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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단위: %, 원)

유형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2023년

조정률
(평균 1.98) 1.6 (2.1) 2.5 (3.0) 3.6 2.8 4.0

환산지수 79.7 92.1 93.0 95.4 97.6 91.0 151.9

협상결과 체결 결렬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2022년

조정률
(평균 2.09) 1.4 3.0 2.2 3.1 3.6 2.8 4.1

환산지수 78.4 90.2 90.7 92.6 94.2 88.5 146.1

협상결과 결렬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21년

조정률
(평균 1.99) 1.6 2.4 1.5 2.9 3.3 2.8 3.8

환산지수 77.3 87.6 88.7 89.8 90.9 86.1 140.3

협상결과 결렬 결렬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20년

조정률
(평균 2.29) 1.7 2.9 3.1 3.0 3.5 2.8 3.9

환산지수 76.2 85.8 87.4 87.3 88.0 83.8 135.2

협상결과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9년

조정률
(평균 2.37) 2.1 2.7 2.1 3.0 3.1 2.8 3.7

환산지수 74.9 83.4 84.8 84.8 85.0 81.5 130.1

협상결과 체결 결렬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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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과 추가 소요 재정

(단위: %, 억 원)

유형 인상률 추가 소요재정 협상결과

평균(계) 1.98 10,848

병원 1.6 4,949 체결

의원 (2.1) 2,951 결렬

치과 2.5 952 체결

한방 (3.0) 783 결렬

약국 3.6 1,194 체결

보건기관 2.8 18 체결

조산원 4.0 0.1 체결

*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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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 의견(안)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과 한방 유형의 2023년도 요양급

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2023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

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

3.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하여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3년 5월)에

적용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다    음】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하여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

등을 활용하여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요양기관 유형 간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나. 동 개편방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마련하여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공급자 등의 의견 수렴 

-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개편방안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