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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Ⅰ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m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추진 경과

m 2001년: 분기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건강보험)

- 항생제, 주사제, 투약일당 약품비

m 2002년: 처방건당 약품목수 추가

m 2006년: 4분기부터 의료급여도 평가대상에 포함, 6품목이상 처방비율 추가

m 2007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추가 

m 2009년: 하반기부터 반기별 평가 결과 2등급 공개

m 2011년: 상반기부터 평가 결과 5등급 공개 

m 2014년: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시행(의원급)

하반기부터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세파3세대이상, 퀴놀론계) 평가 및 공개,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m 2015년: 하반기 평가대상부터 연령별 분석 추가

m 2017년: 평가 결과 공개 주기 변경(반기→연간)

m 2018년: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처방률 평가지표, 상병비중 모니터링지표 추가

m 2019년: 급성하기도감염(J20-J22) 항생제처방률 모니터링 지표 추가

※ ’20년부터 평가지표로 도입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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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항목

Ⅱ  평가 대상

1. 대상 기간 및 주기

m 대상 기간: 2019년 1월 ~ 12월 심사완료분

m 평가 주기: 연 1회

2. 대상 기관

m 전체상병 대상: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제외기관

∙ 의사의 처방이 발생되지 않는 한방기관, 조산원, 보건진료소

∙ 폐업기관, 서면 청구기관

∙ 의약분업 예외기관(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수 해당 일부 평가 항목)

∙ 총 처방건수가 극히 적은(월별 30건 미만) 기관

∙ 평가대상 특정 상병의 진료건수가 적은 기관(또는 의원 표시과목) 등 불합리한 평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지표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원내․외 투여)

 - 항생제처방률

 -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 세파3세대이상, 퀴놀론계, 마크로라이드계

∙ 주사제(원내투여)  - 주사제 처방률

∙ 약품목수(원외처방)

 - 전체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 호흡기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 6품목이상 처방비율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 투약일당 약품비(원내․외 투여)  - 투약일당 약품비

모니터링

지표

∙ 질환별 항생제(원내․외 투여)

 -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 상병비중  -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

∙ 유소아중이염
 - 항생제처방률(급성중이염, 상세불명중이염)

 - 중이염 상병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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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대상 현황

m 대상 기관수는 전체 청구기관 55,399개 기관 중 50,901개 기관(91.88%)임

- 상급종합병원 42기관, 종합병원 317기관, 병원 1,512기관, 의원 30,780기관이  

64.14%에 해당함

표1. 평가대상 기관수 현황

(단위: 기관, %)

구    분
평가대상 기관수 청구기관수

‘18년 ‘19년 (비중) (점유율) ’19년

계　 49,994 50,901 (100.00) (91.88) 55,399

상급종합 42 42 (0.08) (100.00) 42

종합병원 313 317 (0.62) (96.65) 328

병    원 1,525 1,512 (2.97) (96.00) 1,575

요양병원 947 915 (1.80) (55.39) 1,652

의    원 30,113 30,780 (60.47) (97.26) 31,648

치과병원 237 245 (0.48) (96.46) 254

치과의원 16,062 16,360 (32.14) (89.21) 18,339

보 건 소 241 240 (0.47) (99.59) 241

보건지소 499 475 (0.93) (36.40) 1,305

보건의료원 15 15 (0.03) (100.00) 15

주1)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처방 건 적은 기관(통합건수 30건 미만), 폐업기관 등은 평가에서 제외
2) 청구기관수는 ‘19년 기준 폐업기관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기관수임
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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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상 명세서건수는 813,681천 건임

- 상급종합병원 40,327천 건, 종합병원 70,422천 건, 병원 68,641천 건, 의원 553,090

천 건으로 전체 평가대상 명세서의 90.02%에 해당함

표2. 평가대상 명세서건수 현황 (단위: 천 건, %)

구    분
평가대상 명세서건수 청구명세서건수

‘18년 ‘19년 (비중) (점유율) ‘19년

계　 797,710 813,681 (100.00) (91.35) 890,703

상급종합 40,231 40,327 (4.96) (84.36) 47,803

종합병원 67,615 70,422 (8.65) (85.25) 82,611

병    원 67,361 68,641 (8.44) (89.82) 76,417

요양병원 2,753 2,740 (0.34) (29.24) 9,369

의    원 545,375 553,090 (67.97) (94.65) 584,345

치과병원 4,352 4,676 (0.57) (98.35) 4,755

치과의원 64,470 68,765 (8.45) (89.31) 76,997

보 건 소 4,114 3,652 (0.45) (75.46) 4,840

보건지소 900 787 (0.10) (26.93) 2,923

보건의료원 539 581 (0.07) (90.31) 644
주1)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처방 건 적은 기관(통합건수 30건 미만), 폐업기관 등은 평가에서 제외 

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지표임

m 대상 약품비는 14,970,508백만 원임

- 상급종합병원 3,521,970백만 원, 종합병원 3,239,025백만 원, 병원 1,120,976백만 원,

의원 6,806,561백만 원으로 98.13%에 해당함

표3. 평가대상 약품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평가대상 약품비

‘18년 ‘19년 (비중)

계　 13,925,046 14,970,508 (100.00)

상급종합 3,304,156 3,521,970 (23.53)

종합병원 2,942,550 3,239,025 (21.64)

병    원 1,040,456 1,120,976 (7.49)

요양병원 62,624 63,879 (0.43)

의    원 6,352,923 6,806,561 (45.47)

치과병원 6,513 7,293 (0.05)

치과의원 54,466 60,865 (0.41)

보 건 소 120,678 111,126 (0.74)

보건지소 25,326 22,077 (0.15)

보건의료원 15,353 16,736 (0.11)
주1)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처방 건 적은 기관(통합건수 30건 미만), 폐업기관 등은 평가에서 제외 

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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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항목별 평가 결과

1. 항생제

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전체) 38.30%로 전년도 38.42% 대비 0.12%p 감소

- (종별) 병원 48.36% > 의원 37.69% > 종합병원 32.05% > 상급종합 10.58% 순임

- (증감) 전년대비, 종합병원·상급종합·의원은 감소, 병원은 증가

표4.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02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73.33 … 38.42 38.30 -0.12

상급종합 55.25 … 11.86 10.58 -1.28

종합병원 59.37 … 33.64 32.05 -4.59

병   원 61.95 … 46.26 48.36 2.10

의   원 73.57 … 37.97 37.69 -0.28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1. 연도별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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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1)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

- (전체) 8.80%로 전년 대비 1.14%p 증가

- (종별) 상급종합 30.70% > 종합병원 29.42% > 병원 19.36% > 의원 7.17% 순임

- (증감) 전년대비 병원(1.56%p), 의원(1.13%p), 종합병원(0.84%p) 순으로 증가,

상급종합병원(0.69%p)은 감소

표5. 급성상기도감염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06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2.02 … 7.66 8.80 1.14

상급종합 42.69 … 31.39 30.70 -0.69

종합병원 26.50 … 28.58 29.42 0.84

병   원 3.56 … 17.80 19.36 1.56

의   원 1.51 … 6.04 7.17 1.13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2. 연도별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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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퀴놀론계 항생제처방률

- (전체) 2.12%로 전년과 동일함

- (종별) 상급종합 3.49% > 종합병원 3.27% > 의원 2.21% > 병원 1.05% 순임

- (증감) 종합병원(0.25%p)·의원(0.01%p)은 증가, 상급종합(0.58%p)·병원(0.01%p)은 감소

표6. 급성상기도감염 퀴놀론계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06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4.82 … 2.12 2.12 -

상급종합 3.12 … 4.07 3.49 -0.58

종합병원 3.48 … 3.02 3.27 0.25

병   원 3.26 … 1.06 1.05 -0.01

의   원 4.88 … 2.20 2.21 0.01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3. 연도별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퀴놀론계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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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처방률

- (전체) 15.03%로 전년 대비 0.65%p 증가

- (종별) 의원 15.85% > 종합병원 9.39% > 병원 8.74% > 상급종합 6.28% 순임

- (증감) 병원(0.77%p)·의원(0.64%p)·종합병원(0.62%p)은 증가, 상급종합병원(0.57%p)은 감소

표7. 급성상기도감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14.38 15.03 0.65

상급종합 6.85 6.28 -0.57

종합병원 8.77 9.39 0.62

병   원 7.97 8.74 0.77

의   원 15.21 15.85 0.64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4.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처방률 전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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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환별 항생제  

1)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 (전체) 19.62%로 전년 대비 0.54%p 감소

- (종별) 의원 22.37% > 병원 18.00% > 종합병원 8.64% > 상급종합병원 3.66% 순임

- (증감) 전년대비 의원 0.58%p > 종합병원 0.57%p > 병원 0.19%p > 상급종합병원 

0.16%p 순으로 감소

표8.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02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42.39 … 20.16 19.62 -0.54

상급종합 11.05 … 3.82 3.66 -0.16

종합병원 19.32 … 9.21 8.64 -0.57

병   원 26.15 … 18.19 18.00 -0.19

의   원 44.78 … 22.95 22.37 -0.58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5. 연도별 종별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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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기계질환(J00-J47) 항생제처방률

- (전체) 48.76%로 전년 대비 0.35%p 증가

- (종별) 병원 49.94% > 의원 49.49% > 종합병원 35.20% > 상급종합병원 18.12% 순임

- (증감) 전년 대비 병원 1.39%p, 의원 0.28%p 증가, 상급종합병원 0.80%p, 종합병원 

0.66%p 감소

표9.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02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73.03 … 48.41 48.76 0.35

상급종합 44.88 … 18.92 18.12 -0.80

종합병원 58.01 … 35.86 35.20 -0.66

병   원 58.94 … 48.55 49.94 1.39

의   원 73.59 … 49.21 49.49 0.28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6. 연도별 종별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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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전체) 59.05%로 전년 대비 0.47%p 증가

- (종별) 의원 60.04% > 병원 52.86% > 종합병원 47.21% > 상급종합병원 28.71% 순임

- (증감) 전년 대비 모든 종별에서 증가하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크게 증가

표10. 급성 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58.58 59.05 0.47

상급종합 27.99 28.71 0.72

종합병원 46.66 47.21 0.35

병   원 52.25 52.86 0.61

의   원 59.56 60.04 0.48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7. 연도별 종별 급성하기도 감염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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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항생제처방률

- (전체) 47.25%로 전년 대비 0.08%p 증가

- (종별) 의원 49.27% > 병원 47.13% > 종합병원 31.47% > 상급종합병원 18.12% 순임

- (증감) 전년 대비 병원(1.33%p)은 증가, 상급종합병원 0.87%p > 종합병원 0.56%p >

의원 0.01%p 순으로 감소함

표11. 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47.17 47.25 0.08

상급종합 18.99 18.12 -0.87

종합병원 32.03 31.47 -0.56

병   원 45.80 47.13 1.33

의   원 49.28 49.27 -0.01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8. 연도별 종별 그 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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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 (전체) 81.52%로 전년 대비 0.23%p 감소

- (종별) 병원 86.00% > 의원 81.39% > 종합병원 62.50% > 상급종합병원 21.64% 순임

- (증감) 전년 대비 상급종합병원 0.96%p > 의원 0.39%p 순으로 감소, 종합병원 2.54%p >

병원 0.08%p 순으로 증가

표12.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12년 …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88.30 … 82.30 81.75 81.52 -0.23

상급종합 47.22 … 26.56 22.60 21.64 -0.96

종합병원 76.09 … 68.11 59.96 62.50 2.54

병   원 86.24 … 85.76 85.92 86.00 0.08

의   원 88.82 … 82.37 81.78 81.39 -0.39

주) 전체는 평가받은 모든 요양기관 종별이 대상임

그림9. 연도별 종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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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 (전체) 83.98%로 전년 대비 0.35%p 증가

- (종별) 병원 89.67% > 의원 84.20% > 종합병원 64.90% > 상급종합병원 22.70% 순임

- (증감) 전년 대비 병원은 0.83%p 증가, 상급종합병원 2.49%p > 종합병원 0.21%p > 의원 

0.14%p 순으로 감소

표13.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12년 … ‘17년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87.87 … 84.04 83.63 83.98 0.35

상급종합 39.50 … 28.95 25.19 22.70 -2.49

종합병원 76.51 … 67.55 65.11 64.90 -0.21

병   원 88.75 … 89.35 88.84 89.67 0.83

의   원 89.37 … 84.62 84.34 84.20 -0.14

주) 전체는 평가받은 모든 요양기관 종별이 대상임

그림10. 연도별 종별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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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환별 상병비중

1)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

- (전체) 호흡기계질환 중 기타 급성하기도감염(J20-J22)이 37.31%로 가장 많고, 다음

으로 급성상기도감염(J00-J06) 32.49% > 상기도의 기타질환(J30-J39) 19.32% >

만성하기도질환(J40-J47) 6.98% > 인플루엔자 및 폐렴(J09-J18) 3.91% 순임

- (종별) 병·의원은 급성하기도감염, 종합병원은 급성상기도감염, 상급종합병원은 만성

하기도질환의 명세서 비중이 가장 큼

표14. 연도별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

(단위: %, %p)

구분 ‘06년(A) … ‘17년 ‘18년 ‘19년(B)
증감차이

(B-A)

(J00-J06)

급성상기도감염
49.50 … 34.74 33.73 32.49 -17.01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1.98 … 2.97 3.55 3.91 1.93

(J20-J22)

기타급성하기도감염
21.67 … 36.27 36.64 37.31 15.64

(J30-J39)

상기도의기타질환
17.40 … 18.71 18.92 19.32 1.92

(J40-J47)

만성하기도 질환
9.45 … 7.31 7.16 6.98 -2.47

표15. ‘19년 요양기관 종별 호흡기계 질환별 상병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J00-J06)

급성상기도감염
32.49 6.29 24.44 29.49 33.34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3.91 11.70 11.49 6.84 3.25

(J20-J22)

기타급성하기도감염
37.31 3.98 22.40 42.61 37.75

(J30-J39)

상기도의기타질환
19.32 36.86 19.04 12.93 19.79

(J40-J47)

만성하기도 질환
6.98 41.17 22.62 8.13 5.88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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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 (전체) 급성중이염 52.24% > 상세불명중이염 43.41% > 만성중이염 4.35% 순임

- (종별) 병·의원은 급성중이염상병의 비중이 가장 크고,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상세

불명중이염의 비중이 가장 큼

표16. 연도별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단위: %, %p)

구분 ‘12년(A) … ‘17년 ‘18년 ‘19년(B)
증감차이

(B-A)

급성중이염 54.23 … 53.10 52.86 52.24 -1.99

상세불명중이염 40.44 … 42.45 42.77 43.41 2.97

만성중이염 5.33 … 4.46 4.38 4.35 -0.98

표17. 종별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단위: %)

구분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급성중이염 52.24 17.49 27.37 40.00 55.67

상세불명중이염 43.41 60.12 65.25 59.40 39.55

만성중이염 4.35 22.40 7.38 0.59 4.78

주) 전체는 평가받은 모든 요양기관 종별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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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제 처방률

- (전체) 15.13%로 전년 대비 1.22%p 감소

- (종별) 의원 17.067% > 병원 14.77% > 종합병원 7.38% > 상급종합병원 1.81%

- (증감) 모든 종별에서 감소, 병원 > 의원 > 상급종합 > 상급종합 순임

표18. 주사제 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02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38.62 … 16.35 15.13 -1.22

상급종합 3.58 … 2.06 1.81 -0.25

종합병원 9.21 … 8.16 7.38 -0.78

병   원 32.42 … 16.12 14.77 -1.35

의   원 41.26 … 18.37 17.06 -1.31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을 대상으로 함

그림11. 연도별 종별 주사제 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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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품목수

가. 처방건당 약품목수

- (전체) 3.67개로 전년도 3.72개 대비 0.05개 감소

- (종별) 의원 3.76개 > 병원 3.72개 > 종합병원 3.42개 > 상급종합병원 2.99개

- (증감) 종합병원·병원·의원 감소, 상급종합은 전년과 동일함

표19.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

(단위: 개)

구 분 ‘02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4.32 … 3.72 3.67 -0.05

상급종합 3.23 … 2.99 2.99 -

종합병원 3.89 … 3.45 3.42 -0.03

병   원 3.93 … 3.75 3.72 -0.03

의   원 4.43 … 3.81 3.76 -0.05

주) 전체는 평가받은 모든 요양기관 종별 대상임

그림12. 연도별 종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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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의 처방건당 약품목수

○ 호흡기계 질환: 4.62개로 전년도와 동일함

- (종별) 병원 4.69개 > 의원 4.63개 > 종합병원 4.32개 > 상급종합 3.01개

- (증감) 의원은 변화없으며, 상급종합병원(0.08개) 감소, 병원(0.05개), 종합병원 

(0.01개) 증가

○ 근골격계 질환: 3.42개로 전년도 3.51개 대비 0.09개 감소

- (종별) 의원 3.44개 > 병원 3.37개 > 종합병원 3.35개 > 상급종합 3.13개

- (증감) 상급종합병원(0.06개)증가, 의원(0.11개), 병원(0.05개), 종합병원(0.01개) 감소 

표20. 호흡기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전년도 비교

(단위: 개)

구분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차이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차이

전체 4.62 4.62 - 3.51 3.42 -0.09

상급종합 3.09 3.01 -0.08 3.07 3.13 0.06

종합병원 4.31 4.32 0.01 3.36 3.35 -0.01

병    원 4.64 4.69 0.05 3.42 3.37 -0.05

의    원 4.63 4.63 - 3.55 3.44 -0.11

주1) 전체는 모든 요양기관 종별이 대상임
2) 호흡기계질환: 급성상기도감염(J00-J06), 기타급성하기도감염(J20~J22), 상기도의기타질환(J30-J39)

근골격계질환: 관절증(M15-M19), 기타등병증(M50-M54)

<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그림13. 호흡기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전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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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품목이상 처방비율

- (전체) 14.09%로 전년도 14.26% 대비 0.17%p 감소

- (종별) 병원 15.30% > 의원 14.66% > 종합병원 13.77% > 상급종합 11.42%

- (증감) 병원(0.31%p), 상급종합(0.10%p) 증가, 종합병원(0.21%p), 의원(0.22%p) 감소

표21. 6품목이상 처방비율 현황

(단위: %, %p)

구 분 ‘02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24.14 … 14.26 14.09 -0.17

상급종합 13.20 … 11.32 11.42 0.10

종합병원 20.78 … 13.98 13.77 -0.21

병   원 19.32 … 14.99 15.30 0.31

의   원 25.45 … 14.88 14.66 -0.22

주) 전체는 평가받은 모든 요양기관 종별이 대상임

그림14. 연도별 종별 6품목이상 처방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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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 (전체) 46.66%로 전년도 46.46% 대비 0.20% 증가

- (종별) 병원 48.21% > 의원 48.14% > 종합병원 38.41% > 상급종합 25.25%

- (증감) 의원(0.34%p) 증가, 종합병원(0.39%p), 병원(0.33%p), 상급종합(0.12%p) 감소

표22.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현황

(단위: %, %p)

구 분 ‘07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59.77 … 46.46 46.66 0.20

상급종합 30.03 … 25.37 25.25 -0.12

종합병원 48.04 … 38.80 38.41 -0.39

병   원 58.36 … 48.54 48.21 -0.33

의   원 61.59 … 47.80 48.14 0.34

주1)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이 대상임
2) 소화기관용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질환(소화기계 질환(K20-K93),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15-C26), 관절병증(M00-M25),

배병증(M40-M54))은 평가대상 상병에서 배제함

그림15. 연도별 종별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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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약일당 약품비

- (전체) 1,825원으로 전년도 1,802원 대비 23원 증가

- (종별) 상급종합 2,986원 > 종합병원 2,169원 > 병원 1,782원 > 의원 1,435원

표23. 투약일당 약품비 현황

(단위: 원)

구 분 ‘02년 … ‘18년 ‘19년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1,486 … 1,802 1,825 23

상급종합 2,105 … 2,901 2,986 85

종합병원 2,016 … 2,139 2,169 30

병   원 1,848 … 1,762 1,782 20

의   원 1,299 … 1,424 1,435 11

주)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이 대상임

그림16. 연도별 종별 투약일당 약품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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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결과 공개

□ 평가 지표별 공개 기준

m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5지표)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상대지수), 호흡기계·

근골격계질환 약품목수

m 평균값과 해당병원 결과값 공개(3지표)

-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세파3세대이상, 퀴놀론계, 마크로라이드계),

6품목이상 처방비율(상대지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상대지수)

공개대상 
항목

공개대상 
상병

백분위 순위 대상 공개등급 기준

항생제
처방률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급 백분위 순위 40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40초과~55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55초과~70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70초과~85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85초과~100이하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세파3세대이상, 퀴놀론계,

마크로라이드계)
-

주사제
처방률

전체상병 주사제 처방률

등급 백분위 순위 20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20초과~40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40초과~60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60초과~80이하

등급 백분위 순위 80초과~100이하처방건당 
약품목수

호흡기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근골격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전체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상대지수

6품목이상처방비율 상대지수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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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 계획

가. 평가 결과 공개 및 요양기관에 정보 제공

m 평가 결과 공개

- (국민)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결과 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해 평가 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 다빈도상병, 진료과목별(병원급 이상), 내과세부전문과목별(종합병원급 이상), 연령별

m 요양기관별 서면안내문 발송 및 전산통보

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의원)

m 가감지급사업 결과 안내문 및 감액결정 통보서 발송

다. 질 향상 지원

m 평가 하위기관 대상 세부 분석내용 서면 안내

m 지역별 병·의원 하위기관 대상 교육, 의사회 간담회 등 실시

라.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검토

m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약제 평가지표 개발 연구 진행(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