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dical Consulting & Technology

메디씨앤티

| 주요 컨설팅 상품 |

진료비 누락 분석

월 청구 도우미

심사청구 맞춤형 교육

진료비 개선(CP)



(주)메디씨앤티는 진료비 심사청구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잦은 고시 변경 및 심사기준 강화, 심사청구 

전문가 부족 등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진료비 청구 유도,누락 및 삭감액 감소를 통해 병/의원의 

매출 증대와 더불어 심사청구 업무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료비 심사청구 컨설팅
 Medical expenses review claim consulting

컨설팅 기대효과

컨설팅 개요

삭감율 감소

- 심사조정 원인 분석 
- 심사조정 개선사항 반영

진료비 상승

- 신규 심사 고시 추가 
- 진료비 개선사항 반영

경영 효율성 증대

진료비 , 누수청구비용 

컨설팅 프로세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장년 고용장려금

고용 지원금
환 급  대 상

컨설팅 계약컨설팅 계약 보고서 제출보고서 제출 컨설팅 진행컨설팅 진행진단 / 분석진단 / 분석

·개인정보준수 및 컨설팅  
   계약 작성
·원격진행 PC준비

· 과거 3년간 심평원, 진료
차트 등 청구 현황 분석

·소요시간 : 약 2~3주

· 재청구 가능금액 유무
· 진료비 개선 사항
· 삭감 현황 및 원인 등

· 재청구 컨설팅
· 맞춤형 컨설팅 제안:
   -월 청구 도우미
   -진료비 개선 교육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청·장년 고용장려금

고용 지원금
환 급  대 상

분석(경향) 심사 등

지속적 심사기준 강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잦은 고시 변경

병원

매출(수익)
감소

전문 심사청구

경력자 부족

진료비(재청구)

진단분석 컨설팅

의료급여법 31조, 국민건강보험법 91조

    3년의 소멸 시효내 재청구 가능

진료비 청구액

누락 및 삭감액



   [ 진료비 누락 분석 컨설팅 ]

   - 복잡한 심사기준 및 잦은 고시 변경, 심사자의 고정화된 업무 패턴, 심사청구 후 미흡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법상 과거 3년간의 소멸시효내 재청구 가능 금액을 진단/분석하여 환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컨설팅

   - 진단분석 결과 보고서 제출 : 재청구 가능 금액, 의료기관 개선사항 및 지표, 주요 심사 조정 원인 분석 및 통계 등

   [ 월 청구 도우미 컨설팅 ]

   -  심사청구 전문가 부족 등으로 적정 진료비 청구가 미흡하거나, 청구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과별 

     전문 심사청구 전문가가 매월 심사청구를 도와주는 컨설팅 

   - 매월 청구 도우미 보고서 제출 : 청구현황 및 심사조정 원인분석, 의료기관 개선사항 등 

   [ 심사청구 맞춤형 교육 컨설팅 ]

   - 동일 규모 의료기관(병/의원) 대비 심사조정(삭감) 금액이 크고, 삭감율이 높아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및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교육 컨설팅 제안 

   - 교육 기간 : 월 1회씩 2 ~ 3개월 간(협의 필요), 의료진/심사자/업무후선 부서 대상

   - 교육 내용 : 주요 심사조정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심사청구 모니터링 후 보완 교육 실시 

의료기관명 구 분
병원규모

(BED/의사수)
월 청구액 컨설팅 결과 컨설팅 상품

○○병원 종합병원 215 / 18명 12억 원 8천 7백만원 재청구

○○병원 병원 180 / 4명 4억 5천만원 3천 3백만원 재청구

○○여성병원 병원 31 / 11명 7억 원 4천 5백만원
재청구

월 청구도우미

○○요양병원 요양병원 98 / 2명 1억 5천만원 2천 7백만원 재청구

○○산부인과의원 의원 29 / 18명 5억 8천만원 1억 2천만원
재청구

교육

○○정형외과의원 의원 27 / 1명 7천만원 2천만원 재청구

주요 컨설팅 상품

컨설팅 사례



월 평균 120건

건당 입원 진료비

23,500원 증가

월 280만원 증가

월 평균 4,000건

건당 외래 진료비

580원 증가

월 230 만원 증가

착오 수가 개선

신규 검사 및 

급여기준 개선 등

월 550만원

(진료비 증가)

년 6,600만원

(진료비 매출 증대) 

3년 소멸 시효내

누락/추가 청구액

3,800 만원

   [ 진료비 누락 분석 컨설팅 ]

   [ 월 청구 도우미 컨설팅 ]

▶ 경기 OO병원(급성기 병원) 사례

    - 215 BED 규모

    - 의사수 18명(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 서울 OO병원(척추관절 병원) 사례

    - 92 BED 규모

    - 의사수 9명(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 서울 OO병원(분만 및 부인과 병원) 사례

    - 43 BED 규모

    - 의사수 11명(산부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

▶ 경남 OO요양병원(요양 및 재활병원) 사례

    - 98 BED 규모

    - 의사수 3명(내과, 정형외과, 한방내과 등)

상품별 컨설팅 상세 사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대륭테크노타운21차 2층 202호
Tel: 02-853-5205   Fax: 02-853-5206  www.medicnt.com

진료비 개선

재 청 구

진료비 개선삭감액 감소

진료비 증가

삭감액 감소

3년 소멸 시효내

누락/추가 청구액

7,500 만원

재 청 구

수가 및 재료대

누락 개선 등

월 360만원

(진료비 증가)

년 4,300만원

(진료비 매출 증대) 

진료비 증가

기존 

월 평균 삭감율

5.7%

1% 내외

월 380만원 개선

기존 

월 평균 삭감율

3.4%

1% 내외

월 150만원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