제
2.77, 외래환자 조제 1.34, 퇴원환자 조제 1.10 순
으로 응답되었다(Supplementary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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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timated relative value scores of hospital pharmacists’
services by various methods applying weights
병원약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현재 수가가 없는
행위들에 대한 상대적 업무량을 측정한 결과, 가중치

업무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plementary
Table 5, Fig. 1).

를 사용하지 않는 ‘산출방법 1’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

이상과 같이 조사된 업무량 상대가치 비율을 적용하

은 상대가치를 나타냈고, ‘산출방법 4’로 산출된 결

여 입원환자 1일분 조제의 현재 상대가치 점수인

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방법 1’과 ‘산출

18.17을 기준으로 수가 신설 후보군 행위에 대해 상

방법 4’를 50%씩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대가치 점수 및 수가금액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

현행 수가행위 중 집중영양치료 자문의 업무량을 1로

다. ‘산출방법 1’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40.08~

보았을 때, 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자문(중환자 약

123.12점으로 가장 낮은 편이었고, ‘산출방법 2‘, ‘산

료) 4.88, 이식후 약물교육 3.40, 퇴원환자 약물조

출방법 3’은 53.1~128.82점, 55.33~133.80점

정 2.23, 항응고 약물상담 1.41, 흡입기 사용교육

으로 유사하였으며, ‘산출방법 4‘의 결과는 215.23

1.32, 퇴원환자 복약지도 0.98 순으로 나타났다

~1264.76점으로 가장 크게 산출되었다. ‘산출방

(Supplementary Table 4).

법 1’과 ‘산출방법 4’를 50%씩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

현재 수가가 없는 임상약제서비스들에 대한 상기의

에서는 127.65~693.94점(중환자 약료 693.94

결과를 입원환자 조제 1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렬

점, 이식후 약물교육 486.39점, 퇴원환자 약물조

하면, 경구약 조제(외래·퇴원환자 조제)의 경우 종합

정 308.59점, 항응고 약물상담 189.70점, 흡입

병원에서의 상대적 업무량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기 사용교육 177.17점, 퇴원환자 복약지도 127.65

것으로 산출되었고, 그 외의 행위에서는 일부의 경우

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환산지수(2020년 기준

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조사된 상대적

76.2점)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금액으로 환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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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12,640원~68,740원, 종

해, 설문을 통해 응답된 상대적 업무량은 가중치 적

합병원 기준 12,150원~66,090원으로 계산되었다

용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1.4 배로 조사되

(Supplementary Table 6).

었다. 즉 입원환자의 조제에 비해 외래 및 퇴원환자
의 조제행위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고, 현행 수가가 실제 업무량을 적절히 반영하지

5. 수가신설 우선순위 조사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직능
현재 보험수가가 인정되지 않지만 병원약사에 의해

인 약사의 지역약국 수가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수행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향후 수가 신설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가구성 항목과 그 금액에 있

수가화하기를 희망하는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

어 차이를 보여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

음과 같다. 수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대상 의료

예를 들어 외래환자의 1일분 조제의 경우(2020년

기관의 70% 이상에서 항응고약물상담, 흡입기사용

기준, 약국관리료 및 의약품관리료 제외), 의료기관

교육, 이식후 약물교육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의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의료기관 종별에

퇴원환자 약물조정서비스를 제외한 5개의 서비스는

따라 600~650원인데 반해 지역약국은 3,900원으

과반수 이상의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수

로서 약 6배 차이를 보인다.

가화 희망의 우선순위를 1~3위까지 살펴보면 상급

약제서비스의 각 행위들에 대한 상대적 업무량을 분

종합병원에서는 중환자 약료(입원환자 약물치료관리

석한 결과, 가중치 적용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현

자문), 퇴원환자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이 수

재 수가보상이 되지 않는 임상약제서비스인 중환자약

가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로 응답하였고, 종합병원

료, 이식후 약물교육. 퇴원환자 약물조정의 순서로

에서는 흡입기사용교육, 항응고약물상담, 퇴원환자

업무량이 큰 행위들로 응답되었다. 향후 수가를 우선

복약지도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기관 차원에

적으로 신설해야 할 행위로는 퇴원환자 복약지도, 중

서는 퇴원환자 복약지도, 중환자 약료, 흡입기 사용

환자약료, 흡입기사용교육 순으로 응답되었는데, 상

교육 순으로 나타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수가화가

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순위의 차이를 보였다. 이

되기를 희망하는 약제서비스 행위의 우선순위는 차이

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간 내원환자의 특성과 가용한

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Supplementary Ta-

약사인력 수준에 따라 요구(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

ble 7).

가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통해서 수
가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퇴원환자 복약지도’가
전체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한국병원약사회의 보험

고찰

수가 관련 자문그룹 회의에서는 좀 더 병원약국에 특
본 연구에서는 병원약사가 수행하는 보험수가 보상

화되고 의료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

행위와 함께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임상약제

며 실제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요구도가 높은 ‘중환자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 병원약국을 대상으로 설문조

약료’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사를 통해 상대가치 업무량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보험수가 행위는 입원·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와 ·퇴

우리나라의 병원약사의 업무량 상대가치를 다룬 연

원환자 조제(1일분/1인), 항암제·TPN·일반주사제

구로는 이의경·이지현(2009)의 선행연구가 있는데,

의 무균주사, 집중영양치료 자문이고, 현재 보험수

병원에서 실측한 업무별 소요시간을 참고자료로 하여

가 없이 수행되는 임상약제서비스 행위로는 퇴원환

병원약제업무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일종의 약식 델

자 복약지도, 퇴원환자 약물조정, 흡입기사용교육,

파이 방식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결정하였다.10) 선행

항응고약물상담, 이식후 약물교육, 중환자약료를 포

연구에 보고된 행위별 소요시간은 내복약(입원/외

함하였다.

래/퇴원) 1일분 조제에 대해 6.5~7.17분으로 본 연

현행 조제업무(외래, 퇴원환자) 1일분의 상대가치

구의 9.4~11.2분 보다는 다소 짧은 편이었고, 무균

점수는 입원조제 대비 0.2~0.5배의 비율인데 반

주사조제는 항암제, TPN, 일반주사제 1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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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5.6, 49.4, 13.1분으로 29.0, 39.1, 19.1분

상에 대한 상대적 업무량은 조사되지 않았다. 외래환

인 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선행연구는 상

자와 퇴원환자의 조제료는 일수구간별 각 25개 항목

급종합병원 2개소에서 시간을 실측하였던 반면, 본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 조사하게 될 경우 요인

연구는 51개 의료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으

별 구분까지 고려하면 응답해야 할 항목이 지나치게

로 추정된 것으로 측정이 방식이 달랐다는 점과 무균

많아져서 응답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

주사조제를 지원하는 장비 도입 환경의 변화 등이 이

이다. 셋째, 소아·야간 등 가산항목에 대해서는 조사

와 같은 연구간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

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 기타 임상약제서비스에 대해서는 항응고약물상

상기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상대적

담 40분(선행연구) vs 26.9분(본연구), 호흡기사용

업무량을 반영하여 추정한 수가와 현행수가 사이의

교육 11분 vs 24.2분, 이식후 약물교육 60분 vs

괴리 정도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수가로 보상받지 못

47.9분 등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가치 점수는 선행

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약제업무 중에서 퇴원환자

연구에서 내복약 1일분 조제(외래·퇴원), 내복약 1일

복약지도, 중환자 약료, 흡입기사용교육 서비스가 수

분 조제(입원), 무균주사조제-항암제, TPN, 일반

가화의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

주사제에 대해 1:1.2:10.6:15.9:4.1의 비율로

결과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수가 조정과 신설이 이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1~1.3:1:5.8:7.1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8로 조사되었다. 두 연구에서 업무량 상대가치
를 측정한 방법이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감사의 글

데, 절대값의 차이는 있으나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약국 약사 수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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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항목이 상이하여(예: 무균주사조제료 등) 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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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 Detailed definition of pharmacist services included in the survey
조사대상 행위가 포함하는 상세 행위 및 상황 예시
입원환자 1명의 조제 1일분 (J2000: 18.17)
- 입원환자 1인에 대한 1일분 처방(1매당 3품목, 3~5매/일)
- 처방 접수, 처방검토, 조제, 조제감사, 복약지도 행위 포함
외래환자 1명의 조제 1일분 (J5010: 6.5)
- 외래환자 1인에 대한 1일분 처방(1일 3회 복용, 3~5품목/매)
- 처방 접수, 처방검토, 조제, 조제감사, 투약 및 복약지도 행위를 포함
퇴원환자 조제 1일분에 대한 조제행위 (J1010: 2.75)
- 퇴원환자 1인에 대한 1일분 처방(1일 3회 복용, 3~5품목/매)
- 처방 접수, 처방검토, 조제, 조제감사 및 불출 행위를 포함
현행 수가행위
(수가코드 및
상대가치 점수*)

주사제 무균조제(항암제) 1건 (J0041: 62.54)
- gemcitabin 1500mg 1건 조제
- 처방 접수, 처방검토, 무균조제 준비, 조제(재구성, 희석), 조제감사, 불출 행위를 포함
주사제 무균조제(TPN) 1건 (J0042: 78.18)
- 성인 및 소아환자 special TPN(환자맞춤형 TPN) 1건 조제
- 처방 접수, 처방검토, 무균조제 준비, 조제(포도당, 아미노산, 전해질, 미네랄, 비타민), 조제감사,
불출 행위를 포함
주사제 무균조제(일반 주사제) 1건에 대한 조제행위 (J0043: 33)
- 성인환자 주사제(예, 항생제) 1건 조제
- 처방 접수, 처방검토, 무균조제 준비, 조제(재구성, 희석), 조제감사, 불출 행위를 포함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 (AI600: AI700:)
- 자문 접수, 환자 영양상태, 의학적 상태 평가, 영양요법 계획수립, 자문서 작성, 모니터링
- 약사 1인이 수행하는 상황으로 가정
퇴원환자 복약지도 1건
- 입원 의무기록 확인을 통한 환자 상태 파악
- 복약안내문 작성
- 병동 방문 및 퇴원약 복약지도 (약물의 이름과 내용, 용법/용량, 복용시간/횟수, 다른 약물/음식과
의 상호작용, 부작용, 사용상 주의사항, 저장방법)
- 복약상담한 내용을 EMR 등에 기록함

수가신설 후보군
행위

퇴원환자 약물조정 및 복약지도 1건
- 퇴원환자 입원 전 약력 작성
- 입원 의무기록 확인을 통한 환자 상태 파악
- 퇴원환자 입원 전 약력과 입원 및 퇴원 오더와 조정(약물관련문제 확인 및 중재)
- 복약안내문 및 퇴원 후 약물치료에 관한 행동계획 작성
- 병동 방문 및 퇴원약 복약지도 (약물의 이름과 내용, 용법/용량, 복용시간/횟수, 다른 약물/음식과
의 상호작용, 부작용, 사용상 주의사항, 저장방법)
- 입원 전 약물치료와의 변경 사항 확인 및 교육
- 퇴원약 요약지(약물부분) 검토 및 보충
- 복약상담한 내용을 EMR 등에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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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행위가 포함하는 상세 행위 및 상황 예시
흡입기사용교육 1건
- 환자 질병, 흡입기 사용 이유, 종류 확인 및 사용안내문 작성
- (병동 방문) 흡입기 사용의 필요성 및 사용방법, 주의사항 교육
- 환자의 흡입기 사용 시연 점검 및 교정(교육 전(재교육)과 교육 후)
- 복약상담한 내용을 EMR 등에 기록함
항응고약물상담 1건
- 의무기록 확인을 통한 환자 상태/약물치료계획 파악
- Warfarin 복용에 대한 일반 교육(복용이유, 혈액응고검사를 통한 용량조절 필요성, 식이, 운동,
일상생활, 타진료 및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등)
- 환자별 복약안내문 작성 및 맞춤형 교육(환자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추적관찰)
- 복약상담한 내용을 EMR 등에 기록함
수가신설 후보군
행위

이식후 약물교육 1건
- 입원 의무기록 확인을 통한 환자 상태/약물치료계획 파악
- 팀의료(회진 등) 참여를 통한 환자 상태 파악
- 1차 환자교육(면역억제제 사용에 대한 이해 및 주의사항, 기타 보조약물(감염예방 등) 이해 및 주의사항)
- 환자별 약물치료계획지(복용시간별), 복약안내문 작성
- 2차 환자교육(퇴원시, 환자 퇴원약에 맞춤 설명)
- 복약상담한 내용을 EMR 등에 기록함
중환자 약료 1건
- 팀의료(회진 등) 참여를 통한 환자 상태 파악
- 약물관련문제 확인(적응증, 치료중복, 상호작용, 금기, 용량적절성)
- 약물관련문제 해결 계획수립(프로토콜, 가이드라인, 허가사항 참조)
- 약물관련문제 중재(의사문의, 자문)
- 약물치료관리 기록지 작성
- 약물관련문제 추적관찰(효과/안전성 모니터링 포함)
- 복약상담한 내용을 EMR 등에 기록함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3월)

Supplementary Table 2 Time spent performing each pharmacist service
전체(n=51)

상급종합병원(n=26)

종합병원(n=25)

행위별 소요시간
(분)

Mean±SD

Range

N

Mean±SD

Range

N

Mean±SD

Range

N

입원조제

11.2±7.3

(2-30)

51

10.7±7.1

(3-30)

26

11.7±7.6

(2-30)

25

외래조제

10.9±6.7

(2-30)

50

10.7±5.3

(3-20)

25

11.1±7.9

(2-30)

25

퇴원조제

9.4±6.4

(2-30)

50

9.4±5

(2-20)

25

9.4±7.7

(2-30)

25

29.0±17.8

(10-90)

51

23.0±14.5

(10-75)

26

35.2±19.1

(10-90)

25

무균주사-TPN 조제 39.1±19.8

(10-90)

43

35.8±20.2

(10-90)

25

43.6±18.8

(15-90)

18

무균주사항암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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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소요시간
(분)

전체(n=51)

상급종합병원(n=26)

종합병원(n=25)

Mean±SD

Range

N

Mean±SD

Range

N

Mean±SD

Range

N

무균주사일반주사제 조제

19.1±12.6

(2.5-60)

33

19.0±13.6

(2.5-60)

22

19.3±10.7

(5-40)

11

집중영양치료 자문

35.2±14.9

(10-70)

50

34.4±15

(15-70)

25

36.0±15

(10-60)

25

퇴원환자 복약지도

18.8±8

(5-40)

37

17.3±7.4

(5-30)

20

20.7±8.5

(5-40)

17

퇴원환자 약물조정

33.8±14.4

(12-60)

31

32.8±15.1

(15-60)

16

34.8±14.2

(12-60)

15

흡입기사용교육

24.2±9

(10-45)

48

23.8±8.5

(10-45)

24

24.7±9.5

(10-40)

24

항응고약물상담

26.9±8.8

(10-50)

45

26.5±9.1

(15-50)

25

27.3±8.7

(10-40)

20

이식후 약물교육

47.9±25.3

(10-120)

43

46.0±27.3

(18-120)

25

50.6±22.8 (10-120)

18

중환자 약료

47.5±24.5

(10-120)

40

48.5±24.9

(20-120)

23

46.2±24.8 (10-120)

17

* 항암제 조제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p=0.0064)

Supplementary Table 3 Relative importance by factors affecting workload
소요시간

기술적·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스트레스

합계

전체

28.4%

26.6%

26.9%

18.1%

100.0%

상급종합병원

29.9%

26.2%

26.9%

17.0%

100.0%

종합병원

26.8%

27.0%

27.0%

19.2%

100.0%

종별구분

Supplementary Table 4 Measured relative values for services provided by hospital
pharmacists
산출방법1

산출방법2

산출방법3

산출방법4

산출방법1+4

1

1

1

1

1

외래환자 조제(1일분)

1.37

1.26

1.24

1.31

1.34

퇴원환자 조제(1일분)

1.19

1.12

1.10

1.01

1.10

무균조제 1건-항암제

3.57

3.00

2.97

8.08

5.82

무균조제 1건-TPN

4.05

3.03

3.08

10.20

7.13

무균조제 1건-일반주사제

2.19

1.89

1.89

3.36

2.77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

3.49

2.90

2.92

8.89

6.19

1

1

1

현행 수가행위에 대한 업무량 상대가치 조사결과
입원환자 조제(1일분) [기준행위]

임상 약제서비스(신설 수가 후보군)에 대한 업무량 상대가치 조사결과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 [기준행위]

1

1

- 167 -

JKSHP, VOL.38, NO.2 (2021)

산출방법1

산출방법2

산출방법3

산출방법4

산출방법1+4

임상 약제서비스(신설 수가 후보군)에 대한 업무량 상대가치 조사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 1건

0.63

1.01

1.04

1.33

0.98

퇴원환자 약물조정 1건

1.07

1.59

1.66

3.40

2.23

흡입기사용교육 1건

0.74

1.20

1.24

1.90

1.32

항응고약물상담 1건

0.76

1.25

1.29

2.05

1.41

이식후 약물교육 1건

1.30

2.04

2.14

5.51

3.40

중환자 약료 1건

1.94

2.45

2.52

7.83

4.88

산출방법1: 단일항목 업무량, 산출방법2: 요인별 균등 가중치적용, 산출방법3: 요인별 가중치적용, 산출방법4: 3개요인 가중치 & 소요시간 비중 적용

Supplementary Table 5 Summary of measured relative values for services provided by
hospital pharmacists
산출방법1

산출방법2

산출방법3

산출방법4

산출방법1+4

1

1

1

1

1

외래환자 조제(1일분)

1.37

1.26

1.24

1.31

1.34

퇴원환자 조제(1일분)

1.19

1.12

1.10

1.01

1.10

무균조제 1건-항암제

3.57

3.00

2.97

8.08

5.82

무균조제 1건-TPN

4.05

3.03

3.08

10.20

7.13

무균조제 1건-일반주사제

2.19

1.89

1.89

3.36

2.77

집중영양치료 자문 1건

3.49

2.90

2.92

8.89

6.19

퇴원환자 복약지도 1건

2.21

2.92

3.05

11.85

7.03

퇴원환자 약물조정 1건

3.73

4.62

4.85

30.23

16.98

흡입기사용교육 1건

2.57

3.48

3.63

16.93

9.75

항응고약물상담 1건

2.66

3.61

3.77

18.22

10.44

이식후 약물교육 1건

4.53

5.91

6.23

49.01

26.77

중환자 약료 1건

6.78

7.09

7.36

69.61

38.19

입원환자 조제(1일분) [기준행위]

산출방법1: 단일항목 업무량, 산출방법2: 요인별 균등 가중치적용, 산출방법3: 요인별 가중치적용, 산출방법4: 3개요인 가중치 & 소요시간 비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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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1

산출방법2

상대가치 점수
산출방법3

산출방법4 산출방법1+4 산출방법1

산출방법2

산출방법3

53.10
88.14

55.33

307.65

549.34

215.23

189.70

177.17

308.59

127.65

8,150

4,780

4,620

6,720

3,970

12,760

10,630

6,490

6,250

8,300

5,250

13,250

11,210

6,780

6,530

8,730

5,480

125,280

88,210

32,790

30,470

54,410

21,320

68,740

48,180

18,790

17,550

30,560

12,640

산출방법4 산출방법1+4

수가금액 추정(상급종합병원)

Supplementary Table 6 Estimation of relative value scores for pharmaceutical services requiring health insurance benefit

약제서비스 행위

40.08
83.87
65.93

331.08

486.39

12,190

1,800

퇴원환자 복약지도 1건
67.85
63.14
68.49

890.47

693.94

18.17

퇴원환자 약물조정 1건
46.69
65.61

113.25

1,264.76

입원환자 조제(1일분)
[기준행위]

흡입기사용교육 1건
48.33
107.33

133.80

40,830

항응고약물상담 1건
82.31
128.82

535.87

이식후 약물교육 1건
123.12

집중영양치료료상급종합병원 [참고용]

중환자 약료 1건

55.33

549.34

215.23

177.17

308.59

127.65

4,600

4,440

6,460

3,810

10,220

6,240

6,010

7,980

5,050

12,740

10,780

6,520

6,270

8,390

5,270

120,460

84,810

31,530

29,300

52,320

20,500

66,090

46,320

18,060

16,870

29,390

12,150

수가금액 추정(종합병원)

53.10

88.14

307.65

189.70

7,830

12,270

상대가치 점수

40.08

83.87

65.93

331.08

486.39

11,720

1,730

퇴원환자 복약지도 1건

67.85

63.14

68.49

890.47

693.94

18.17

퇴원환자 약물조정 1건

46.69

65.61

113.25

1,264.76

입원환자 조제(1일분)
[기준행위]

흡입기 사용교육 1건

48.33

107.33

133.80

30,680

항응고 약물상담 1건

82.31

128.82

402.57

이식후 약물교육 1건

123.12

집중영양치료료종합병원 [참고용]

중환자 약료 1건

산출방법1: 단일항목 업무량, 산출방법2: 요인별 균등 가중치적용, 산출방법3: 요인별 가중치적용, 산출방법4: 3개요인 가중치 & 소요시간 비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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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7 Priority for reimbursement listing
전체(n=51)
약제서비스 행위

상급종합병원(n=26)

종합병원(n=25)

수행기관 (%)

우선순위
(순위평균)

수행기관 (%)

우선순위
(순위평균)

수행기관 (%)

우선순위
(순위평균)

퇴원환자 복약지도

29 (56.9%)

1 (3.0)

18 (66.7%)

2 (2.9)

11 (45.8%)

3 (3.1)

퇴원환자 약물조정

16 (31.4%)

5 (3.8)

13 (48.1%)

3 (3.4)

3 (12.5%)

6 (4.1)

흡입기사용교육

45 (88.2%)

3 (3.5)

23 (85.2%)

6 (4.4)

22 (91.7%)

1 (2.6)

항응고약물상담

46 (90.2%)

4 (3.7)

24 (88.9%)

5 (4.1)

22 (91.7%)

2 (3.2)

이식후 약물교육

36 (70.6%)

6 (3.9)

24 (88.9%)

4 (3.6)

12 (50.0%)

5 (4.1)

중환자 약료

30 (58.8%)

2 (3.1)

21 (77.8%)

1 (2.6)

9 (37.5%)

4 (3.8)

*순위평균은 순위를 점수로 간주하여 평균을 구한 값

※ 요인별 업무량 평가 관련 설명
기준행위인 입원환자 조제 1일분의 업무량을 각 요인별로 보았을 때, 상대적인 업무강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준행위의 업무강도를 10으로 가정할 때, 각 비교행위의 요인별 상대적인 업무강도를 평가합니다.
각 요인 내에서의 상대비교로서 1개 행위(즉 1개 열)의 합이 30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응답 예시 참조).
응답예시
업무강도
조제구분 행위구분

입원
주사제

행위

기술적·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스트레스

기준행위 입원환자 1인의 조제 1일분에 대한 조제 및 복약지도 행위

10

10

10

비교행위 주사제 무균조제(항암제) 1건에 대한 조제행위

45

20

30

Supplementary Fig. 1 Assessment example for the relative value of workload b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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