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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spread of remote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technologies, it has become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to respond to the upcoming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To
respond to these changes,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selected 23 detailed promotion tasks for innovation and seven innovation
tasks in three areas that require priority performance. First, the areas of meaningful
evaluation are “a paradigm shift in introducing new evaluations,” “reorganiza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centered on core indicators,” and “redesign of existing
evaluation items.” Second, the areas of data collection to promote innovation
are “preparing the legal basis and spreading the e-form system” and “expanding
the collection of present on admission.” Third, the areas of expanding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are “selection to enhance public utilization of evaluation
information” and “strengthening value-based compensation.” The mid- to longterm plan for innovation in the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healthcare benefit
adequacy is first to develop and introduce new evaluations focusing on key
indicators such as patient-centered and patient safety-related outcome indicators
that can improve national health outcomes. Second, the reform is intended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smooth collection of evaluation data and switch to
the collection of evaluation data using the e-form evaluation form, which is a form
for submitting data at the time of claiming medical care benefit costs. Third, it is to
improve and operate the current Value Incentive Program focusing o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clinics that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expand the evaluation items and scale of the additional reduction payment.
HIRA is expected to further promote value-based medical quality improvement by
doing the following: reorganizing the evaluation centering on key indicators such
as outcome indicators that can measure public health performance through the
seven tasks and strengthening rewards for health performance improvement.
Keyword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Plan; Quality
assessment;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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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응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
라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료 질

보건의료체계 정의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제고와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로 낭비적 지출에 대

건강 관련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의료비 부담으

한 관리와 더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로부터 국민을 재정적으로 보호하고 건강수준을 향

요구되고 있다.

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1].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

그러나 2001년부터 이어 온 요양급여 적정성 평

료체계 패러다임은 제공된 진료의 양보다는 국민건

가는 의료 질의 균형적 확대 등의 발전을 통해 노력

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강화한다는 가치기반(value-based) 보건의료로 전

결과지표 등 유의미한 지표로의 전환과 자료수집의

환되고 있다[2]. 이는 낮은 가치에서 높은 가치의 의

편이성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

료로 자원을 배분하는 장기적 전략을 요구하며, 임

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현 평가체계

상 진료의 변이 측정을 넘어서는 평가방법론의 발전

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

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

가원(심사평가원)은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료 환경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복합만성

추진전략을 계획하였다(그림 1).

질환관리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환자 중심의 통합

2020년 9월 내·외부 평가전문가로 평가발전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

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자문, 내부

근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인프라 기술(5G, 인

의견수렴, 과거 평가발전방안 검토 등을 바탕으로

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다가올 미래 의료환경에 대

전략 구체화에 돌입하였다.

미 션

의료 질 평가 및 국가 의료 질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비 전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국가 의료 질 평가기관

슬로건

의료 질을 더 가치 있게, 국민을 더 건강하게
추진전략

의미있는
평가

혁신을 촉진하는
자료수집

평가결과
활용 확대

➊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➍ 법적 기반 마련 및

➏ 가치기반 보상 강화

➋ 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
➌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e-Form 시스템 확산

➎ POA 수집 확대

➐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그림 1. 평가체계 혁신 중장기 추진전략 체계도. POA, present on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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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적정성 평가체계 구축

2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 및
국민 중심의 평가정보 제공

3

타 평가와 어우러지는 질 관리전략 수립
및 국민‧의료계 실질적 참여 확대

➊ 목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상시 지표 

➍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질 향상 노력을

➏ 정부의 국가 의료 질 관리체계 마련 및 

➋ 평가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➎ 국민이 원하는 평가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➐ 국민‧의료계 참여를 평가 전반으로 확장

개발 및 지표 Pool 운영

➌ 국민건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자료 
수집체계 개편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맞게 공개

평가 간 유기적 연계
한 거버넌스 개편

그림 2. 평가발전위원회의 평가체계 혁신방향 및 7개 권고(안).

2021년 3월에는 “2040 적정성 평가 미래발전 방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 (3) 기존 평가항목

향” 포럼을 개최하여 3대 혁신 방향 및 7대 권고안을

재설계는 (4), (5) 평가자료 수집 기반 마련과 병행되

도출하였다(그림 2) [2]. 이를 바탕으로 23개 세부

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핵심지표 중심으로 전환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그 중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평과결과를 반영한 (6)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7) 평

주요 이슈 중심의 7개 과제를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가정보 국민 활용 제고는 또 다른 한 축으로 실행되

나머지는 일반과제로 분류하였다.

어야 할 것이다(그림 3).

7개 혁신과제 중 (1) 신규평가 패러다임 전환, (2)

구분

정의

거버넌스

자
료
수
집
기
반

(1)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2)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

(3)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도입이 미진했던 환자안전,
환자 중심 지표 Pool 개발로
건강성과 집중측정

목표부여방식 등
건강성과로 이어지는
핵심지표 중심 평가로
전환

· 일차의료 통합평가
· 암
 질환 환자 중심 포괄
평가
· 환자경험 종별 확대
· 지표 자율선택제

기획분과, 지표분과
(소비자, 환자 참여)

지표분과, 항목분과
(소비자, 환자 참여)

지표분과, 항목분과
(소비자, 환자 참여)

(4)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 자료 제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보법 상위 조항 신설
· e-Form 시스템으로 평가자료 수집 일원화(P4R 연계)
· 전자의무기록 인증 기반 평가자료 수집을 위한 수가 신설(P4R)
(5) POA 정보 수집 확대

· POA 정보 수집을 위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와 연계
· POA 정보의 정확한 수집을 위한 코딩지침 및 사례집 개발, 교육

(6) 가치기반 보상 강화
· 가감지급 전면 개편
- 대상: 전체→병의원급
- 지불: 가감→가산

· 만성질환 인센티브 전환
- 자료 제출 자율참여 대상
·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
- 핵심지표 측정결과 반영

(7) 평가정보 국민 활용 제고

· 평
 가등급 등 평가결과가 보다 쉽게
눈에 들어오도록 시각화
· 평
 가결과 빅데이터 오픈 API 개발
및 국내 대형 포털(네이버, 카카오)
연계

그림 3. 7대 혁신과제 프레임워크. P4R, pay for reporting; POA, present on admission;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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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향상 더욱 촉진

의미 있는 평가
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건강성과 측정은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표를 통해서 가능하다.

측정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
(가치기반 지불)

건강결과의 향상과 환자경험의 개선, 비용의 절감
등을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다(그림 4). 이러한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현재 질 지표를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하고자 한
다. 여기서의 핵심지표 예시로는 National Quality
Forum의 ‘가치 있는 질 지표유형’을 참조할 수 있다

건강결과의
향상

환자경험
개선

비용의 절감 등
측정

그림 4. 국민건강성과 측정의 의미.

[3] (표 1).
1.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관련 임상학회 중심의 제안으로 균형성 있는 평가대
상 발굴 및 확대가 제한되고, 신규평가 제안시스템

평가항목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

운영 한계로 신규평가 도입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있

가 필요영역이 존재한다. 2021년 6월 기준 35개 평

다. 이에 (1) 환자안전·환자 중심성 등 핵심지표 개

가항목 323개 지표를 운영 중이나, 결과 및 환자경

발 및 평가 도입 (2) 적시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신

험(구조 및 과정지표 73.7%, 결과지표 23.8%, 환자

규평가 도입체계 개선을 수행하고자 한다.

경험 2.5% 비중의 지표유형), 환자 중심성(환자안전
지표 81개[25.1%] 중 결과지표 27개, 환자 중심성
4.9% 등의 질 구성요소) 지표의 비중은 낮다. 또한

1) 환자안전‧환자 중심성 등 핵심지표 개발 및 평가 도입

상시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신규평가 항목

실질적으로 국민 요구가 있고 국가 간 비교에 필요

의 지표 개발 및 예비평가 시 환자안전·환자 중심

한 ‘수술 후 합병증’ 등의 환자안전 영역 지표도 부재

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가 제안되지는

한 상황이다. 그리고 연차별 제안 항목 수 감소 및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표 1. 가치 있는 질 지표유형
Outcome measures

진료 결과지표

Measures addressing patient experience, care coordination,
population health, quality of life or impact on equity

환자경험, 진료연계, 국민건강, 삶의 질, 형평성 관련 지표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환자 중심 결과지표

Appropriateness, overuse, efficiency, and cost-of-care measures

적절성, 과다이용, 효율성, 비용지표

Process measures with strong evidence-based link to patient
outcomes

환자의 건강결과와 강한 관련성이 있는 과정지표

Composite measures

복합지표

자료: National Quality Forum. Maximizing the value of measurement: MAP 2017 guideline. Washington (DC): National Quality Forum;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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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1) 평가지표 생애관리기준 및 절차 마련

목표달성 여부, 추세분석 등을 반영한 관리원칙

등의 환자안전 및 환자 중심성 주요 결과지표는 중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도별 결과, 학회 권고기

요도와 시급성, 측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준, 타 국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지표별·항목

으로 자체 발굴하여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도

별 목표를 설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지표관

입하며, 수행 중인 평가항목도 결과지표를 단계적으

리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지표분과위원회를

로 확대 추진하여 기존 항목을 재설계할 것이다.

신설하였다.

2) 적시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신규평가 도입 체계 개선

상시 제안시스템 운영과 3년 주기 자체진단을 통

2) 기존 평가지표 정비

현재 수행 중인 평가지표 중 구조 및 과정지표를

한 평가의 필요영역 도출로 신규평가 후보대상을 발

진료성과와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 핵심 지표와

굴하는 두 시스템을 병행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

일반지표로 구분하여 일반지표는 일제 정비하고, 핵

표 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지표개발 가이드라인을 개

심지표는 평가지표 관리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

발하여 평가지표 개발을 효율화하며, 평가지표 개발

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지표의 결과지표는 평가

과 예비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프로세스를 다양

지표로 전환하고 중증도 보정모형 개발 시 모형 공

화하여 신규평가 도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개를 통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신규평가 도입을 위한 예비평가 대상기관의 공개 모
집을 시행하여 의료기관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평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3) 핵심 평가지표 주기적 재평가

평가지표 관리원칙 및 기준에 따라 주기적(3차수

2.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정비

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재평가 결과에 따
라 유지, 개선, 전환 또는 종료가 결정된다. 단, 새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진료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

운 근거로 인해 평가대상이나 분석 등에 중요한 변

내는 결과지표의 비중은 23.8%로 낮다. 이 중 48%는

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부작

결과공개 및 보상에서 제외되는 모니터링지표이다. 그

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3차수 이내라도 재평가

간 평가영역의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지표 개선 및 퇴

실시가 가능하다. 평가항목의 경우, 항목의 목표 도

장과 같은 관리기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2016

달 여부에 따라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년부터 지표 생애주기 관리기전을 마련하여 비핵심지
표의 평가 종료를 검토하였으나, 기준의 포괄성 및 적

3.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용의 객관성·일관성 등의 문제로 인해 지표 정비 성

항목 중심 평가 확대는 국가 의료 질 향상을 견인

과가 저조하였다. 이에 기존 평가지표를 정비하고 핵

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 유형·기능 및 질환

심지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 평가지표 생애

관리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요구된다. 현 우리나라

관리기준 및 절차 마련, (2) 기존 평가지표 정비, (3)

의 인구구조 변화 및 만성·복합질환 증가, 코로나

핵심 평가지표 주기적 재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등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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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평가설계가 필요하므로 (1) 환자

애주기 전 과정을 평가하는 환자·결과 중심의 암

안전, 환자 중심성 평가 강화, (2) 일차의료 및 만성

평가체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결과지표를 포함한

질환관리, 장기요양 평가 개선, (3) 중소병원, 정신

공통지표를 개발하여 타 암 질환 영역으로 확대 및

병원 평가 확대 및 개선을 하고자 한다.

전체 암 진료의 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

1) 환자안전, 환자 중심성 평가 강화

기요양 평가항목인 요양병원 평가는 투약안전 및 감
염관리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환자안전관리를 강화

중환자실의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감염지표 및

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지표 도입 및

사망률 중증도 보정모형을 개발 적용하고, 종별, 규

가중치 상향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할

모별, 중증도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기능별 평가지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의 취약계층을 포용할

표, 등급기준 세분화 등 기관별 맞춤형 평가모형을

수 있는 평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개발 적용할 계획이다. 혈액투석 평가에서도 혈관접
근로 감염률 등 환자안전 결과지표를 도입하고 현행
감염 관련 평가지표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약제

3) 중소병원, 정신병원 평가 확대 및 개선

중소병원은 요양기관별로 다양한 병원유형을 가

평가에서는 노인 환자 약물 안전 강화를 위한 지표

지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 평가에서는 요양기관별로

를 도입하고 항생제 처방량 지표를 신설하여 항생제

병원유형별 평가지표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기관별

적정사용 및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확

성과향상 정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할 것이다.

정신병원 평가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표준화 및 질

환자경험 평가는 평가대상을 중소병원과 의원급
외래 경험 등으로 확대하고, 환자보고 결과지표 및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 입원영역 통합평가(건강보
험·의료급여)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환자보고 안전지표 등 환자 중심성 평가영역을 확대

혁신을 촉진하는 자료수집

하고 장기적으로 진료영역별 환자 중심성 평가지표
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현행 전화조사에서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기

핵심지표 중심의 ‘의미 있는 평가’로의 전환을 위

반 모바일 조사 도입 등으로 조사방법을 다양화할

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평가자료 수집이 전제

예정이다.

되어야 한다. 환자안전 및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결

2)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 평가 개선

만성질환 등 일차의료 평가는 의원 진료기능에

적합한 고혈압·당뇨병 통합지표를 개발하여 의원
급 기능을 반영한 통합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천식

과를 즉시성 있게 요양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자료 수집을 개편하고자
한다.
1.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일차진료 활성화가 가능한 의

핵심지표로의 평가 전환 등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원 기능 중심의 통합평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

암 질환 평가는 이전의 수술 중심에서 암 환자의 생

고 별도 자료수집에 따른 의료기관 행정부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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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평가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 e-평가시스템

단위로의 평가결과 공개 가능성을 의미한다. 평가자

을 이용하였을 때 수작업 자료 입력에 따른 의료기

료 수집방법으로는 청구명세서를 활용한 수집과

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e-form 시스템을 통한 표준화된 심사·평가서식 활

medical record, EMR)과 바로 연동하여 자료의 신

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뢰성을 높이면서 수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청구명세서를 활용한 핵심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 기반

필수 임상정보 목록을 선정하고, 청구명세서 상병

간편 수집체계인 e-form 시스템이 바로 그 대안이

내역, 진료 내역, 특정 내역으로 수집이 가능한지 검

다. 그러나 기존의 e-평가시스템에서 e-form 시스

토하게 된다. 특히 특정 내역으로 평가자료를 수집

템으로의 전환 동인이 부족하여 확산되고 있지 못한

하게 될 경우 기재 정확도를 제고하고 기재율을 높

실정이다. 이에 따라 (1) 건강보험법령 정비 및 상위

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조항 마련, (2) 진료비 청구시점에 평가자료 수

e-form 평가자료 제출서식을 확대하고, 사용 의료

집으로 전환 및 자료 제출에 대한 보상(pay for

기관 수 확대를 위하여 행정비용 보상 등의 지원도

reporting, P4R) 연계, (3) 환자 중심성 평가 확대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개년 확대계획을 마련

위한 자료수집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고 평가자료 제출방법을 e-form으로 일원화하려

1) 건강보험법령 정비 및 상위 근거조항 마련

건강보험법령 정비를 통해 평가자료 제출의 적시

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재 적정성 평가
는 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심사평
가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자료 제

고 한다. e-form 평가자료 제출기관에 대해서는 신
뢰도 점검 등을 면제하고 데이터 정확도 향상 및 사
후관리 기전도 마련할 예정이다.
3) 환자 중심성 평가 확대를 위한 자료수집 기반 구축

앞서 언급한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중 환자 중

출에 관해서는 법 제96조에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

심성 평가 강화계획에 따라 자료수집체계를 정비하

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

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이 직접

하고 있는 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게만 정

보고(patient-reported indicators survey)하는 건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령 개정은 적정성 평가의 정

강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의와 목적, 평가대상, 자료 제출시기, 결과의 통보

중이다.

등을 흐름에 맞게 하나의 조항에서 규정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조문의 위치도 요양급여비용 등과 관
련된 상위 근거조항의 신설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2) 진료비 청구시점에 평가자료 수집으로 전환 및 P4R
연계

2. 입원 시 상병 정보 수집 확대
국민건강성과 향상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인 환
자안전지표 측정을 위해서는 입원 시 상병(present
on admission, POA)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현재
POA는 신포괄수가제 및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

진료비 청구시점에 평가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상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한하여 수집되고 있으며,

상시적인 평가자료 수집 및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전체 건으로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정확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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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해 주면서 청구명

이외에도 사례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사례 적

세서 서식 개정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에 심사

용이 곤란한 경우 등 추가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평가원은 (1) POA 수집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의료

결과를 공유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질평가지원금’ 지표와 연계, (2) POA의 정확한 수집
을 위한 코딩지침 및 사례집 개발·배포 등 의료기
관 지원, (3) POA 수집 확대를 위하여 청구명세서
개정을 시행하고자 한다.
1) P
 OA 정보 수집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지표와 연계

3) POA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청구명세서 개정

POA 정보 수집 확대를 위해서 수집목적을 구체

화하고 활용방안 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이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POA 자료 제출에 필요
한 인력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

그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영역 중 ‘전달체계

어야 한다. 즉 자료 제출에 대한 비용을 별도 보상하

및 지원활동 영역’에 ‘POA 보고체계 운영’지표를 운

는 체계 마련 후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 등을 통해

영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구조지표인 ‘진단

POA 정보 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배치’와 과정지표인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평가결과 활용 확대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지표인 ‘POA 정확도’
를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POA가 수집되고 있는 7

핵심지표 중심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

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이후 전체 상병으

여 가치기반 지불을 통해 의료 질 향상을 견인하고

로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 의무기록의 정확성과

타 평가 및 심사와 평가결과 연계를 촉진하여 활용

충실성 제고를 위한 ‘POA 정확도’ 평가를 위해 평가

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평가결과를 시

방법 개발도 필요하다.

의성 있게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2) POA 정보의 정확한 수집을 위한 코딩지침 및 사례집
개발·배포 등 의료기관 지원

1. 가치기반 보상 강화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변화 지향 환경에서

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학회 추천 전문가 20

다양한 성과기반 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유사 보상제

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단은 POA 코딩지침을 개

도 간 연계성 저하로 인해 보상제도별 특성을 고려

발하고, 다빈도 발생 진료과 중심으로 100개 사례를

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성과

발굴하게 된다. POA 코딩지침과 사례집은 의료기관

보상제도 간 체계적 연계를 위해 (1) 가감지급사업

에서 코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

을 병·의원급 대상 가산제도로 개편, (2) 의료질평

로 한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POA 개념

가지원금 개편을 통한 적정성 평가의 영향력 강화,

을 명확히 하고 의료계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3) 병원지정 등 타 평가제도에 적정성 평가 연계 활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전문가 검토단 및 관련 단

용 강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체 등과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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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감지급사업을 병‧의원급 대상 가산제도로 개편

정성 평가결과 적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평가

현행 가감지급사업의 경우 가산은 종합병원급 이

결과 등급을 반영하면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상에 집중되어 있고, 감산은 병·의원급에 집중되는

을 그간 받아왔는데, 적정성 평가 핵심지표와 의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취약

질평가지원금 지표 연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한 병·의원급에 감산이 집중됨으로써 가감산제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가 의료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영역에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변화도 예측해볼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종합병원급

수 있다. 또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으

이상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해 7,000억 원

로 집중되는 점과 상대평가의 한계 등을 보완할 수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가산이 중복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의 도입에 관해서는 연구 등을

된다는 지적으로 가감지급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되고 있다. 이에 의료 질 향상이 필요한 병·의원급
을 대상으로 한 가산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여 가산
항목 확대 및 보상을 강화하고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3) 병원지정 등 타 평가제도에 적정성 평가 연계‧활용
강화

를 활성화하여 성과기반 보상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도입한 각종 병원

현재 평가는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지정 평가 시 적정성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있으며 동일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고 구조·과정지

향후 활용도를 더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타 평가에

표에 비해 결과지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평가

서 필요로 하는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는

항목에 많은 결과지표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역할까지 적정성 평가기능을 확장하고, 유사 중복되

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결과지표 자율참여제’를 도

는 지표를 정비해서 타 평가와 적정성 평가가 상호

입할 예정이다.

호환이 가능한 체계로 추진하려고 한다. 평가자료

초기에는 P4R을 통해 결과지표 참여를 유도하고

수집에 있어서도 타 평가와 적정성 평가가 중복되는

점차 결과지표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해 최종적으

자료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여러 평가로 인한 의료기

로 결과지표에 참여하는 기관에 한하여 평가결과에

관의 부담과 피로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따른 성과보상제도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진행 중

위해 현행 평가뱅크와 e-평가시스템을 통합한 ‘국민

인 고혈압/당뇨병 평가에 따른 만성질환 인센티브

의료평가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의료기관 평

제도에 우선 적용하여 만성질환 통합관리 및 자율참

가를 아우르는 평가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여기관 보상 확대를 통해 성과기반 보상을 실시하려
고 한다.

또한 인력·시설, 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수가정책과 적정성 평가를 연계하고자 한

2) 의료질평가지원금 개편을 통한 적정성 평가의 영향력
강화

다. 대부분 신설된 수가는 일몰제 적용이 없기 때문
에 인프라 구축이 지난 시점에는 임상 질 평가를 통
한 인센티브 차등제로 전환하여 의료 질 향상으로

적정성 평가가 핵심지표 중심의 건강성과 측정으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 전환되면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반영되는 적

적용사례를 발굴하고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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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통해 의료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오 등) 및 지자체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것이다. 검색포털에서 의료기관 검색 시 의료기관

2. 평가정보 국민 활용 제고

현황 및 진료비 등과 함께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의
료기관 선택에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민이 의료기관 선택 시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나 내용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에 한계

결 론

가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외에도 국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쉽게 병원평가정보에 접근할

심사평가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적정성 평가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 이를 (1) 대국민 평가정보

를 수행하면서 국가 전체 의료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공방식 개선, (2) 평가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를

평가체계를 고민해왔다. 현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평가의 사각지대

1) 대국민 평가정보 제공방식 개선

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대비 의료 질 관리가
필요한 중소병원 및 의원의 의료 질 관리체계가 미

현재 심사평가원 평가결과 공개는 평가항목별로

비, 평가제도의 분절적 운영 등 종합적 질 관리의 한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성과를 측정할 수

평가등급의 분류체계가 상이하고 의미 또한 모호하

있는 결과지표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개편하

여 일반 국민이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이

고 국민건강성과 향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평가결과에 따른 의

가치기반 의료 질 향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

료 질 수준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등급 시

한다. 아울러 평가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확대하여,

각화 작업을 시행 중이며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

적정성 평가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평가정보를 통

이다. 또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및 표현방식

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 및 수가와

을 사용한 보도자료·홈페이지 내용 등으로 개선하

연계, 그리고 타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의

고자 전문용어 순화 등 직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료의 질을 아우르는 평가로 나아가고자 한다.

2) 평가정보 제공서비스 고도화

이러한 평가혁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대해 본다. 먼저, 국민 측면에는 병원평가정보 신뢰

평가정보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공개되고 있지

성·접근성 향상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역 중심

만, 국민의 이용도가 낮은 상황이며, 의료기관 현황

의료문화를 정착하고, 평가 수행기간 단축을 통한

등을 제공하는 병원 찾기와 분리되어 있어 의료기관

최신 평가결과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

의 다양한 정보와 연계 미흡 등 국민의 접근성과 편

장과 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

의성이 낮다. 이에 병원평가정보 등에 대한 고객만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족도 조사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국민 입장에서의 이

두 번째, 의료계에는 가치기반 성과보상체계 확

해·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공공데이터를 적재, 이러

대 및 다양한 보상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의료

한 자료를 활용 수준이 높은 검색포털(네이버, 카카

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실질적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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