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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는 질적 측면에서 의료제공시스템의 성과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제공시스템

에 대한 질 향상 정책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

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이 좋은 질의 의료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차 년도의 보고서 설계

를 바탕으로 2차 년도에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변화를 평가하는 국가 보고

서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가  국가 수준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근거와 이정

표가 되어 시스템 참여자들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촉매

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강희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하솔잎 전문연구원, 이슬기 연구원, 김소

운 전문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희자 객원

연구위원, 인병로 객원연구위원의 참여로 작성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 

워킹그룹에 참여해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보건

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병원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관계자 여러

분과 특히, 보고서 작성에 맞추어 지표 정보를 제공해주신 질병관리본부 오경원 과장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

을 아끼지 않으신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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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된 국가 의료 질 보고의 개념적 틀에 따라, 미국 AHRQ의 국가 의료 질 보

고서(NHQR)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검토한 국내 산출 가능

성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워킹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지

표 셋을 마련하고 여기에 질 지표 관련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추

가하여 최종 8개 범주의 143개 지표 셋을 확정함.

⧠의료의 질에서의 변화  

○ 한국 의료 질 보고서는 8개 범주에서 143개의 지표가 2005년부터 2012년까

지 산출 또는 수집되었음. 

○ 지표 값의 개수가 4개년도 이상인 경우는 지표별로 추세분석이 시행되어 다음

과 같이 의료 질의 변화 추세가 판단되었음.

－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를 초과하고, p＜0.10이면 ‘향상’

－ 질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를 초과하고, p＜0.10이면 ‘악화’

－ 연평균 증가율이 1% 이하이거나, p＞0.10이면 ‘변화 없음’

○ 8개의 질 향상 범주 143개 지표 중 의료효과성 범주가 81개로 가장 많은 지표

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환자중심성은 추세분석이 가능한 지표가 없으며, 환자

안전도 산출가능한 지표가 일부 영역에 한정됨.

○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효과성과 적시성에서 질 향상의 정도가 높았던 

반면, 효율성에서 질이 악화된 정도가 높았음. 

○ 가장 빠른 속도로 질이 향상되거나 악화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음.

의료 질의 향상 의료 질의 악화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시력검진 수검률

▲ 유방암 검진율

▲ 위암 검진율

▲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발생률

▲ 정신과 전문의 수의 지역간 변이(CV)

▲ 출생아 중 생후 4주 이내 사망한 신생아 비율

▲ 여성 노인의 골다공증검진율

▲ 신장이식 대기자 비율

▲ 간암 5년 상대 생존율

▼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발생률

▼ 관리되지 않은 당뇨로 인한 입원율

▼ 마약문제로 인한 치료율

▼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혈전용해제 투여율

▼ 치주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비율

▼ 중독 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비율

▼ 소아과 전문의 수의 지역 간 변이(CV)

▼ 당뇨로 입원한 성인의 비율

▼ 입원 예방이 가능하였던 성인의 비율

▼ 일차의료 예방가능 입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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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모든 암 사망률

<정의> 모든 암 사망률(명, 인구10만명당)

분자 : 사망원인이 악성신생물(C00-D48)인 인구 수

분모 : 각 연도 연앙인구수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05-2013)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5년 

135.3명에서 2012년 112.7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OECD 

Health Data에서 암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사망

률 평균보다 높았다. 

〔그림 3-46〕 모든 암 사망률(2005-2012년)

(단위: 명, 인구10만명당)

〔그림 3-47〕 모든 암 사망률의 비교(한국, 미국)

(단위: 명, 인구10만명당)

135.3 130.8 128.9 125.8 121.9 120.3 114.5 112.7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35.3 130.8 128.9 125.8 121.9 120.3 114.5 112.7

183.8 180.7 178.4 175.3 173.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미국

   주: 목표치는 2012년 상위 3개 지역 평균 80.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05-2013)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05-2013)
         AHRQ(2013), NHQR 2012

목표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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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기초접종 완전접종률 

<정의> 19-35개월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기초접종 완전접종률

분자 : 필수예방접종 기초 접종을 완전 접종한 영유아 수

분모 : 19-35개월 영유아 수

  자료: 보건복지부(2011b),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19-35개월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기초접종 완전접종률은 2008년 59.5%, 

2010년 70.0%, 2012년 75.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P2020에서 제시한 2020년 목표치인 95%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림 3-81〕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기초접종 완전접종률(2008, 2010-2011년)

(단위: %)

59.5 

70.0 
75.0 

2008 2009 2010 2011

전체

                  주: 목표치는 보건복지부(2011b),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자료: 보건복지부(2011b),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목표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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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표에 대하여 미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미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이다가 2008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감소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08년에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많이 감소하였다.  

소득분위별  2-17세 아동의 치과 구강검진 수검률을 산출한 결과, 2012년도 기준

으로 1분위군은 31.85, 2분위군은 40.2%, 3분위군은 53.5%, 4분위군은 54.0%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85〕 소득분위별 아동의 치과 구강검진 수검률(2012년)

(단위: %)

31.8 

40.2 

53.5 54.0 

1 /4분위 2/4분위 3/4분위 4/4분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전체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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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활습관 수정

□ 중요성

사망률 Mortality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2010)                              약 5만명 (보건복지부, 20121)) 

유병률 Prevalence

성인 흡연율(19세 이상, 2012)                                  25.8%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

청소년 흡연율(2013)                                    9.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43))

비만 유병률(19세 이상, 2012)                                 32.8%(국민건강영양조사, 20144))

운동을 하지 않는 성인의 비율5)(2012)                         82.7%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6))

비용 Costs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2011 est.)                    약 1조 6,914억원 (보건복지부, 20137))

주: 1) 보도자료, “흡연사망 연 5만명 ‘진료비+기회비용’ 8조 손실”, 병원신문 2012. 4. 4일자, http://www.khanews. 
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03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 =DT_11702_N001&conn_ 
path=I2)에서 재인용, 2014.10.31.인출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2_Y003&conn 
_path=I2)에서 재인용, 2014.10.31.인출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
         _ path=I2)에서 재인용, 2014.10.31.인출
     5) 운동을 하지 않는 성인의 비율=1-중증도 이상 신체 활동실천율
     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1&conn_ 

path=I2)에서 재인용, 2014.10.31.인출
     7) 보도자료,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 6.5배~2.9배 증가”, 보도자료, 2013.08.27.일자, http: 

//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13610

가. 평가 지표

건강증진정책에는 특정 질환자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전체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을 교정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에서 건강증진계획이 국가정책으로써 최초로 수립된 것은 2002년이었고, 이후 건

강증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정부는 2006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발표하

였다(이주열 2012, p.30). 그리고 2011년에는 WHO의 건강증진 개념, HP201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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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기 의료

□ 중요성

인구 Demographics

65세 이상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율(2011)                    7.2%(노인실태조사, 20121))

65세 이상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율(2011)           13.8%(노인실태조사, 20122))

주: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1_2011N053& 
conn_path=I2)에서 재인용, 2014.10.31.인출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1_2011N054& 
conn_path=I2)에서 재인용, 2014.10.31.인출

가. 평가 지표

재활의학이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조

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정

상에 가까운”,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대한재활의학회 201426)). 특별히 재활치료 측면에서 노인들의 경우 

만성질환에 의한 2차적 장애 발생확률이 높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큰 불편을 끼칠 

수 있다(윤수진․채철균 2007, p.37).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서비스는 대부분의 병원 및 요양시설(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 환자의 입소 비율이 높은 요양시설의 경우는 국민건강보

험공단에서 매년 장기요양급여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

나 장기요양급여 평가는 재정을 지원받는 ‘기관’에 대한 자격 평가로 입소 환자들 대상

으로 조사를 수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관별 평가 결과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요양시

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26) 대한재활의학회 홈페이지- 의학정보 : 재활의학소개, http://www.karm.or.kr/, 2014.10.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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