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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has implemented
the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NQAP)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Beginning with five items including a pharmaceutical benefit in 2001,
the NQAP has been expanded in measuring 35 items with 347 indicators as
of 2021. The results of the NQAP have been publicly disclosed and linked with
the Value Incentive Program and Healthcare Quality Evaluation Grant Initiative
that is designed to support the improvement of care. The experience from
implementing the NQAP provides three implications for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1) reorganization of the assessment
to ensure credibility from the society; (2) expansion of the use of assessment
results; and (3)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t the national level that enables
alignment with plans, strategies, and policies for quality of care and build-up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institutions and stakeholders.
Keywords: National Quality Assessment Program; Data collection; Public
reporting; Pay f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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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 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 비용 대비 가치, 가치기반(value-based) 보건
의료 등이 국제적인 어젠다로 다뤄짐에 따라 의료의 질 측정과 활용은 보
건의료 영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1]. 미국, 캐나다 등 보건의료 선진
국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에서도 의료의 질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적
어젠다로 다뤄지고 있다[2].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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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료서비스가 양적으로 팽창됨에 따라 의료의 질

여 등 총 5개 항목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허혈성

적 수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 1990

심질환 등 임상 질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이

년대 초반에는 의료의 질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

후에는 만성질환 영역으로 확대되고, 2011년에는 암

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질 향상

평가, 2017년에는 환자경험 평가로 발전해 왔다. 적

(quality improvement)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정성 평가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에는 질병과

1995-2001년에는 질 향상 활동이 정부 차원의 의료

시술 중심에서 국가 질 향상을 목표로 적정성 평가 프

기관서비스 평가제도 시범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시

레임을 전환하였다[7]. 그리고, 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범사업은 의료 질 평가기능을 책임지는 기관 설립의

평가항목을 제안·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마취,

계기가 되었다.

치과, 정신건강 등 점진적으로 의료 질 사각지대를 해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소해 나가고 있다.

설립되면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적정성 평가) 업무

현재 적정성 평가지표는 2018년 수립한 생애관리

가 시작되었다[4,5]. 적정성 평가는 의약학적 그리고

프로세스에 따라 347개(35개 항목)가 측정되고 있다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적정

[8]. 적정성 평가항목을 다관점에서 분류한 결과, 효

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그동안 적정성 평가

과적인 진료, 급성기 치료, 상급종합병원, 성인, 의과

는 결과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에게는 자율적인 질 향

등 일부 영역에서 균형적인 영역 확대가 요구된다[9]

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표 1). 특히 결과(outcome)지표는 전체 지표 중에서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적정성 평가항목이

84개(24.1%)이지만, 2022년까지 미국 Centers for

양적으로 확대되고, 가치기반 보건의료가 강조됨에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결과지표 비중에

따라 적정성 평가의 수행체계와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대한 목표치가 50%임을 감안할 때[10], 구조와 과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6].

지표에서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patient-reported

이 글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평가영역 확대와 체계
개편, 평가결과 활용, 성과연동 지불체계 도입으로

outcome measures)와 같은 결과지표로 전환될 필요
가 있다.

구분하여 지난 20년간 진행된 과정과 성과를 검토하

평가대상 기관 측면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요양병

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

원 입원급여와 중소병원 평가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

성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의 향후 방향과 추진 과제를

의 평가대상에 해당된다. 반면, 병원은 암, 결핵 등

도출하고자 한다.

일부 영역에만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자 2019년에 중소병원평가를 도입하여

본 론
1. 평가영역 확대 및 체계 개편
1) 평가영역의 확대

적정성 평가 초기에는 의료이용 빈도와 비용을 중

심으로 의료서비스가 평가되었다[7]. 2001년 약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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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감염관리를 평가하고 있지만[7], 중소병원
들은 규모와 진료질환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특성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평가모형을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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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다관점에 따른 적정성 평가영역 분류
적정성 평가대상 분류

의료질 구성요소

평가항목 수(%)

계*

347 (100.0)

효과성

210 (60.5)

연계성

6 (1.7)

환자안전
환자 중심성
형평성
효율성

의료의 질 지표유형

83 (23.9)
17 (4.9)
-

31 (8.9)

계

347 (100.0)

과정

201 (57.9)

구조
결과

환자 경험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계

급성기 치료
재활치료
장기요양

호스피스·완화의료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예방·건강증진

평가 대상인구

53 (15.3)
84 (24.2)
9 (2.6)

35 (100.0)
20 (57.1)

2) 위원회 운영 및 기준 마련

적정성 평가는 국민, 전문 학회, 유관기관 등이 제

안하는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예비평가와 지표개발연
구를 거쳐 정책적 중요도·필요성, 수행여건 등을 고
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평가로 도입된다. 이
를 포함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공개하며, 평가
항목별 세부시행 계획은 평가 전 공개하고 있다.
출범 당시 ‘중앙평가위원회’는 ‘진료심사평가위원
회’의 부속기구였으나, 2014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로 격상하고 의약계·공익·건강보험 대표를 동수
(6:6:6)로 구성하여 균형성을 확보하였다. 자문기구
였던 ‘전문가 자문단’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 정
규심의기구인 ‘의료평가위원회’로 격상하고 소비자,
통계전문가·전문분야 간호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 참
여를 확대하였다[7]. 심사평가원과 외부 학회에서 병

-

행 개발하였던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도 2016년부터

-

개발체계로 전환하였다.

1 (2.9)
10 (28.6)
4 (11.4)

는 관련 학회에 전적으로 위임하여 임상현장 중심의

3) 평가정보 수집 및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계

35 (100.0)

소아·청소년

12 (34.3)

노인

34 (97.1)

면제출에서 인터넷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전송하

계

35 (100.0)

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2014년)’ 구축, 2019년

병원

24 (68.6)

신생아
성인

평가 대상기관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한방·치과

1 (2.9)

34 (97.1)

34 (97.1)
18 (51.4)
4 (11.4)

20 (57.1)
10 (28.6)
1 (2.0)

자료: 평가정보뱅크. 평가정보뱅크 분류영역.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9].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35항목 347개 지표 기준.

평가 자료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행정자료를 주

로 활용하지만 암질환 등 17개 항목은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임상자료를 별도로 수집한다[8]. 자료수집은 서
는 ‘웹자료 수집방식(2007년)’을 거쳐 전용 전산시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e-Form)’ 도입으로 평가
의 적시성·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전자의무기
록과 연계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20여 개에 불과하여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0년에는 20년간 개발된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자료를 분류·표준화하고 국가단위 평가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평가정보뱅크’를 구축하였다[7].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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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의료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 외 현장 중심 질 향상 컨

질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설팅 및 질 향상 교육과정 운영, 질 향상 활동 우수사

평가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료평가포

례 발표회, 질 향상 커뮤니티 운영이 있다. 특히 질

털’로 확장할 계획이다.

향상 컨설팅은 질 향상 전문가와 평가전문가로 팀을

2. 평가결과 활용 및 성과연동 지불체계 기반조성
1) 요양기관 정보제공 및 공개

구성하여, 의료기관의 문제점 파악, 질 향상 계획 수
립, 실행,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컨설팅 참여기관은 평가항목의 질 향상 및 높은 만족

적정성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를 보였다. 질 향상 교육 또한 규모별·주제별·수

공개하고 있다. 대상기관 개별통보 방식으로 시작하

준별 교육기회를 다양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 수강

여 2005년부터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보

생이 2019년 466명에서 2020년 5,356명으로 대폭

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에는 양호기관 위주로 공개를

증가하였다.

시작하였으나, 시민단체의 하위기관 명단 공개요구에
대한 행정소송을 계기로 2006년 1월부터는 전면공개
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병원평가정보 앱

3) 성과연동 지불체계 기반조성

가감지급사업은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험급여 진료

서비스를 시작하여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7]. 그

비 보상과 연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

러나 의료 질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브 또는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를 부여하여 질

낮고, 평가정보 구독 및 활용과정에 불편요인이 있어

향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12], 2007년에는 미국 등

[11], 누구나 의료 질 평가결과를 쉽게 찾고 이해하도

선험국의 사례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

록 국민친화적인 공개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범사업은 1차연도 감산기준선 공표, 2차·3차연도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인센티브 지급, 3차연도 감산

2) 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

기준선 미달기관에 대한 감산 적용 등 3년에 걸쳐 단

적정성 평가 초기는 이용도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

계적으로 시행하여 대상기관의 수용성을 높였고, 특

여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질 향상 활동이 미약하였다.

히 하위등급 기관의 질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 요양기관 질 향상 담당자들과

[5,13].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을

2011년 본 사업부터는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

구성해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실질적 질

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였고, 대상항목도 급성기 뇌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질 향상 지원사업에 착수하였

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약제 3항목,

다[7]. 질 향상 자문단은 지방 중소병원 등 인프라가

혈액투석 등 연차적으로 확대되었다[7]. 가감률도 최

부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지원을 하였고,

저 ±1%에서 최고 ±5%까지 확대하였고, 고혈

주요 역할은 파트너십 기반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압ㆍ당뇨병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

의료현장 자문을 통한 질 향상 활동이었다. 질 향상

하였다. 가치기반 성과보상을 다각화하여 수가와 연

자문단은 2007년 7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53명으

계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 하위기관엔 가산 배제하

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확대되어 의료 질 향상 지원 등

였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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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항생제 처방률
73.3%

2002년

주사제 처방률

38.3%

38.6%

2019년

2002년

처방건당 약품목수

4.32개

15.1%
2019년

피부절개 1시간 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2002년

2019년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

89.6%

11.3%

7.2%

23.6%
2006년

3.67개

2017년

2011년

2018년

그림 1. 적정성 평가로 인한 주요질 지표의 변화.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20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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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질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질 수준.  자료: 김경훈, 선정연, 김선미, 윤상헌, 이다희, 김선제, 염윤진. 2017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16].  *그림 내 숫자는 각 지표별로 OECD 국가의 평균을 100으로 고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
대적인 질 수준을 의미하며, 100보다 작으면 질 수준이 좋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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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7,000억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에 평가결

평균적인 질 수준을 2017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비교

과를 연계하여 질 향상 보상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외

한 결과[15,16], 뇌졸중과 암 진료성과는 우수한 반면

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전문병원 지정에 평가결과

에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 등 일차의료 영역의 질 수

를 활용하고 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 등으로 확

준은 낮았다(그림 2). 이는 적정성 평가항목이 구조와

장하고 있다.

과정지표, 급성기 치료, 상급종합병원에 편중되어 있

가감지급사업 도입결과, 2011년 47개 기관 11억
원에서 2020년 15,043개 기관 223억 원으로 규모도

고, 중소병원과 의원으로 평가범위 확대 그리고 결과
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반영한다.

커졌고, 대상기관들의 지속적인 질 향상과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는 직접적 효과인 의료 질 향상 외에

간 질적 격차가 감소하였다[7]. 그러나 2019년 기준

도,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인식 변화

가산액의 66%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되면서 질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17]. 경제적 효과 측면

향상이 필요한 병원급 이하의 유도방안에 대한 한계

에서는 외래·입원·약제 평가를 통해 의료비용 적정

가 있었고,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화와 재원일수, 사망률 변화로 인해 발생한 편익은

에도 반영되는 등 보상체계 편중 문제와 적은 보상규

5,606억 원이었다. 공급자 인식 변화로 과정지표가

모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향후 상위의료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였고, 적정성 평가의 주요

관의 지속적 질 향상을 유지하면서 하위그룹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지난 2년간 30%–63% 상승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의 평가와 가감지급체

국민의 관심도를 이끌어낸 것은 국민 중심 의료로 발

계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돋움하기 위한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3. 적정성 평가의 성과

결 론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의료서비스 영

역에서 본연의 사명인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01년 시작된 적정성 평가는 평가영역이 확대되

평가 차수가 거듭되면서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종합

고, 자료수집과 의사결정체계가 개편되는 등 양적·

점수가 향상되었고, 의료서비스의 절차 등이 개선되

질적으로 성장해 왔다. 또한 평가결과는 국민과 요양

었다[3,7]. 2019년 감기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

기관에게 공개되고, 가감지급사업과 의료질평가지원

방률은 각각 38.3%, 15.1%로 2002년에 비해

금에 활용되고 있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35.0%p, 23.5%p 감소하였고, 처방건당 약품 수도

가져오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4.32개에서 3.67개로 감소하였다. 피부절개 전 1시

가져왔다.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면서 보건의료

간 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2006년 23.6%에서

가치에 대한 원론적 고민을 짚어야 할 시점이다. 보건

2017년 89.6%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2018년 급성

의료에서 환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건강 결과이다. 이

기 뇌졸중 입원환자의 사망률은 7.2%로 2011년에 비

는 수술이나 입원과 같은 일시적 의료서비스 제공결

해 감소하였다[14] (그림 1).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

과가 아닌 환자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이고 장기적

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인 건강 결과와 비용을 의미한다[18]. 결국 의료의 질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의

향상은 단순 서비스 단위의 향상이 아닌 포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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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의 관점으로 귀결된

모를 확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타 평

다. 2012년 OECD가 우리나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가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국가단위 의료 질 거버넌스

성과연동 지불제도 확대를 권고한 이후[19], 정부는

마련이 필요하다. 의학·임상 자문, 의견수렴, 의사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면서

결정, 이해관계 조정 등 역할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가치기반 보상의 원칙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의료

환자 중심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환자 등 국

제공량 기반의 단순 비례적 보상보다는 국민건강 향

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의료소

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와 활동을 측정하고, 이

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활동과 지표 개

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한 실

발과정에 동참시킬 것을 제안한다.

행전략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운영되는 모든 이해관계

심사평가원은 2020년 9월부터 평가발전위원회와

자의 핵심 동인이 의료의 질이 되도록 질 평가결과에

내·외부 평가전문가가 참여한 “2040 적정성 평가 미

지불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상과 연계하는 가치기

래 발전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3대 혁신과제

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로 (1)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적정성 평가

환자가 있어야 한다.

체계 구축, (2)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적정성 평가

및 국민 중심 평가정보 제공, (3) 타 평가와 어우러지

결과의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평가체계 개편이

는 질 관리전략 수립 및 국민·의료계 실질적 참여 확

다. 사각지대가 없는 평가영역의 균형적 확대와 함께

대와 7대 권고안을 마련하였다[6]. 이 과정에 소비자

건강 결과와 환자안전지표 개발, 환자가 직접 진료경

는 국민의 병원선택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질 정보

험과 건강 결과(삶의 질, 통증 등)를 평가하는 기전 도

와 평가 전반에 참여를, 공급자는 적정한 보상과 행정

입 등 환자 관점의 의료서비스 평가로 변화가 필요하

부담 감소를, 학계에서는 환자 중심 평가와 건강성과

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자는 평가결과 정보로 의료를

측정을 요구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요

선택하고 의료공급자는 의료 질 향상 노력을 하는 선

구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해 각 요구사항이 상충하

순환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의 장애요인이 될 수

지 않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미래 발전으로 나아가는

있는 자료작성과 제출 부담은 법령 개편과 기술 개발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 거버넌스는 적정

등 정책적 지원방안과 병행 모색하여 안정성을 확보

성 평가를 넘어, 국가단위 의료 질 향상 거버넌스로

해야 한다. 둘째, 적정성 평가결과의 활용을 확대해야

확장하여 다양한 정책 및 평가기관 간 전략적 연계를

한다. 심사평가 측면에서는 평가결과-심사의 연계·

통해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이루어야 한다.

활용이다. 2019년 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
을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한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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