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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국가 의료시스템 성과 향상을 위한 

질 평가와 보고

강희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 토론회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강희정 

국가 의료시스템 성과 향상을 위한 질 평가와 보고 
- 한국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 - 

2014.  7.15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성과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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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의료 질 목표, 측정 및 보고, 개선 활동의 질 향상 메커니즘 구동 

국가수준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변화 파악 및 관련정책의 성과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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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dapted from Institute of Strategy and Competitiveness, Harvard Business School; BCG analysis 

 Efficacy and safety 

2000 1980 1990 Pre-1980 2010 

Clinicians 

  Efficiency Managers 

             Value 

Patients, providers, commissioners 
   

Value = 

Cost of delivering care 

Health Outcomes(Important to Patients) 



Page 5 Source: 1. CMS webpage, Affordable Care Act  
          2. Soderlund et al(2012), Progress toward value-based health care, BCG.  

Creating a Value-based Health Care System 

Key driver  
Quality Improvement 

 공급자 중심 

 양(volume) 지향 

 분절적 의료 제공 

 FFS 지불제도 

 업무자동화 솔루션  

   으로 정보기술 활용 

 

 환자 중심 

 결과(outcome) 지향 

 통합적 의료 연계  

 새로운 지불제도 

 환자경로 효율화와  

   결과측정에서   

   정보기술 활용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좋은 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역량에서 시스템 성과 변화 평가 
- 국가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 -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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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S : Better Care, Better People/Communities, Affordable Care 
CMS : Better Care, Better Health, Lowering Health Care Costs 
IHI : 
 
       
 

NQS: USA National Quality Strategy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IHI :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Source: 1. Kissick WL(1994). Medicine’s dilemma   
          2. www.ficklefinger.net/blog/2012/07/06/ 
          3. IHI webpage  

http://www.ficklefinger.net/blog/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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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Health System Performances 

Quality Access 
Cost/ 

Expenditure 

Non-medical factors 

Health care resources and 

practices 

Health care 

professionals 

Medical 

practices 

demographic∙economic∙social 

environment 

Source: Adapted from Kelley, E. and J. Hurst (2006), 
“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Project: Conceptual 
Framework”, OECD Health Working Paper, No. 2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440134737301. 

System level quality improvement, 
Measured by better patient experience 

 Questions from Patient Experience Surveys  

 Set of Measures for key dimensions  

IOM(2010) Six Aims for Quality Improvement 

Source: AHRQ NHQR(2012),  
        IHI Triple Aim 



  질 높은 의료의 구성 요소 
의료의 유형 

예방 급성 치료 만성질환관리 

  효과성 (Effectiveness) 

  환자-안전 (Patient Safety) 

  적시성 (Timeliness) 

  환자 중심성(Patient Centeredness) 

  접근성(Access) 

  효율성(Efficiency) 

의료 연계∙조정(Care Coordination) 

보건 시스템 인프라(Health System Infrastructure) 

미국 NHQR의 의료 질 측정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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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O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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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수준 평가 대상 목적 

국가 의료시스템 의료 질과 형평성 변화 측정, 정책 성과 평가  

의료기관 병(의)원 병원 선택 정보, 지불 인센티브 근거 제공 

서비스/질병 개별서비스  의사 선택 정보, 지불 인센티브 근거 제공 

National Report on Health Care Quality & Disparity 

서
비
스

 유
형

 

개인 생애의 의료 니드 변화 

건강유지 질병치료 질병관리 임종케어 

예방 

국민 
건강 
증진 

개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 향상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성과 평가 

치료 

재활 

재활 

“Public Health Promotion”  

인구집단의  
건강 증진 평가 및  
관련 전략 수립  

National Health Pl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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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AHRQ NHQR ENGLAND QOF NETHELAND SWEDEN AUSTRALIA 

 Effectiveness of care  Premature death,  

 Mental health, 

 Dementia 

 Effectiveness  Mortality,  

 State of Health, etc. 

 Effective, 

 Appropriate 

 Patient Safety  Safe Care  & protection  

 from avoidable harm 

 Safety  Safe 

 Timeliness  Availability  Accessible 

 Patient Centeredness  Positive experience  

 of care  

 Responsiveness  Confidence &     

 Patient experience 

 Responsive 

 Care Coordination  Coordination  Continuous 

 Efficiency  Efficient 

 Health System    

 Infrastructure 

 Capable, 

 Sustainability 

 Access to Health Care  Availability, Cost  Accessible 

Most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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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 이용, 질에서 차이 발생 

   → 건강수준의 불평등에 기여(조홍준, 2013) 

의료 질에서 불평등 감소를 통한 질 향상 유도(IOM, 2001)    

의료 질 수준과 형평성의 교차 평가 필요 

건강 형평성 



Page 11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건강한 삶 보장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경감  

 
보건복지부 업무별 정책 

<보건의료제도> 

- 의료제도 : 선택진료제도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의료분쟁조정제도 

-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인증 

- 의료자원 :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 응급의료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 응급처치 교육지원 및 자동제세동기 보급지원 사업, 응급의료 전용헬 

                기 운영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응급의료기관 융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정보망 구축 

- 의약품 : 의약분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제도 

- 공공의료 : 국립중앙의료원 육성, 지방의료원 육성   

<보험정책>  

- 관리운영체계, 재원조달체계, 보험급여체계, 사회보험징수통합,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관리, 건강보험사후관리 

 

 

                                                                                       Source: 보건복지부 웹 페이지 업무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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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1. Kim MH and Lee J. Current status of policy developments in tackling health inequalities and the next         
               steps to be taken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3 March;56(3):206-212.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Health Plan(2011-2020) 

기본 틀  

Vision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건강생활 

의료제공시스템 

사회 ∙ 물리적 환경 

개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 상병 관리 

안전∙ 환경 보건 

인구집단 별 건강관리 

- 취약 집단 건강 관리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사업체계의 확충과 효과적 관리 
- 기반(인프라)   - 정보 및 통계 
- 평가             -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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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지표  

* 질 보고서 구성 지표에 반영 



시스템 전반의 질과 형평성 향상 

측정 결과의 주요 수요자 및 이용자  

의료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질 측정 

   - 환자 단체 등 지지 조직, 의료제공자 단체, 유관 조직 등 

최근의 정책 수요가 유사한 미국 NHQR 측정 틀 기반  

- 환자안전, 환자중심의 의료연계, 생애 주기의 의료필요 변화 등   

  -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기타 암 지표 추가, 의료보험 미가입율 제외 등)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지표 반영, 의료이용 결과지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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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음영: 동일지표 , 

붉은색 음영: 유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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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연구: 보고서 설계 

2차년도 연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한국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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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효과성-당뇨-관리지표: 안저검사율 

소득수준별(2009) 

국내수준 변화와 국제수준의 비교 

-한국의료패널(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NHQR(2012), AHRQ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6개 시도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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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기구(근거생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y People 2020) 

국가 의료 질 향상 전략(National Quality Strategy)  

의료기관 
인증조직 

질 평가
정부기구 

지자체/ 
지역정부 

보험자 병원단체 

의학단체 학회/ 
연구회 

환자단체 국가수준 
의료 질/형평성 
 측정과 공개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질 향상 관계기관 워킹그룹 

개별 공급자  
선택 정보 

제공시스템의  
질 문제 파악 

연계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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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Improving :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1% 초과 향상 
      No Change :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1%이내 변화  
      Worsening : 기준연도 대비 연평균 1% 초과 감소 
      n/a : 국내 지표는 있지만, 단일 연도 정보만 있어서 추이 비교가 어려움 
      no indicator : NHQR에서 측정되는 지표 중 국내에서 산출되지 않는 지표  
* 기준연도(시작연도)는 지표마다 다를 수 있음.    



1. 현실 직시, 질 정보 생산 인프라 발전과 시스템 개편의 추진력으로서 근거 제공  

2. 공통의 국가 목표에 대한 의료 질 향상 활동의 연계와 협력 유도 

     - 국가 질 향상 전략 수립(National Quality Strategy) 

     - 관계기관 워킹그룹 운영       

3. 질 정보의 구체성과 통합 방향의 연계를 통한 국가적 효율성 제고 

    - 개인 수준, 조직(의료기관) 수준, 시스템 수준의 차별적 정보 생산과 통합 

• 관계 기관의 고유기능과 정보의 차별성 장려 및 국가적 성과로 연계 통합     

    - 맞춤형 정보 생산과 교류를 통한 질 정보 수집의 효율화  

4.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가치의 향상 

     - 비용 대비 국민의 의료 이용 경험 향상  

     - 의료시스템 성과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의 연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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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통합 기제 

통합 

분산화 

독립성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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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질 향상 전략(National Quality Strategy) 수립 

2. 국가 의료 질 향상 관련 정부기관, 이해당사자간 참여와 협력  

3. 자료 및 정보원의 다양성  

 

 

 

 

 

 

 

4. 지표 정보의 균형적 확대와 측정의 과학성 확대 

5. 정책적 연계와 활용성 확대  

Self-reported data 

Administrative data 
(claims data, vital statistics) 

Typically non-clinical indicators 

Clinical and coverage indicators 

Survey data 

Administrative data-dependent Different types of data-complementary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 토론회

제2주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향

김동진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



한국형 건강불평등 보고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목 차 

1. 건강불평등 측정의 필요성 

2. 1차년도 사업 성과 

3.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 

4.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5. 결론에 대신하여 





건강불평등의 정의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difference), 변이(variations), 격차(disparities)를 지칭 
 
건강불형평(health inequity)은 불공정이나 부당함에서 비롯된 “피할 수 있는
(avoidable)” 불평등이라는 의미 
 
건강불평등이 측정가능한 양적 차이를 나타내는 수량적 개념이라면, 건강불형평
은 가치판단을 내포한 윤리적, 도덕적 개념(Kawachi et al, 2002) 
 
한편으로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위치지표에 따른 건강수준
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이 사용 



건강불평등의 중요성 

Daniels는 건강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를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Marmot은 건강을 “사회정의의 전제 조건”으로 설명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건강의 중요성에 더하여 사회정의와 관련된 건강의 사회적 가
치를 주장하는 데 의의 



건강불평등의 중요성 



건강불평등 측정의 필요성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보편적으로 “측정”에
서 부터 시작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과 형평성 지표
를 생산하는 것은 국가적 건강불평등을 파악, 규명하는 시발
점이 될 수 있음. 
 
측정을 통해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만들어내
고 정책을 촉발하는 정책의제의 기반 마련이 가능 

자료: Whitehead, 1998;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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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통계 현황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통계 현황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지역별 사망불평등의 제시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사회경제적위치별 통계량 제시 



영국 미국 WHO 

“국외 건강형평 정책 사례에서도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은 핵심 요소”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안) 



자료: 정최경희 등, 2013 



자료: WHO 2013 



기존의 선행 연구 검토와 불평등 관련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4개
의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의 원칙 설정 

 
 측정용이성: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

라 측정이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연속성이 확보되는 지표 
 
 중요성: 건강불평등에 주요하게 기여하거나 향후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

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성이 증가하는 지표 
 

 정책적 활용 가능성: 산출된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들과 연계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도 측정이 가능한 지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지표 
 

 비교가능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란 측면과 건강불평등 해소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다는 측
면에서 국가별 혹은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건강불평등 관련 변수 검토와 전문가 의견 조사, 한국건
강형평성학회 연구진의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지표 선정 

 
 지표는 WHO에서 제안한 건강격차 발생 모델에 따라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격

차로 크게 구분 
 

 영역별 세부지표는 지표 선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집단별 건강격차를 
민감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변수 선정 
 

 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지역별, 인구집단별 지표값 및 전국수준에서 지표의 최근 변화를 나
타낼 수 있도록 시계열적 추이 제시 
 

 지표값 외에도 지표 정의 등 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에 있어서 각 지
표의 중요성을 함께 기술 



대분류 영역 소분류 지표수 

사회구조적 요인 

인구 인구 5 

교육 
교육수준, 

교육비지출 
4 

고용 직업 및 실업  6 

소득 및 빈곤 

소득 3 

지방재정 1 

빈곤율 4 

지역박탈 지역박탈지수  1 

소계 24 



대분류 영역 소분류 지표수 

중재요인 

사회자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3 

생활환경 
물리적 환경  2 

여가 및 복지환경 1 

건강생활 습관 

흡연  3 

음주  1 

신체활동  1 

체중  2 

영양  3 

정신건강  3 

아동‧청소년 건강  3 

모성건강  4 

안전의식  1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재정  3 

보건의료 자원  4 

의료 이용  3 

예방서비스  2 

소계 39 

대분류 영역 소분류 지표수 

건강결과 

수명 기대수명, 건강수명 2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 2 

객관적 건강 

활동제한 1 

만성질환 유병 3 

감염성질환 유병 2 

모성건강 1 

아동‧청소년 건강 3 

구강건강 1 

손상 및 사고 1 

사망 

총 사망 1 

질병으로 인한 사망 2 

외인으로 인한 사망 4 

소계 23 

총계 86 



WHO Health Inequality Monitoring Handbook의 protocol 준수 

지표 생산 내용 

 지표 정의, 산출식, data source 

 대상자수, 조율, 표준화율(표준오차), 상대격차(신뢰구간), 절대격차(신뢰구간) 

 전반적인 불평등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Summary Measure 산출: mean 

difference, Theil index 등 

지표 생산 방식 

 지역: 전국 및 250여개 시/군/구 단위 

• 전국단위: 최근 10년간 지표 추이(직업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 시군구단위: 최근년도의 지역별 격차 



“지역별 건강 수준 및 지역적 건강격차에 대한 관심”  

지역단위 건강에 대한 관심  
  지역단위 건강에 대한 관심: 대표적 사례_건강도시사업 

  공중보건의 핵심 요소로서 일차의료의 지역 기반 

 

지역 건강격차에 대한 관심 
 지역적 건강격차: 일련의 건강박탈지수 연구  

 지역단위 건강지표에 대한 관심 사례 

 대표적 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 건강수준 순위평가를 위한 전략개발과 적용” 

  “대한민국 건강랭킹” (엘리오 오 컴퍼니, 2009-2011) 

자료: 김유미, 2012 



지표 생산 방식 

 교육수준 

• 30~64세: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이상 

• 64세 이상: 초졸 / 중졸/ 고졸이상  

 직업 

• 육체직 / 서비스 및 판매직 / 사무직 

 소득수준: 사분위수(하, 중하, 중상, 상)  





WHO Framework for tackling SDH inequities 

ㄱ 

부문간 협력 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 

전반적 환경 

Macro Level 
공공 정책 

Micro Level 
개별적 상호작용 

Meso Level 
지역사회 

주요 정책 차원 및 정책 방향 
구조적·중재적 결정요인에 대응하는 

특정 맥락별 전략  

불평등 감소를 위한 계층화 관련 정책, 계층화의 영향 저감 

사회적 약자의 건강 손상요인에 대한 노출 감소 정책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 감소 정책 

사회·경제·건강 측면에서 질병으로 인한 결과의 불평등감소 정책 

○ 건강형평성과 SDH의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 

○ 범정부적으로 관련 있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개입의 증거 

○ 보건정책과 사회정책의 목표로의 건강 형평성 포함 



Figure. Framework for indicators and targets (Marmo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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