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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Session for the 
KAHBPS and KSELS

(간담췌 내시경복강경 통합 세션)

November 28(Fri), 2014,
[Grand ballroom 104, 105, COEX]

2014년 11월 28일(금),
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 105호

Forum and Panel on Insurance 
Policies

Activities of Insurance Committee of 
Surgical Society for 

Hepatopancreaticobiliary and 
Endoscopic-Laparoscopy

Director of the lnsurance Affairs Board, The 
Korean Association of HBP Surgery / Il-san Hosp.

(간담췌외과학회 보험이사, 일산병원)

Kuk Hwan Kwon
(권국환)

  학회 보험위원회 일이란 해당 수술이나 장비 기구 

재료 등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급여로 인정

받는 것과 수가를 잘 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하고 보험

에 대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일 것이다.
  보험 수가란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결정이 되며 현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일부 DRG 질병을 제외하고는 

행위 별 수가로 지불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란 의

사업무량과 진료비용으로 구성 되며 의사업무량이란 

주치의의 업무량이고 진료비용이란 주치의 외 의료 

인력들의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위험도, 간접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려면 KCPT(한국형 의료행

위 분류)내 행위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복

강경 수술은 행위 정의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복강경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따로 받을 

수 없고 개복 수술에 준하여 받게 되어 있다.
  복강경 수술은 간담췌외과 나아가 외과만의 문제

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애

로점이 있다. 즉 몇 년 전부터 KCPT 재분류 작업의 

일환으로 복강경 수술에 대한 행위 분류도 하고 있

지만 외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장기적 과제로 미루어지고 있다. 
  KCPT 재분류 작업으로는 복강경 수술 이외 개복 

및 복강경 비장보존원위부췌장절제술, bisegmentec-
tomy (sectionectomy) of liver, 간담췌 수술에서의 림

프절 절제술을 동반한 경우에 대한 분류도 노력 중

이다.
  또한 2년 전부터 시행된 한국형 진단명 기준 환자

군(KDRG)에 대한 개정 작업에서도 개복수술, 복강

경수술, 단일공 수술, 로봇 수술로 분리하여 분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강경 수술 외 단일공 수술은 복

강경 수술과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 때문에, 로봇 수

술은 현재 급여 권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분류

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KDRG 작업에서도 상

기 KCPT 재분류 작업에서 언급한 수술들과 담낭절

제술의 경우 충수절제술에서처럼 복잡형을 따로 분

류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을 분리한다고 상대가치점수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자면 

담낭절제술의 경우 미국 CPT에서도 복강경 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개복 수술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분리가 되면 오히려 수가가 낮

아 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담낭절제술은 이미 대

부분의 경우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업

무량은 개복수술에 준하여 책정되나 시술시간이 많

이 줄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점수를 받지 못할 것

이다. 반면에 장비 및 재료비에서 일부 상승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도 수술시간이 줄어 전체적

인 상대가치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이

에 따른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이나 의사 수입

이 아닌 제조사들의 수입이 될 것이다. 물론 업무강

도가 높게 책정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어렵고 위험부

담이 있는 담낭절제술을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의 반영이 제대로 될지 의

문이다.
  현재 복강경 수술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가는 투관

침을 비롯한 수술 재료, 수술용 기구에 대한 정액 보

상, single port, energy based device, 자동봉합기 등

으로 조금씩 인정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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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하겠다. 현재 별도 보상 혹은 정액 보상되고 있

는 장비, 재료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된 전액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 장비, 재료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의료 기술로 

산정할 수 있는 술식 및 방법의 개발은 이미 잘 알

려진 모든 수술에 대한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잘 안 알려진 새로운 수술 혹은 시술(사실 복

강경 혹은 로봇도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신의료 기술

로 등재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 되며, 다른 예를 

들면 dye를 이용한 anatomical resection of liver, 복

강경 수술 시 fluorescent technique 등...), 복강경 만

으로 할 수 있는 수술 혹은 복강경으로 시행 했을 

때 월등히 성적이 좋은 수술 등이 있을 때 신청해 

볼만 할 것 같다. 
  위와 같은 일은 보험위원회에서 할 일도 있지만 

학회 차원에서 그리고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며 이를 이

루기 위해서는 근거에 의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기존 

수술과의 차이점 즉 수술의 난이도 및 수술 후 결과

에 대한 문헌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Medical Fees for 
Hepatopancreaticobiliary Laparoscopy 

- Current Calculation Criteria and 
Changing Trends

(간담췌 복강경 수가 -
현 산정기준 및 변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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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관련 선정기준 및

변화 동향)

Center for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Yoo Jin Jung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