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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융합 ‧ 협력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의 ‧ 한간 진료협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분석대상은 협진 서비스 이용환자 총 12,430명, 청구건수 45,591건을 중심

으로 비협진 이용환자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협진 청구비중은 4.14% 수준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기관 종류별

로는 의원급이 22.71%로, 협진 대상질환(대분류)별로는 신경계질환이 7.3%로 협진진료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비협진군과 비교한 

결과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의료이용일수가 10일 미만에서 협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의 ‧ 한 협진을 통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차원의 성과 확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호 융합 ‧ 상호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that analyzes how Western-Korean medical cooperation is being performed in Korea, based on health 

insurance requests data, while efforts for convergence and cooperation between western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with non-cooperative patients, focusing on a total of 12,430 patients using 

cooperative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total consultation insurance requests was low at 4.14%, but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the clinic level was 22.7%, and by disease (Large Classification of Diseases) subject to cooperative consultation, 

neurological disease was the highest at 7.3%. Also, in the results of comparison with the non-cooperative group, it was analyzed that 

males rather than females, and those who used medical services for less than 10 days preferred cooperative consultation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check the performance in ter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treatment and medical servic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Western-Korean medicine. This could be an important basis for the transition to the paradigm of ‘mutual 

convergence and mutual cooperation’.

Keywords: Western medical practice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Western-Korean medical cooperation, Mutual convergence,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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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의 ‧ 한 협진의 개요

전 세계적으로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패러다임이 ‘배제’에서 ‘상호 융합 ‧ 상호 활용’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현대의학과 전통

의학 관계 설정이 변화되고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 및 난치성 만성질환으로 기인한 변화된 수요와 다각화된 의료소비자의 요구

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인체관과 질병관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으며, 의료비 절감 및 전통의학의 산업적 가치 재조명 측면에서

도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융합 ‧ 협력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의적 의미로 의 ‧ 한 협진이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여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1]하고 있으며, 협의의 의미로 첫째, ‘동일 상병’에 대해 둘째, ‘동일 날짜’에 셋째, ‘의

과와 한의과의 동시 진료 및 협진 수가 동시 발생’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협의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융합 ‧ 협력 패러다임 추세에서 한국의료체계는 전통의학을 배제하거나 현대의학에 흡수시켰던 서구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는 의료이원화체계 하에서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독자적인 위상 유지하고 있다. 의 ‧ 한으로 구분되는 “의료이원화체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용어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보건의료정책 영역에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되고 있다(Table 1 참조).

Table 1. Main factors of Korea’s medical dualization system

영역 현대의학 전통의학 비고

면허 의사(전문의) 한의사(한의전문의) 의료법 및 별도 수련 ‧ 자격인정 기준

수행임무 의료와 보건지도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의료법 제2조

인력양성기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공적 보험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관리 ‧ 행정체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과 전통의학(한의학)의 융합 ‧ 협력이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 한계도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의사 ‧ 한의사 면허에 따른 업무영역이 강한 경직성을 가지고 상호배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상대 행위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둘째, 면허로 허용된 업무범위의 해석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직역 간 갈등이 

극심하여 융합 ‧ 협력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상호신뢰관계 형성 미숙한 상태이다. 셋째, 법적 지위는 동등하나, 실제 의료현장

에서의 의 ‧ 한의 간 건강보험 보장 수준 및 행위 불균형 상존하고 있다[2].

이는 건강보험 제도권 내 급여항목 수가 2015년 의과 6,533개(2018년 6,639개), 한방 289개(2018년 349개)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나 급여 행위가 한방에 비해 의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원화체계’라는 한국적 특수성

을 반영하는 한편, 의 ‧ 한의 직역 간 융합 ‧ 협력을 활성화하고 저해 요인을 타개함으로써 국민 건강상의 편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 ‘의 ‧ 한 협진’이 제기되었으며, 두 의학의 협력에 관심을 가진 개인 또는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설한 개

별 기관 차원에서 수행되던 의 ‧ 한 협진은 의료개혁위원회의 ‘21세기 의료정책과제’로 정부에 건의됨으로써 정책의제화[3]되었

다.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 교차개설 및 의료인 교차고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동시 개설

이 허용되었고, 독립 기관 간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진이 서비스 제공 공간을 공유하는 ‘기관 내’ 협진으로 확장 ‧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기존 협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서 의 ‧ 한 협진

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2016년부터 총 3단계에 걸친 ｢의 ‧ 한 협진 시범사업｣ 시행하였다[4]. 이에 본 연구는 시범사업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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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진료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한의 협진 정책을 수립하거나 효과적인 협진 모델

을 연구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2. 협진 청구데이터 자료수집방법

2.1 분석자료의 범주

시범사업 단계에서의 제도적 생소함에 따른 시행착오와 상이한 진료과 사이의 일정 조정 한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 상병 조건

의 원칙은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이 ‘주상병’인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고, 동일 날짜 조건의 경우 실제 임상 현장에

서 협진의뢰의와 협진협력의의 외래진료일을 동일 날짜에 조정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동일 상병의 의 ‧ 한의 요양개

시일자 간격이 ‘3일 이내’인 경우까지 협진 범주에 포함하였다. 상이한 요양개시일자를 동일 질환으로 간주하는 기준에 대해서

는 2일[5], 3일 또는 7일[6]을 적용한 선행연구 및 입원의 경우 3일 이내의 재입원을 동일 상병으로 본 선행연구[7,8]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적용하였다.

2.2 분석자료 수집절차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자료이며, 분석 대상 기관은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

는 5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첫째, 2단계 시범사업 실시 2년전인 2015년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분석 대상 기관’에서 한방 외래를 1회 이상 이용한 수진자의 모든 청구건을 활용하였으며, 둘째, 시범사업 실시일 이후 2018년 

6월까지 ‘분석 대상 기관’의 의과 외래를 방문하여 협진수가가 발생한 수진자의 모든 청구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에 해

당하는 원자료는 412,142명의 환자와 4,663,100건의 명세서를 활용하였으며, 자료 구축 방법은 진료내역에 일차/지속협의 진

료료 내역이 있는 명세서, 특정내역에 협진 특정내역이 있는 명세서를 분리한 후, 명세서 일반내역 등으로부터 개인식별번호, 요

양개시일자, 질병코드, 진료과가 동일한 명세서를 추출하여 하나의 dataset으로 구성하였다.

의과와 한의과 양쪽에서 모두 협진수가가 발생한 경우는 ‘전형적 협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기간임을 고

려하여 의과 또는 한의과 한 쪽에서만 수가가 발생하였거나, 수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정내역에 협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

우를 ‘부분 협진’ 및 ‘내용상 협진’으로 정의하여 의 ‧ 한 협진 범주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 협진(의과와 

한의과 모두 협진수가가 발생한 경우), 부분 협진(의과와 한의과 어느 한 쪽에서만 협진수가가 발생한 경우), 내용상 협진( 협진

수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 명세서에 동일 상병에 대한 협진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상

의 분석 자료 구축 단계 및 분석절차는 Fig. 1, Table 2와 같다.

Fig. 1. Model of analytic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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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cess of dataset collection

단계 내용

RAWDATA
○ 시범사업 기관에서 한방외래를 1회 이상 이용한 명세서

○ 시범사업 기관에서 의과외래를 방문하여 협진수가가 발생한 명세서

1단계

○ 명세서 추출

  - 수진자 상병내역의 주상병이 의 ‧ 한 협진 시범사업 대상 질병 코드에 해당하는 명세서

  - 진료내역에 일차/지속협의진료료가 있는 명세서

  - 특정내역에 ‘협진 특정내역’이 기재된 명세서

2단계 ○ 명세서 일반내역에서 개인식별번호, 요양개시일자가 동일한 명세서를 하나의 세트로 규정

3단계

○ 의 ‧ 한 협진 유형의 세분화

  - 전형적 협진 : 의과와 한의과 모두 협진 수가가 발생한 경우

  - 부분 협진 : 의과 또는 한의과 한 쪽에서만 협진 수가가 발생한 경우

  - 내용상 협진 : 협진수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협진 특정내역’이 있는 경우

3. 협진 청구데이터 분석

3.1 의 ‧ 한 협진 이용환자 수 및 청구건수

분석에 적용한 기간 동안 의 ‧ 한 협진 서비스 이용환자는 총 12,430명이었다. 의과와 한의과에서 모두 협진 수가가 발생한 ‘전

형적 협진’에 해당하는 환자수는 9,848명이며, 의과든 한의과든 한 쪽에서만 협진 수가가 발생한 ‘부분 협진’은 2,350명, 협진 수

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구 명세서에 협진 특정내역이 기재된 ‘내용상 협진’의 경우는 2,299명이었다. 의 ‧ 한 협진 청구건수

는 협진 환자 1명 당 협진 청구명세서 2건 발행이 전형적인 청구행태이나, 현장에서는 의과 또는 한의과 한 쪽에서만 청구가 이

루어지는 ‘동시 청구 원칙’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진 청구 건수를 계수함에 있어서 

의과와 한의과에서 청구된 것을 각각의 청구 건수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협진 유형으로 ‘기관 간 협진’이라는 상이한 요양기관 조합(예: 종합병원-한방병원)이 존재하므로 의과 ‧ 한의과에서 각각 청

구된 건을 동일 질환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1건으로 환산하면 해당 청구건이 한 쪽 요양기관에만 포함되는 ‘범주의 오류’ 발생

할 수 있고, 반면 질환을 중심에 놓고 분석할 때에는 ‘동일 상병’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의과와 한의과에서 각각 청구되었다 하

더라도 1건의 질환으로 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협진수가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협진수가 발생’이 전제되

지 않는 내용상 협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 ‧ 한 협진 정의 및 유형 세분화를 고려하여 추출한 의 ‧ 한 협진 이용

자 수와 청구건 수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Number of patients and insurance requests

협진 유형 세분화1) 이용환자 수 청구건 수

전형적 협진 협진 수가가 2건 발생한 경우(의과/한의과 양쪽 발생) 9,848명 25,606건

부분 협진 협진 수가가 1건 발생한 경우(의과/한의과 중 한쪽만 발생) 2,350명 4,956건

내용상 협진 협진수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동일목적의 협진을 실시한 경우 2,299명 15,059건

의 ‧ 한 협진 계 12,430명 45,591건

1) 시범사업 개시일(2017.11.27.)부터 2018.6.30.까지 진료분(한 명의 환자가 2회 이상 협진을 이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환자 수를 기준으

로 하는 경우 협진 유형의 단순합계치와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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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구 건수 대비 의 ‧ 한 협진 청구건수는 45,59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4.14%에 상당하며,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에서

의 협진 청구건수 비중이 22.71%로 가장 높았고, 병원 11.13%, 한방병원 4.72%, 종합병원 2.72%의 순이었다.

의원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기관 간 협진’에 참여한 1개 기관의 높은 청구건수 1,843건이 반영된 결과이며, 기관 내/

기관 간 협진 유형별로는 ‘기관 내 협진’에 참여한 기관들에서 전체 청구건 대비 협진 청구건수 비중이 6.36%로 가장 높았고, 설

립 주체별로는 민간 기관들의 비중이 4.54%로 국 ‧ 공립 기관들보다 높은 결과였다. 협진 대상질환(대분류)별로는 신경계질환

(G)에서의 협진 비중이 7.30%였으며, 외인성질환(S)과 근골격계질환(M)에서는 각각 6.37%와 6.32%를 차지하였다(Table 4 

참조).

Table 4. Number of insurance requests on Western-Korean 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구분

청구건수

구분

청구건수

전체 청구건

(A)

협진 청구건

(B)

B/A

(%)

전체 청구건

(A)

협진 청구건

(B)

B/A

(%)

전체 1,100,014 45,591 4.14 전체 1,100,014 45,591 4.14

요양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133,119

248,625

55,221

8,238

648,721

6,090

137

6,763

6,145

1,871

30,648

27

0.10

2.72

11.13

22.71

4.72

0.44

질병 대분류

M상병

G상병

S상병

C-D상병

I상병

기타

309,579

181,014

129,206

37,912

113,650

328,647

19,554

13,207

7,733

532

2,734

1,831

6.32

7.30

6.37

1.40

2.41

0.56

기관 내/기관 간

기관 내

기관 간

460,401

608,026

29,260

16,331

6.36

2.69

질병 중분류

등통증

안면신경장애

요추골반탈구·염좌

편마비

기타 추간판장애

뇌경색증

94,378

83,078

54,444

30,880

49,662

53,891

8,298

8,497

3,689

2,986

2,021

1,423

8.79

10.23

6.78

9.67

4.07

2.64

설립 주체

국공립

민간

133,967

966,047

1,774

43,817

1.32

4.54

공급자 입장에서 협진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협진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더불어 협진을 의뢰

받은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의과와 한의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협진 방향성을 고려한 분석이므로 명세서 상에 협진 방

향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의과에서 한의과로 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한의과에서 의과로 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의과는 진찰 다음

으로 이화학요법 행위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한의과의 경우 진찰 다음으로 시술 및 처치행위가 두 번째로 많았다(Tabl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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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behavior on Western-Korean 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협진을 의뢰하는 측(협진 의뢰의) 협진을 의뢰받는 측(협진 협력의)

행위유형 빈도(건) % 행위유형 빈도(건) %

의과

진찰 4,976 69.8

한의과

진찰 4,554 58.8

입원 - - 입원 - -

투약 및 처치 90 1.3 투약료 101 1.3

주사 207 2.9 시술 및 처치료 2,974 38.4

마취 168 2.4 검사료 116 1.5

이학요법 1,005 14.1

정신요법 22 0.3

처치 및 수술 38 0.5

검사 176 2.5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362 5.1

비급여 등 1 0.0

특수장비 81 1.1

소계 7,126 100.0 소계 7,745 100.0

한의과

진찰 26,794 64.0

의과

진찰 19,507 59.2

입원 - - 입원 - -

투약료 471 1.1 투약 및 처치 73 0.2

시술 및 처치료 14,542 34.7 주사 268 0.8

검사료 89 0.2 마취 86 0.3

이학요법 10,471 31.8

정신요법 35 0.1

처치 및 수술 24 0.1

검사 526 1.6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1,868 5.7

비급여 등 - -

특수장비 74 0.2

소계 41,896 100.0 소계 32,932 100.0

3.2 질병분류 기준 의 ‧ 한 협진 청구건수 및 청구율

의 ‧ 한 협진의 경우 질환 특성에 따라 진료실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질병분류 기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 

중 중분류 기준 협진 다빈도 상병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분류 기준으로 가장 협진 청구빈도가 높은 것은 ‘등통증(M54)’으로, 전

체 청구건수의 18.08%인 4,977건이었다. 청구 빈도 2위 상병은 ‘안면신경장애(G51)’로 4,810건(17.48%)이었으며, 3위 상병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으로 2,190건(7.96%)으로 나타났다.

중분류 기준 1위~5위까지 상병은 등통증(M54), 안면신경장애(G51), 요추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 염좌 및 긴장(S33), 

편마비(G81), 기타 추간판장애(M51)이며, M, G, S 상병이 아닌 상병으로는 ‘뇌경색증(I63)’ 청구가 939건(3.41%)으로 7위에 

해당하였으며, ‘뇌내출혈(I61)’ 335건(1.22%, 15위) 등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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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t disease focused on middle classification of diseases

순위
질병

코드
질병병

청구

건수

청구율

(%)
순위

질병

코드
질병병

청구

건수

청구율

(%)

1 M54 등통증 4,977 18.08 17 M62 기타 근장애 244 0.89

2 G51 안면신경장애 4,810 17.48 18 M77 기타 골부착부병증 242 0.88

3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190 7.96 19 S83

무뤂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39 0.87

4 G81 편마비 1,782 6.47 20 M47 척추증 202 0.73

5 M51 기타 추간판장애 1,184 4.30 21 I10 본태성 고혈압 145 0.53

6 M2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관절장애
975 3.54 22 S63

손목 및 손부위 관절 및 

인대탈구, 염좌 및 긴장
144 0.52

7 I63 뇌경색증 939 3.41 23 G20 파킨슨병 134 0.49

8 M79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연조직장애
705 2.56 24 M43 기타 변형성등병증 113 0.41

9 S13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694 2.52 25 G44 기타 두통증후군 111 0.40

10 M48 기타 척추병증 649 2.36 26 G56 상지 단발성 신경병증 91 0.33

11 M75 어깨병변 641 2.33 27 M24 기타 명시된 관절이상 86 0.31

12 M50 경추간판장애 609 2.21 27 S46
어깨 및 상완부위

근육 및 건의 손상
86 0.31

13 M17 무릎관절증 490 1.78 29 S32 요추 및 골반 골절 73 0.27

14 S93
발목 및 발 부위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385 1.40 30 S53

팔꿈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67 0.24

15 I61 뇌내출혈 335 1.22 기타 3,932 14.29

16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48 0.90 계 27,522 100.0

주 : 질환별 분석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에서 동시 청구된 경우를 1건으로 간주하였으며, 부분협진(협진 수가가 의/한의 한쪽만 발생)의 경

우도 1건으로 간주하였음.

3.3 의 ‧ 한 협진군과 비협진군 간 특성 비교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여 협진군과 비협진군의 ‘의 ‧ 한 협진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순수한 성과를 보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협진군과 비협진군 모두 여성의 비중이 유의하게 높으며, 상대적으로 협진군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연령 분포는 협진군과 비협진군 모두 유사하였으나, 비협진군에서 20대 이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협진군에서는 40대 이상 연령층이 다소 높게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의료이용 일수는 협진군에 비해 비협진군에서 상대적

으로 길게 이용하는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이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협진군 94.24%, 비협진군 54.37%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30일 이상의 의료이용 일수를 

보인 비중은 비협진군이 18.45%로 협진군 1.0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였다(Tabl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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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group and non-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group

구분
비율(%)

χ2

협진군 비혐진군

성별
남 45.85 41.35

103.89***
여 54.15 58.65

연령

10대 이하 2.86 7.63

435.89***

20대 8.38 9.46

30대 14.18 14.24

40대 17.96 16.13

50대 23.20 21.03

60대 18.33 17.23

70대 11.22 10.84

80대 이상 3.85 3.44

건강보장 유형
건강보험 96.32 95.48

18.57***
의료급여 3.68 4.52

1인당 

의료이용 일수

10일 미만 94.24 54.37

7467.42***

10일 이상~20일 미만 3.71 17.47

20일 이상~30일 미만 1.01 9.71

30일 이상~40일 미만 0.41 5.79

40일 이상 0.64 12.66

주 : *p<0.05  **p<0.01  ***p<0.001

주요 다빈도 상병의 협진군과 비협진군에 따라 중분류 기준으로 비교 분석은 의 ‧ 한 협진 다빈도 상병인 등통증(M54), 안면신

경장애(G51), 요추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 염좌 및 긴장(S33), 편마비(G81), 기타 추간판장애(M51), 뇌경색증(I63)을 대

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평균 내원횟수, 평균 내원일 간 간격, 총 비용의 차이를 협진군과 비협진군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6개 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 편마비(G81)의 평균 총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협진군과 비협진군 사이의 차이가 유의

하게 관측되었다. 평균 내원횟수는 모든 질환에서 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평균 내원횟수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내원일 간 간격은 모든 질환에서 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내원일 간 간격이 유의하게 길게 나타난 결과였다. 총비용은 

편마비(G81)를 제외한 5개 질환에서 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치료를 위해 소요한 총비용이 유의하게 적은 결과였다(Table 8 

참조).

Table 8. Compare of behavior on 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group and non-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group

질환(중분류) 구분 협진군 비협진군 t

등통증

(M54)

평균 내원횟수(건) 1.70 3.47 -47.27***

평균 내원일 간 간격(일) 12.70 8.91 6.85***

평균 총비용(원) 97,266 115,852 -9.53***

안면신경장애

(G51)

평균 내원횟수(건) 1.85 11.23 -43.18***

평균 내원일 간 간격(일) 5.38 4.89 3.33***

평균 총비용(원) 223,176 307,339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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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e of behavior on 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group and non-collaborative medical practices group (Conti-

nued)

질환(중분류) 구분 협진군 비협진군 t

요추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 염좌 및 긴장(S33)

평균 내원횟수(건) 1.69 3.55 -40.05***

평균 내원일 간 간격(일) 14.73 7.42 6.60***

평균 총비용(원) 88,480 135,534 -20.11***

편마비

(G81)

평균 내원횟수(건) 1.56 17.30 -22.58***

평균 내원일 간 간격(일) 10.60 4.93 14.86***

평균 총비용(원) 578,230 725,213 -1.88

기타 추간판장애

(M51)

평균 내원횟수(건) 1.70 6.32 -42.41***

평균 내원일 간 간격(일) 24.58 8.41 10.53***

평균 총비용(원) 101,089 248,193 -27.41***

뇌경색증

(I63)

평균 내원횟수(건) 1.70 7.98 -34.17***

평균 내원일 간 간격(일) 21.81 13.88 6.79***

평균 총비용(원) 153,321 271,506 -8.92***

주 : *p<0.05  **p<0.01  ***p<0.001

4. 결 론

본 연구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의 ‧ 한 협진 청구자료를 협진 유형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이용환자 12,430명, 청구건수 

45,591건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서는 의원의 협진 청구건수 비중이 22.71%로 가장 높았으며, 협

진 대상질환(대분류)별로는 신경계질환의 협진 청구건수가 7.3%로 가장 높은 결과였고, 중분류 기준으로는 등통증(M54)이 전

체 청구건수의 18.08%인 4,9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협진군과 비협진군 간의 차이 분석에서는 의료이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협진군 94.24%, 비협진군 54.37%로 나타났

으며, 반대로 30일 이상의 의료이용 일수를 보인 비중은 비협진군이 18.45%로 협진군 1.05%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였다. 6개 

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 편마비(G81)의 평균 총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협진군과 비협진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총비용은 편마비(G81)를 제외한 5개 질환에서 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치료를 위해 소요한 총비용이 유의하게 적은 

결과였다.

M(근골격계), G(신경계), S(외인성)에 속하는 질환 특성상, 환자들은 통증이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통증 

완화 이후에도 주기적인 서비스 이용행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의 ‧ 한 협진 환자군에서 나타나는 내원횟수의 

감소와 내원일 간 간격 증대는 환자들이 협진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통증 발생을 경감시키고, 의 ‧ 한의 동시 이용 ‧ 협

의진료라는 기제가 의 ‧ 한의 별도 이용 ‧ 단독진료라는 종전 서비스 제공 기제에 비해 의료이용량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협진은 의과와 한의과를 동시에 이용하므로 1회 방문시 소요 비용(단위당 비용)은 비협진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협진을 통해 의료이용량 자체가 절감된다면, 전체 직접의료비 상승을 상쇄시키면서 간접비용(예: 잦은 방문에 따르는 교통비 

등)도 감소시키는 작용을 통해 전체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결과였다.

의 ‧ 한 협진 사업은 기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정책적 변화를 주는 일종의 ‘개입(intervention)’이라 볼 수 있다. 배타적 업무

영역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의료 이원화체계에서 의 ‧ 한 양 직역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매개체이자, 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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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의 ‧ 한 협진을 통한 치료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차원

의 성과 확인은 ‘상호 융합 ‧ 상호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학계 저변에는 아직까지도 한의계에 대한 일관된 불신이 자리잡고 있어 통합의학적 결합은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도 있다[9]. 따라서 의료일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장점과 성공의 경험을 양의와 한의 측이 공유하는 단계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10,11].

본 연구는 시범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변수의 완벽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질병 유형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나아가 의 ‧ 한 협진 진료시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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