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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송윤아 연구위원

이슈 분석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함.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부재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 상승 및 진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하였음. 금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은 불필

요한 시술과 청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교통부는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함1)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정해

진 금액 또는 상대가치점수 없이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어 왔음2) 

   -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도 보장함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를 부

여함(<표 1> 참조)3) 

   -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을 12개 코드(허-2-1, 93023~93034)로 세분

화하여 청구하도록 함4)  

1)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4737호)
2)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임.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3)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

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 ‘진료수가 = 상대가치
점수 × 종별가산율 ×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임 

4)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과-3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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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시술기준을 마련함

   -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진료수가를 산정

적용일자 내용

2015. 9. 31. 
이전

Ÿ 한방물리요법에 단일 코드(허-2, 49020)적용하고 실제소요비용 청구

2015. 10. 1

Ÿ 모든 한방물리요법이 동일 코드(허-2, 49020)로 청구되면서 청구 및 심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혼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과
-3554호)

Ÿ 2015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 세분화(허-2, 49020 → 허-2-1, 
93023~93034)

Ÿ 세부산정기준 마련

2017. 9. 11

Ÿ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 → 자동차보
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4737호)

Ÿ 실제소요비용으로 산정하던 7개 항목에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20.37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45.93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45.93
93028 경추견인 82.76
93029 골반견인 80.48
93030 도인운동요법 [1일당]-1부위 138.84
93031 도인운동요법[1일당]-2부위 이상 208.26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1부위 50.38
93033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2부위 이상 75.57

<표 1>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변화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부재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 상승 및 진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하였음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연

평균 197%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는 환자 수와 한방물리요법의 단위가격 상

승에 주로 기인함(<표 2> 참조)

   -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통원진료비는 연평

균 260%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환자 수는 연평균 66%, 청구단가는 125% 증가함(<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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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일상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순위별로 상·하위 10% 환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행위별 

진료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환자 간 진료비 편차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

   - 2016년 한방병원을 이용한 S134(경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위 10%의 평균진료비는 654,073원, 하위 10%의 평균진료비는 4,443원으로 상·하위 10% 

환자 그룹 간 진료비 편차가 147배로 매우 높게 나타남5)

구분 첩약 추나요법 약침 한방물리요법 기타

한방병원 39.6% 26.4% 47.1% 197.3% 32.0%

한의원 25.6% 25.9% 35.4%  47.5% 34.6%

  주: 한방의료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의미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2> 2014~2016년 자동차보험 한방비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구분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2014~2016년)
1인당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2014~2016년)

총진료비 환자 수 1인당 진료비 
1인당 청구건수

(진료이용량) 
청구건당  

진료비(청구단가) 

한방
병원

입원 119.6% 35.4% 62.1%  3.9% 56%

통원 259.9% 65.9% 116.9% -3.8% 125.4%

한의원
입원  48.2% 22.8% 20.7% -0.4% 21.1%

통원  47.5% 12.8% 30.7% -1.1% 32.2%

  주: 1인당 진료비 = (청구건수/환자 수) × (총진료비/청구건수) = 1인당 진료이용량 × 청구단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3>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 구성

 금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은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

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 6,586억 원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290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미미하기 때문에, 진료수가 신설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

는 크지 않으나 적어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임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

5) 전술한 편차는 전체 상해등급 내 동일상병 환자 간 진료비 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동일 상해등급 내 동일상병 환자 간 진료
비 편차는 이보다 작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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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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