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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의료의 질은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

우 중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공급자들

은 제공한 의료 질의 수준에 관계없이 투입량에 비례해 보상을 받고 있어 

서비스에 한 질 확보가 더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최근에

는 환자 경험으로서의 가치, 의료의 질, 효율적 의료비 관리를 동시에 달

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alue 

Based Purchasing)가 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그간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온 가치

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개념을 고찰하고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에 적

용 가능한 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건강보

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한 관심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를 위한 노력이 분주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본 연구 주제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신현웅 연구위원과 황도경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 상근평가위원, 정수경 Palo Alto Medical 

Foundation Researcher, 우리 연구원의 여지영 전문연구원, 박금령 전

문연구원, 이슬기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다. 아울러 성공적인 연구가 이

루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문에 협조해주신 본 연구원의 이상영 선임연

구위원, 윤강재 부연구위원, 그리고 차의과 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설희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 한 귀

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학계 여러 연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



하고 싶다. 본 연구가 한국에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가 성공적으

로 도입되고 시행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

구진의 개별 연구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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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Value 
Based Purchas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overview previous studies about various 

concepts of healthcare payment system and implement comparative 

analysis in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Finally, we provided the future plans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Value Based Purchasing Program in South 

Korea”.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healthcare payment system 

such as value based purchasing system across countries. Main 

characteristics of VBP is to reflect healthcare environment or 

feature of health care provider in payment system. Furthermore, 

it gives us the long-term direction for P4P to go forward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to be possible for a 

comprehensive transition of healthcare payment system in 

South Korea. For successful introductio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supplement are unavoidable components through successive 

feedback.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and 

their cooperation are needed for a soft landing. 





요약 <<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

서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포괄화” 

및 “다양화” 정책이 추진 중임.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지불제도의 개념을 재정립

하고자 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형 가치기반 성과보

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포함한 성과보상 지불제도에 한 

이해를 위해 국내외 지불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함.  

○ 성공적 운영과 도입을 위한 전략과 기본방향과 함께 한국형 가치

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에 한 이해 

○ P4P(Pay for Performance)와 VBP(Value Based Purchasing)

는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운영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짐. 

○  P4P가 측정한 “성과”의 개념은 “구조와 과정 중심의 임상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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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질 성과”에 중점을 두며 VBP가 측정한 “가치”의 개념은 “환

자 경험, 치료결과를 포함한 의료의 질 성과”와 “비용측면의 효율

성 성과”를 모두 반영함. 

－ VBP는 공급자의 특성 또는 공급자가 속한 보건의료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를 지불제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짐.

○ VBP 사업 모델은 초기 P4P를 넘어서 향후 P4P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국내 성과보상 지불제도에 한 이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진료가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목적을 가짐. 

－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진료를 최소화하고 

진료 행태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짐. 

○ 가감지급사업

－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

고자 하는 목적을 둠. 

－ 2007년 7월부터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항목을 시

작으로 2013년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외래약제 적

정성평가 항목까지 확 하여 시행함. 

－ 요양기관간 변이가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긍

정적인 결과를 보이나, 향후 연구에서는 과정 지표와 결과 지

표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됨. 



요약 5

○ 의료 질 향상 분담금 

－ 서비스에 한 지불이 아닌, 병원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형태

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5년부터 

신설된 제도로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급여 수가를 적용하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질 평가 영역으로 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기관 기능정립 관련 지표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사례

○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결과지표와 환자경험(중심성)지표를 포함

시켜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시행함. 

○ 국내의 경우 평가항목별로 성과점수를 산출하나, 미국은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총 성과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영국은 아예 상 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

에 해 보상을 받고 있음.

－ 한국과 같이 종별 경쟁과 그 결과에 한 보상체계는 절 적인 

향상에 한 개선의지가 약해지거나 보상받지 못하는 체계가 

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모형 개발 

○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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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예

대안1 현재 시행중인 사업 확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대안2
특정 공급자 또는 전체 의료공급자
를 상으로 한 지불제도로 개편

의원 지불제도(VBPM)
병원 지불제도(HVBP)

대안3
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 지불제도 
설계

ACO, CCO

 

○ 모형 개발시 아래와 같은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비용 측면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성과를 포함하는 지표 영역을 

포괄적으로 확 해야 하며 지표는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함.

－ 의료기관 특성에 적합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지불제도와 연계

되어야 함.

⧠ 결론 및 정책 과제 

○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통한 정책의 보완과 수정은 필수 요소임. 

－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산 등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계와 지불제도 내 도입 영역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 향후 확 시의 과부하문제로 인해 제도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의

료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사전에 해결해야 함. 

○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고려하고, 관련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함. 

*주요용어: Healthcare Payment, Value Based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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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삶의 질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양질

의 의료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의 질에 한 정

보도 적극적으로 요구되면서 공급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의 질은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강희정 등, 2013). 특히 우리나라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제

로 의료공급자들은 제공한 의료 질의 수준에 관계없이 투입량에 비례해 

보상을 받고 있어 서비스에 한 질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는 상 가치점수와 환산지

수를 통해 산출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으

로, 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을 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하여 공급자 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를 유발할 가능

성이 높다(신현웅, 여지영, 2014).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현재 지불제도의 “포괄화” 및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

다. 7개 질환군에 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부터 병원・의원급에 의무

적용 되었고,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의무적용이 확

되었다. 또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현재 일

산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수행 중에 있다. 하지만 포괄수가제의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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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비용을 통제하는 기전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표 1-1〉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제도 현황

구분 대상 내용

행위별 수가제 부분의 병의원 서비스 행위, 치료재료, 약제별 산정

포괄적
지불방식

포괄수가제
(DRG)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7개 질병군 입원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

일당정액제 요양병원 입원진료

행위별+포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공단 일산병원 + 40개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 + 적
십자병원 5개)

550개 질병군
(전체 입원환자의 약 95%)

성과지불
보상제도

가감지급사업 항목별 해당 의료기관 10개 항목

자료: 신현웅・여지영 (2014), 건강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이러한 행위별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안으로 성과보상 지불제도(P4P)의 도입이 언급되고 있으며,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적용가능성 및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김 윤, 2010; 윤희숙 외, 2012; 최지숙, 2012)(그림 1-1 참조).

지불제도로서 P4P를 도입·확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측면

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같이 가져야 한다. 김윤(2010)은 의료의 질과 비용 간의 상관이 낮다고 

하면서 비용 기반인 행위별 수가제 신 질을 기반으로 한 가치기반 성과

보상 지불제도(VBP, value based purchasing)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연구에서 그는 VBP 적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센티브가 필

요하고, 비용과 질을 모두 고려하여 진료비를 차등하고 의료의 과소 이용

과 부작용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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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

성과보상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더 나아가 가치기반 성과

보상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에 한 관심이 증 되고 있으

며 이들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성과 보상지불제도인 가감지급사업을 2007년 도입하였으며, 

최근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제도화를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적

용실태를 검토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치기반 성

과보상 지불제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P4P와 VBP에 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립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비슷하게 지불제도 개편의 필

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제도와 비교 및 시사점

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안으로 “한국형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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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적용가능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루고자 하는 연

구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사업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시행되고 있는 성과보상 지불

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에서 

성과를 반영한 지불제도로의 국내외 지불제도 패러다임 전환 트렌드를 

검토하고, P4P와 VBP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 사업의 도입 배경, 추진 

경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성과와 한계

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현재 국내 성과보장 지불제도의 효과성 및 

한계를 검토하고,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선진국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표적 사례로 미국의 VBP 

(Value Based Purchasing)와 영국의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진국의 최근 성

과보상 지불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VBP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CMS

(보건의료재정청) 방문 및 국제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자 한다.   

넷째,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도입 가능

성을 모색하고자 하며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BP 

개발 모형 탐색을 통해 한국형 모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모형의 타당성

에 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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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섯째,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 방향과 모형에 한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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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개념 

  1.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논의  

급증하는 의료비를 해결하며 낮은 의료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P4P와 VBP가 두되고 있다. 최근 Pay-for-Performance(이

하 P4P)와 Value Based Purchasing(이하 VBP)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결론은 없는 실정이다. P4P

와 VBP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운영하고 동

시에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적인 지불제도라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갖는다.

박지용(2012)은 우리나라 의료 패러다임이 의료의 접근성에서 의료의 

질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규범적 배경 등

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질 향상 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안정된 건강보험재정과 높은 의료

의 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성과보상지불제도의 확 와 

발전을 제안하고 있다(최병호, 2013; Michael Borowitz, 2011; 김선

민, 2011).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P4P는 독립된 지불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지불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

으며 P4P의 논리적 기반은 의료공급자들의 평균적인 진료비용 및 질과 

비교하여서 해당 공급자의 비용 절감이나 질 향상에 해서는 (+)인센티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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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지급하는 한편, 낭비적 진료비용 또는 낮은 질에 해서는 (-)인센티

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P4P의 사업효과가 의료의 질 향상을 가

져온 것으로 나타나 어느 나라나 전통적인 지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P4P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선진국의 경험을 토 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하다.  

  2. P4P와 VBP 비교  

외국에서도 우리와 유사하게 P4P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개념에 관한 

논의가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표적으로 미국과 영

국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P4P에 한 공통된 정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정의를 보면, 질 매트릭

스에 의해 좋은 성과에 더 많이 지불하는 것(AHRQ), 환자 중심의 높은 

가치의 진료와 질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나 지불방법을 활용하는 것

(CMS), 보건의료 질 혹은 효율성에 한 성과 기 치에 부합하는 공급자

(의사, 의원 혹은 병원)에게 보상함으로써 질 향상을 촉진하는 일반적 전

략(RAND),인센티브 기반의 지불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를 향상

시키고자 설계된 기전(World Bank), 긍정적인 결과로서의 건강에 한 

인센티브로 보상이라는 기전을 이용하는 것(USAID), 측정 가능한 결과 

혹은 사전에 결정된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금전적 혹은 물질적 상

품의 이동(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등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선민, 2010; 최병호, 이수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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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AHRQ(2007) - 좋은 의료의 질 성과에 해 더 많은 돈을 지불 

CMS(2006)
- 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고(高)가치 의료를 장려하는 지불제도 

및 인센티브 

RAND(2014)
- 의료의 질을 반영한 특정한 성과 기 를 충족한 공급자 보상에 

의한 질 향상 증진을 위한 전략 산출

World Bank(2008)
- 인센티브 기반 지불제도를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강화

를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기전

USAID(2008)
- 긍정적인 보건(건강) 결과의 달성의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특히, 재정적 인센티브)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2008)

- 측정 가능한 활동 또는 미리 정해진 성과목표의 달성에 
한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혜택 제공 

〈표 2-1〉 Pay For Performance(P4P)1)의 정의

자료: 1) OECD(2010), value for money in healthcare spending p.110 table4.1.의 한글로 번
역하였음. 

        2) AHRQ(1997), http://www.ahrq.gov/professionals/quality-patient-safety/qualit
y-resources/tools/meyer/(2014년 9월 23일 접속)

     

P4P 사업이 도입된 지 약 10~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P4P 사업에 

한 부작용 및 한계점들이 종종 보고 되고 있다. NRHI(2009)1)는 초기 

P4P 사업이 기존 지불제도 위에 질 향상과 비용 통제를 위한 새로운 보상

과 인센티브를 추가한 제도에 불과하며, 기존 지불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

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P4P 사업이 특정한 

구조·과정의 “성과”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공급자가 주요 목표인 환자의 성과 향상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지불제도의 문제점인 질과 비용 간의 상호교환

(trade-off)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센티브2)

(disincentive) 제도 도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NRHI3), 

1) Network for Regional Healthcare Improvement
2) 본 연구에서는 디스인센티브를 (-)인센티브로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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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이에 따라 초기 P4P 사업의 개선을 통해 기존의 P4P 사업을 넘어

선 “beyond P4P”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beyond P4P”는 의료의 질 외에 비용, 환자 경험 등의 추가적 목표의 반

영을 중요시하고,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순히 지불제도와 인

센티브 프로그램을 벗어나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다른 보건정책 프로그램과

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VBP 사업과 유사한 모델로 개념화되고 있다.

구분 정의

Alice G(2006)1)

-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더 나은 임상적 조정을 용이하게 하면
서 1) 질향상 2) 낮은 행정적 부담 3) 투명성 강화 4) 환자중심
환경 지원 (=PROMETHEUS payment)

Meredith(2008)2) - 초기 P4P를 넘어선 새로운 변화를 보면 공급자 행태와 증명할 
수 있는(demonstrable) 편익(건강결과와 비용 등)의 중요성 강조 

David et al.(2009)3)

- 초기 P4P의 목표는 근거기반의료를 기반으로 공급자 보상과의 
의료의 질 향상을 연계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의 개념은 추가적 
목표로서 비용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 되고 있음 

Krister(2014)4)

- 지불제도와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비용 절감, 질 향상, 적
정진료 등의 모든 P4P 목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다른 보건정
책 프로그램과의 협력이 필요함 

〈표 2-2〉 Beyond P4P의 이론적 고찰

자료: 1) Alice G(2006), PROMETHEUS Payment: Getting Beyond P4P, Group Practice 
Journal, October 2006

         2) Meredith(2008), Beyond Pay for performance-Emerging Models of Provider-Pa
yment Reform,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March 2009

         3) David et al.(2009), Performance-Based Bundled Payments: Potential Benefits 
and Burdens, Minnesota Medicine, October 2009

         4) Krister(2014), can we improve the health system with pay-for-performance, 
Deeble Institute Australian Healthcare and Hospital Association ]

통상적으로 P4P/VBP는 “의료의 성과(주로 의료의 질: P4P) 또는 가

치(의료의 질+효율성: VBP)를 진료비 지불제도와 연계하는 사업”을 의미

3) Network for Regional Healthcar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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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부 문헌에서는 VBP를 P4P의 예시(OECD, 2010)로 보기도 하

며, 일부 문헌에서는 VBP를 P4P의 확 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RAND, 2014). 

한편, 약 20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P4P 사업이 수행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인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을 공표하고,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

를 강제적으로 규정하여, P4P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먼저, 기존의 P4P가 측정한 “성과”의 개념은 체로 “구조와 과정 중

심의 임상적 의료의 질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VBP가 측정한 “가

치”의 개념은 “환자 경험, 치료결과를 포함한 의료의 질 성과”와 “비용측

면의 효율성 성과”를 모두 반영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 차이를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정의

AHRQ(1997)1)

- 구매자가 공급자들에게 의료의 비용과 질 모두에 한 책무를 부
여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료를 줄이고 최상의 성과를 확인하고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관리하는 것 

CMS(2007)2)

- 제공된 의료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불제도로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 공급자에게 보상을 해
줌으로써 현재 지불제도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

RAND(2014)3)
- 의료의 질(ex: 구조, 과정, 결과, 접근성, 환자 만족도)과 비용의 

성과를 재정적 보상과 연동하는 사적 또는 공적 프로그램

〈표 2-3〉 VBP(Value Based Purchasing)의 정의

자료: 1) AHRQ(1997), http://www.ahrq.gov/professionals/quality-patient-safety/quality- 
resources/tools/meyer/(2014년 9월 23일 접속)

        2) CMS(200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메디케어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Plan Development, 2007

        3) RAND(2014), Measuring Success in Health Care Value Based Purchas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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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VBP는 기존의 P4P 사업 보다 “공급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

을 더 강조한다. 예를 들어, P4P 사업이 체로 (+)인센티브 중심의 지불제도

였다면, VBP는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에 중점을 둔다. 또한, 한 지불제도 단위로 묶이는 공급자 간에 재정적 위험

을 공유(shared risk)함으로써 공급자 상호 간 책무성을 강화하는 유인을 갖

는다.

셋째, VBP는 공급자의 특성 또는 공급자가 속한 보건의료의 환경을 고

려하여 이를 지불제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미국 CMS의 경우 병원, 의사, 요양시설 등 지불제도가 다양한 공급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포괄수가제(DRG), 행위별 수가제(FFS), 일당정액

제(per diem)의 지불제도에 적용 가능한 VBP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수

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기존에 비용의 감소에만 중점을 둔 

Bundled payment4)에 의료의 질 성과를 반영한 VBP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넷째, VBP는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의료의 질과 효율성 성과 향상에 

한 인센티브를 반영한 형태로까지 범위가 확 되고 있다. 미국의 Shared 

savings(예산절약공유)의 표적인 프로그램인 ACO5)(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는 ACO 프로그램 안에서 조직된 의사, 병원 등의 

의료공급자조직에 할당된 환자에 한 전체적 의료의 질과 비용을 연계

한 지불제도를 적용한다. 

P4P와 VBP사업의 차이점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VBP 사업 

모델은 초기 P4P를 넘어서 향후 P4P(beyond P4P)가 나아가야 할 방향

4) 미국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묶음으로 지불하는 지불방식으
로 우리나라의 DRG의 개념과 유사함.

5) 한국어로는 책임의료조직이라고 불리며, 행위별수가제를 바탕으로 계산된 총액을 지급하
고 소속 전문의 및 병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분배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
으나, 의료의 질 향상을 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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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P4P에서 좀 더 발전된 방

향으로서, 비용 측면의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반영한 가치 지향, 공급자 

책무성 강화, 공급자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모든 의료전

달체계를 포괄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VBP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초기 P4P에서 VBP로의 변화

제2절 P4P의 이론적 고찰6) 

본 연구에서 VBP의 개념과 정의에 해 검토하기 이전에, P4P의 개념

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별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P4P를 도입하

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적정성 평가사업, 가감지

급사업과 같은 제도를 비교 평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국가

6) 본 절은 가치기반성과보상지불제도의 국가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Frank Eijkenaar(2013)
의 저서와 Jerry et al(2011), Cashin C et al(2014) 의 내용을 재정리, 재구조화하였
음. 단, 2013년의 자료이므로 2014년 지불제도의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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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시행 중인 P4P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Frank Eijkenaar(2013)의 연구

와 Cashin et al(2014) 등의 연구를 재정리하였다. Frank Eijkenaar(2013)

에서 국가별 P4P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선정한 국가 및 P4P 사업은 <표 

2-4>와 같다.

국가 P4P 프로그램 약자

영국(일부 지역) Advancing Quality AQ
이스라엘 Clait P4P Clait P4P
호주(퀸스랜드) Clinical Practice Improvement Payment CPIP
독일 Ergenbinis Orientierte Vergutung EOV
이스라엘 Maccabi P4P Maccabi P4P
대만 National Health Insurance P4P NHI P4P
뉴질랜드 Performance Management Program PMP
캐나다(모니토바) Physician Integrated Network PIN
호주 Practice Incentive Program PIP
네덜란드 Primary Care P4P PC P4P
캐나다(온타리오) Primary Care Renewal Models PCRM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Program of Quality Improvement PQI
영국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QOF
미국 Pay For Performance P4P

〈표 2-4〉 국가별 P4P 프로그램

주:  Frank Eijkenaar(2013)의 연구와 Cashin et al(2014)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일반적으로 P4P의 도입은 〔그림 2-2〕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환자, 공

급자 또는 이해관계자(정책결정자, 자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객관

적 지표를 산출 및 선정하여 지불제도와 연계한다. 지표와 지불제도 연계

방식은 의료서비스 제공 후 모든 급여를 일시에 제공하는 방식과, 의료서

비스 제공 전 공급자가 설정한 목표치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먼

저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후 결과에 따라 지불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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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단점

자발적 참여 공급자의 수용성 용이
의료기간 간 질적 격차 확
성과가 높은 공급자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강제적 참여 의료기간 전체 질 향상 도모 공급자의 반발 가능성

주:  Frank Eijkenaar(2013)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였음.

〈표 2-5〉 P4P의 공급자 참여 방식에 따른 장단점

〔그림 2-2〕 P4P의 과정

P4P의 제도화 과정은 크게 “자발적 참여”와 “강제적 참여”로 구분되며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자발적 참여”방식은 공급자가 자발

적으로 P4P 에 참여하는 경우로 공급자의 반발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

는 반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만을 상으로 지불제도와 연계할 경

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의료기관 간의 질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성과가 높은 공급자만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성과지불제도의 본

연의 목적과는 달리 재정누수의 결과만 초래할 여지가 있다. 그에 반해 

“강제적 참여”는 도입 초기 공급자 반발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만 의료기관의 전체 질 향상을 도모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부분 국가에서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AQ), 이스라엘(Cla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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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P), 이스라엘(Maccbi), 뉴질랜드(PMP), 아르헨티나(PQI), 영국

(QOF)은 모든 공급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PIP), 캐나다 온타리오

(PCRM), 만(NHI-P4P)은 공급자의 50%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독일(ERGOV)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구분 내용 국가

공급자가
주도적으로 선정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지표 
선정 권한 위임

호주 퀸즈랜드(CPIP), 
이스라엘(Maccabi), 호주(PIP), 
영국(QOF)

공급자가 위원회를 
통해 참여

공급자가 지표를 선정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

영국(AQ), 캐나다 모니토바(PIN), 
네덜란드(PC-P4P), 아르헨티나(PQI)

공급자가 의견만
제시

지표선정에 관한 의견 제시를 
통해 지표 선정에 참여

호주 퀸즈랜드(CPIP), 
캐나다 모니토바(PIN), 
네덜란드(PC-P4P),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PQI)

주: Frank Eijkenaar(2013)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였음.

〈표 2-6〉 P4P의 공급자의 지표선정 참여 방식

P4P는 공정성과 제도에 한 공급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

표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때 공급자의 지표선정 참여 방식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

째, 보험자가 공급자에게 지표 선정 권한을 위임하여 “공급자가 주도적으

로 선정”하는 으로 방식(호주 퀸즈랜드(CPIP), 이스라엘(Maccabi), 호주

(PIP), 영국(QOF)), 둘째, “공급자가 정기적 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는 방

식(영국(AQ), 캐나다 모니토바(PIN), 네덜란드(PC-P4P), 아르헨티나

(PQI)), 셋째, 공급자가 지표선정에 관해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의견

만 제시하는 방식(호주 퀸즈랜드(CPIP), 캐나다 모니토바(PIN), 네덜란

드(PC-P4P),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PQ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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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표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 지불제도 

단위, 서비스 영역이 있다(Jerry C et al., 2011).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

에 따른 지표는 ① 구조(Structure), ② 과정(Process), ③ 결과 또는 성

과(Outcome)의 세 가지 지표로 구분된다. 먼저 “구조(Structure)지표”

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원에 관한 지표로 정의된다. 예

를 들어 당뇨환자를 관리하는 인력,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자원에 관한 지표이다. 구조 

지표는 과정, 결과․성과 지표에 비해 상 적으로 측정 비용과 시간이 적게 

투입되는 장점이 있어 P4P 도입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조 지표가 의료의 질, 환자의 만족도, 환자의 건강 결과를 객

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적되면서 구조지표는 축소되고 과

정 지표, 성과․결과 지표가 확 되고 있다.

“과정(Process)지표”는 임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全) 과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당뇨 환자의 현재 헤모글로빈 수치, 심정지 환자

의 아스피린 투약 여부 등이 그 예이며 체적으로 과정 지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환자가 특정 진료, 의약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같이 

이분형(dichotomous)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과정지표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단계에서 공급자가 의료 질의 중요성에 해 인식 하게 하고, 임상

진료지침을 수행하면서 이 효과가 다른 영역으로도 확 되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결과·성과 (Outcome)지표”는 의료진의 진료로 인해 나타나는 환자

의 최종 임상 결과에 관한 지표로 정의된다. 이는 진료 이후 환자의 건강

상태에 한 객관적인 임상 결과, 환자의 만족도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

며, 환자 또는 공급자 모두에 의해 보고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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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중간 결과”, “최종 결과”로 다시 세분화하기도 한다. 중간 결과 

지표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둔 지표지만 최종 결과는 아닌 결과로

서의 특징을 지닌 “준(準)” 결과 지표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를 진료

하는 과정에서 혈압수치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혈압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합병증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최종 결

과” 지표는 궁극적으로 모든 자원이 투입되고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의 결

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지표

이며 보건의료서비스·정책의 궁극적인 목표(Ultimate goal)로서 중요하

게 여겨지지만 지금까지 지표로 활발히 사용되진 않았다. 

 

구분 정의 특징 예 

구조
의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투입되는 자원

측정하는 시간 및 비용 
단축

인력 및 의료기기, 
진료기록시스템 등

과정 환자 진료 및 진단 절차 Spillover effect 진료 지침 준수 여부 

결과
(중간결과 포함)

서비스 제공 후 환자의 
임상 결과

보건의료서비스·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삶의 질, 
환자 만족도 등 

주: Frank Eijkenaar(2013)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였음.

〈표 2-7〉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에 따른 지표 구성

최근 들어 구조·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지표의 중요성이 전환되

는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과 지표의 경우 지표산출시 환자조

사에 의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며, 환자 조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 공급자의 적극적 참여 및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활용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지불제도 단위” 따른 지표는 “의사 단위 지표”, “의료기관 단위 지표”

의 두 가지 지표로 구분된다. 개별 의사 단위 지표는 의사 개인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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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표와 지불제도를 연계할 시 사용하는 지표로 의사 1인당 환자 수 등

으로 측정된다. 의료기관 단위 지표는 의료기관을 상으로 지표와 지불

제도를 연계할 시 사용하는 지표로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은 

환자의 비율(%) 등으로 측정된다. 

유형 정의 예시

개별 의사 단위
의사 개인을 상으로 진료비 
지불시 사용하는 지표 

의사 1인당 진료한 환자 수

의료기관 단위
의료기관을 상으로 진료비 
지불시 사용하는 지표

지속적으로 관리 받은 
환자의 비율(%)

주: Frank Eijkenaar(2013)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였음.

〈표 2-8〉 “지불제도 단위”에 따른 지표 구성

“서비스 영역”에 따른 지표는 임상영역, 환자경험 및 만족도, 접근성, 

재정적 성과, 역량 등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영역 중 P4P에 가장 활발하

게 적용되는 지표는 “임상영역”으로 일부 국가는 임상영역 지표만으로 

P4P를 운영하기도 한다. 부분의 국가가 임상 영역을 P4P의 주요지표

로 선정하고 있으며, 호주 퀸스랜드(CPIP), 만(NHI-P4P), 캐나다

(PIN), 독일(ERGOV)은 임상 영역만을 P4P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임상영역을 포함해 환자경험, 재정적 성과, 역량 등 가장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P4P 지표에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영국(QOF)이다. 

앞서 설명한 VBP와 마찬가지로 P4P의 지불보상 형태는 인센티브와 

(-)인센티브로 구분된다. 인센티브는 공급자를 보전(rewards)하는 형태

이며, (-)인센티브는 공급자에게 벌금(penalty)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예

를 들어 독일(ERGOV)은 성과수준이 낮은 공급자(의료기관/의사)에게 

부과한 벌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성과수준이 높은 공급자(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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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공급자간 지불보상 총액

의 격차가 확 될 수 있어 공급자 입장에서 제도의 낮은 수용성이라는 단

점이 있다. 독일은 이러한 단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객관적인 P4P 지

불보상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급자 진료 데이터․정보를 온라인에 입력하

도록 의무화하여 감시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영국(AQ)은 성과수

준이 낮은 공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성

도를 확보하지 않은 병원을 제도 참여에서 제외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일(ERGOV)에 비해 재정 위험도가 적다. 

부분 국가에서는 의사 개인 수준이 아닌 의료기관과 같은 집단 수준

에서 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병원, 의료인들간의 집단, 일차진료소 

등 수준이 다양하며 일부에서는 의사 개인 수준의 지표를 모아서 하나의 

종합지표(Composite indicator)로 산출하기도 한다. 의사 개인 수준을 

바탕으로 지표를 산출하여 지불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한 가가 바로 

수입으로 연결되므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별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진료 사례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지불 금액이 예

상치·목표치보다 적을 경우 책임을 모두 의사 개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

이 존재한다. 반면 의료기관 단위로 산출할 경우, 의사 개개인에 한 낙

인 우려가 감소하지만 의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약하며, 진료

비 배분의 문제 역시 봉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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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VBP의 이론적 고찰

  1. 지불제도 패러다임의 전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가치(value)”의 개념은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각 국가별 보건의료환경의 다양성과 이해당사간의 견해 립으로 아직 

통일된 개념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

치”는 질, 효율성, 안전성 등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NRHI, 2009; 

Deloitte, 2011).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는 이러한 가치의 개념을 

지불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존의 지불제도는 “가치”를 고

려하지 않았다. 이는 공급자들 스스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가정을 전제하였기 때문이다(OECD, 

2010).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는 공급자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치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자신이 제

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해 책임을 갖고, 공급자 스스로 부적절

(inappropriate)하고, 불필요(unnecessary)하고, 고비용(costly)의 의

료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유도한다(Deloitte, 2011). 이는 기존의 

‘진료량 중심의 지불제도 방식’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방식’으로 지불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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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진료량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의 진료비 지불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자료: NRHI(2009), from volume to value: transforming health care payment and delivery 
systems to improve quality and reduce costs, p.1, Figure1을 참고하여 작성함.

진료량 중심의 지불제도 방식 하에서, 공급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 개

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과오 방지 및 환자의 합병증 감소, 불필요한 의

료서비스 제공 회피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경우 종종 그들의 

수입을 상실할 수 있다. 즉, 공급자의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은 그들의 재정

적 편익과 그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간의 trade-off에 직면하게 

한다. 한편,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용의 절감은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의료를 받기 위한 능력을 제한하거나, 또는 할당제한(rationing)의 감수

가 요구된다고 믿는다. 반면, 보험자(지불자)는 의료의 질 향상은 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공

급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믿는다(NRH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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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진료량 중심의 지불제도 방식에서의 의료의 질과 의료비용 간의 관계

자료: http://www.nbch.org/VBP-Physician-Payment-Reform-Introduction(2014년 9월 
24일 접속), Figure1을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2-5〕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성

과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①> 공급자는 효율성과 의료의 질 성과가 모두 

낮다. <②> 공급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비

효율적이며, 반 로 <③> 공급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비용측면

에서 효율적이다.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가 지향하는 의료서비스는 

<④> 공급자와 같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는 <④> 공급자를 지향하는 제도로, 가치

기반 성과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의료의 질 성과를 진료비 지불

제도와 연계하여 의료공급자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중복적 또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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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VBP가 지향하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 성과

주: p.45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2. VBP의 제도화 과정

VBP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입되고 있다. 

첫째, P4R(Pay for reporting)단계로 정보를 제공 또는 보고하는 단

계이다. P4R(pay for reporting)은 공급자의 정보 제공을 유인하기 위

해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P4R(pay for re-

porting)을 통해 가치 측정지표의 사용을 검토하고 증진할 수 있다. VBP

는 제공된 가치(의료의 질과 효율성)를 지불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표준화된 성과를 평과 및 비교하여 향후 추구해야 할 벤치마킹 

수준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의료공급자와의 성과 변이를 줄여갈 수 있

다. 또한 환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제공받음으로써 공급자를 선택하고 건

강을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P4P(Pay for Performance)단계로 의료의 질 성과를 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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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는 단계이다. P4P 단계에서는 P4R 단계에서 제공된 공급자의 

성과 정보를 지불제도와 직접 연계시킨다. 의료의 질 성과가 목표로 선정

한 역치수준에 도달할 경우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때, 반

영하는 의료의 질의 범위는 체로 특정 환자 집단과 관련 있는 과정 또

는 결과를 반영한 임상적 질이다. 

셋째, VBP(Paying for Value)단계로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자원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

비 통제라는 VBP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 

성과를 모두 지불제도에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자원의 효율성을 

지불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과 함께 자

원의 효율성 특히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증진하

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 VBP 단계에서는 P4P 단계

에서 보다 공급자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이 개발된다. 

〔그림 2-6〕 CMS의 VBP 도입 과정 (P4R→P4P→VBP)

자료: Deloitte(2009), Value-based purchasing: A strategic overview for health care 
industr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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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불제도와의 연계7)

RAND(2014)는 “VBP 사업을 의료의 질(ex: 구조, 과정, 결과, 접근

성, 환자 만족도)과 비용의 성과를 재정적 보상과 연동하는 사적 또는 공

적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현재 CMS가 추진하는 VBP 사업을 다음의 

3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다. 

첫째, P4P(성과보상지불제도)로 “질에 한 보상(pay for quality)”과 

“질과 자원의 사용, 효율성, 비용에 한 보상”을 모두 모함한다. P4P 사

업은 질/효율성을 측정하여 미리 선정한 목표치 또는 벤치마크 점수를 충

족하는 것을 기반으로 보상(보너스) 또는 패널티(삭감)를 공급자에게 제

공하는 지불제도이다.

둘째, Shared savings(예산절약공유)8)로, 표적인 프로그램은ACO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이다. ACO는 할당된 환자에 한 

의료의 질과 비용에 책무성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사, 병원 등의 의료공급자로 구성된 보건의료조직을 의미한다. ACO 

지불모델은 공급자 보상과 의료의 질 성과와 의료비용 감소를 연계한다. 

ACO 규정 하에 ACO 공급자들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하

는데, 만약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인해 비용이 절약될 경우 공유할 자격을 

갖는다. ACO는 보험자와 협상을 통해 의료의 질과 비용의 목표치를 설

정한다.  

셋째, Bundled payments로, 공급자가 의료의 질 성과에 한 책무성

을 가지도록 의료 에피소드(episode) 단위로 짝을 지어주는 지불제도이

다. Bundled payments는 임상적으로 정의된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7) RAND(2014), Measuring Success in Health Care Value Based Purchasing Programs, 
p.ⅺ를 참고하여 작성함

8) 환자들을 건강하게 해줄수록 의사들에게 보상하는 시스템



제2장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이해 39

에피소드 또는 묶음(bundle)에 한 예측된 비용을 기반으로 공급자에게 

지불을 해주는 이 때, 재정적 성과와 의료의 질 성과를 지불제도에 반영

한다. 

〔그림 2-7〕 CMS의 VBP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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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의 개요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도입 배경 

한국은 2001년도부터 국민에게 제공하는 진찰, 시술, 투약, 검사 등 의

료서비스 전반을 검토해 의·약학적인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

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는 1989년 우리나라

가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며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체계적 틀은 마련하였으나,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지불제도하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의료자원과 서비스가 과연 의료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지에 한 사회적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1999년 미국 의학원(IOM)9)에서 의료 질의 중요성 및 6개 평가영역 발

표가 질 향상 활동의 분수령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법에 관련법

령을 신설하여 2000년 7월 독립된 심사평가 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한 평가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다

(표 3-1 참조).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 급여의 질평가를 위해 행위

별 수가제하에서 불필요한 서비스의 과 제공(over-use) 가능성, 의료공

급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서비스의 과소제공(under-use) 가능성, 부적

절한 서비스의 오용제공(mis-use) 가능성, 의료기관이나 시술자에 따른 

9) IOM(Institute of Medicine): 미국의학원, 건강정책에 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미
국 의료기구. 의료의 질 평가영역으로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
평성을 제시하고 있음.

국내 성과보상 지불 관련 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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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수준 변이에 한 개선의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표 3-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법령

관련 법조항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심사평가원업무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한 평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 
받은 업무

시행규칙 제29조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상병별로 구분하여 평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료심사평
가위원회를 둠.

시행령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5항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평가결과의 공단통보/그 결과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 지급

시행규칙 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평가 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
분의 10 범위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자료의 제공

요양기관 등에 건강보험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이의신청

적정성 평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4.7.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서비스 전반을 각각 요양기관별, 상병별,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여 의·약학 및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

로 목적은 1) 국민에게는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2) 요양기관에는 평가결과 제공 및 가감지급 사업 등을 통해 자율적 질 향

상을 유도하고 지원하며 3) 정부 및 보험자에게는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

영하여 효율적인 급여지출(Value for Money)을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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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목적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2013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13에서 인용

  2. 평가제도의 발전사 

우리나라 적정성 평가제도의 발전단계는 크게 도입기(2000~2003년), 

발전기(2004~2006년), 확 기(2007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가. 도입기(2000∼2003년)

도입기는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하여 정착하는 시기로, 2001년 약제급

여, 사회복지법인요양기관 및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 한 평가 수행을 시

작으로 2003년 수혈, 집중치료실 평가, 약제급여평가 항목 중 고가약 처방

비중 추가까지 정보피드백을 통해 점차적으로 평가영역을 확 시켜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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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전기(2004∼2006년)

발전기의 주요한 특징은 이용도 중심의 평가였던 평가가 임상 질 중심

으로 전환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04년 8월 허혈성심질환 평가를 시

작으로 하였다. 또한, 그 임상 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는 우수

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의료기관에게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

였다. 단계별 발전은 주사제처방률 양호기관의 명단 공개(2005.5.)를 시

작으로, 평가결과 양호기관과 미흡기관 전체를 2006년 공개하였다. 특히 

제왕절개 분만 건수와 제왕절개분만율 등 의료기관별 평가지표값도 공개

하였다. 현재는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 뇌졸중 및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 등 평가결과를 종합화하여(1등급 ~ 5등급)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다. 또 하나의 발전기 특징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2006.12.)를 시점으로 한 전향적 평가 방식의 도입이다.

다. 확대기(2007년∼)

확 기는 그간 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성과에 따라 가감지급 하는 지불제

도와 연계하는 시기이다. 엄 히 말하면, 가감지급사업의 시행은 요양급

여적정성평가에 한 확 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지불제도하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에 관한 기 치를 

달성한 의료 공급자들에게 가산지급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고, 반면 과도

한 진료비용 또는 낮은 질에 해서는 감액지급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증

진시키는 전략으로 성과보상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이하 

P4P)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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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해 2007

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3년 6개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하였

다. 그 후 2011년부터 가감지급 본사업 실시 및 확 , 평가결과와 수가의 

연계 등 질향상 지원 사업을 확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급성기질환 진

료에 한정되어 있던 평가가 만성질환 진료부분을 포함하고 요양병원 장

기 진료부문도 포함(2008년)하였고, 2012년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예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폐암, 천식등 중증 만성질환으로 

평가 영역을 확 하였다. 아울러 성과 지불제도 기반 조성을 위해 재입원

율등 일반 질지표 개발과 상급종합병원 상으로 AMI10), 장암 등 11

개 평가 항목의 기관단위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하여 통보하고 있다.

  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의 현황

가. 평가 대상

암환자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을 반영하여 암질환 및 만성질환 평가가 계속 

추가 확 되고 있으며, 기존의 평가항목인 총 7개의 영역, 326개의 질 지표 

항목(구조지표 46개, 과정지표 198개, 결과지표 77개, 기타 5개)에 추가하여 

2014년 위암, 폐렴, 중환자실 등 신규 평가 3항목을 포함하게 되면 총 8개 영

역 356개 지표를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상 항목 및 상은 <표 3-2>와 같다. 해당 영역에 한 사업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0) 급성심근경색: Acute Myocardiac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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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평가 영역 및 항목
평가(모니터링)지표

계 구조 과정 결과 기타

총계 356(112) 52 213 86 5

입원

심·뇌질환
급성기뇌졸중  25( 14)  5  16  4

허혈성심질환(3항목)  48( 29)  8  21 19

암질환

대장암  21(  1)  1  17  3

유방암  20(  3)  1  17  2

폐암  22  1  19  2

위암  20  1  16  3

간암 진료결과   1  1

주요수술
수술예방적항생제(15개)  12(  6)  11  1

진료량(5개)   1  1  

기타 페렴  15(  7)  11  4

외래

만성질환

고혈압  12(  7)  12

당뇨병  10(  3)  10

천식   7   7

만성폐쇄성폐질환   6(  3)   6

외래약제

약제급여(5항목)  13(  2)  13

유소아중이염항생제   5   5

세파3세대등 성분계열별 
항생제

  2   2

외래처방약품비   3  3

포괄수가 7개질병군포괄수가  18( 10)   5  8 5

기관단위

요양병원  35( 11) 10  10 15

혈액투석  18(  5)  7   5  6

의료급여정신과  29(  5) 11   8 10

중환자실  13(  6)  6   2  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2014년 신규항목은 폐렴, 제3세  세파로스포린등 항생제, 
중환자실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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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및 주기

평가항목
진료형태

대상진료년월 수집주기
입원 외래

질병

급성심근경색증 종합병원이상 ○ 2011년
4,10월

(반기단위)

급성기뇌졸중 종합병원이상 ○
2011년 
4/4분기

5월

고혈압, 당뇨병 의원급이상 ○ 2011년 -

대장암 의원급 이상 ○ 2011.5월~ 5월

위암 등 진료결과 의원급 이상 ○ 2011년 -

유방암 의원급 이상 ○ 2012.7월~ ‘13.4월

의료
서비스

제왕절개분만 의원급 이상 ○ 2011년 -

관상동맥우회로술 종합병원이상 ○ 2011~2013년
4,10월

(반기단위)

진료량평가(8개수술) 의원급 이상 ○ 2010~2011년 -

약제(6항목) 의원급 이상 ○ 2011년 -

유소아 급성중이염 의원급 이상 ○ 2012년 -

혈액투석 의원급 이상 ○ 2012.2/4분기 ’12.12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11개수술)

병원급 이상 ○ 2012.3/4분기 ’13.1월

기관
단위

요양병원 요양병원 ○ 2012.1/4분기 ’12.2월(구조)

의료급여정신과 의원급 이상 ○ 2011.4/4분기 ’11.8월(구조)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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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도별 현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2013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11에서 인용



제3장 국내 성과보상 지불 관련 제도 51

  1) 급성기 심․뇌질환 영역 평가

급성 심근경색증은 우리나라 돌연사 1위로 병원 도착 전 사망이 많은 

질환으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망율 감소를 위한 국가적 관

리가 필요하여 평가를 시작하였다. 치료의 신속성, 경구약제 투약율 및 사

망률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가감지급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식생활의 서구화 및 인구의 고령화로 심장질환이 매

년 증가 추세이며 허혈성 심질환을 포함한 심장질환의 경우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로 나타나고 있어 2008년부터 평가를 시작으로 2013년 하반기부

터 허혈성 심질환(AMI, PCI, CABG) 포괄평가 체계로 평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뇌졸중 환자와 진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요양기관 간의 편차를 줄이고자 급

성기 뇌졸중은 시작되었다. 평가는 뇌졸중 상병으로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초기 진단 및 치료과정 등

을 평가하고, 가감사업 시행 첫해에는 최우수기관에 1% 가산적용을 시행

하였다.

  2) 입원 암질환 영역 평가

암은 국내 사망원인 1위로, 특히 매년 환자발생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

는 질환이다(심평원, 2013d). 암질환 영역은 장암, 유방암 및 폐암에 이

어 위암과 간암을 추가(2014년)하여 주요 5  암을 평가하고 있다. 

장암 등 예비평가 결과 기관별 변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장암, 

유방암, 폐암 입원환자로서 평가 상 수술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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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입원진료분을 상으로 전문의 상근여부, 수술전 진단, 항암제 및 

방사선치료 적정성 등 진료전반에 한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표별(22개) 결과를 종합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

고 있다(심평원, 2013d). 위암은 예비평가 결과 의료기관간의 차이가 있

어 개선이 필요하여 위암 수술환자를 상으로 진단 및 수술, 항암화학요

법 등 진료전반에 한 포괄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간암은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간암 치료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간암 수술사망률

에 한하여 2013년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입원 주요수술 영역 평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

나로 기준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적절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이다(심평원, 2013e). 수술부위 감

염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통해 의료비용 절감 및 질 향상 도모, 항

생제 내성관리를 목적으로 평가를 시작하였다(심평원, 2013e). 11개 평

가 상 수술이외 현재는 갑상선 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을 

확 하여 15개 수술을 상으로 청구하는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에 하여 

총 12개 지표 중 6개 지표 결과를 종합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

하고 있다. 진료량 평가는 진료량과 진료결과 간 상관관계가 있는 5개 수

술을 상으로 기준진료량과 진료결과(수술사망율)에 따라 2등급으로 구

분하여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심평원, 20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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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래 만성질환 영역 평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자 지속 증가 및 만성질환 진료비가 매

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 2013a). 고혈압, 당뇨병 등은 

적정관리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 이환 및 사망률 감소가 가능하므로 평가

를 실시하게 되었고, 외래환자 상으로 치료의 지속성 및 처방과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원 양호기관 명단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심평원, 2013a). 2013년 만성질환 영역에 고혈압, 당뇨

병, 천식에 이어 만성폐색성폐질환에 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5) 외래 약제급여 영역 평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약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항생제, 주사

제 처방율, 처방건당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NSAIDs 중복처방률 등 

5개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심평원, 2013g). 평가 상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며, 항생제, 주사제 처방율, 처방건당 약

품목수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특정질환에서 의약품 사용에 한 평가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사용 유도를 목적으로 ‘유소아 급성중이염’에서 항생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심평원, 2013f). 이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제 외국에서도 진료지

침 등을 통해 관리하는 상병으로 부분의 국가에서 항생제 치료는 24개

월 미만에 권장하고 2세 이상의 소아는 48~72시간 이내 증 치료를 우

선하면서 경과를 지켜본 후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2012

년 평가결과 항생제 사용률이 급성화농성중이염 85.3%, 급성비화농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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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염 90.5%로 나타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영역으로 평가되었다(심평원, 

2013f).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

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

의 약품비 절감 노력과 비용효과적인 처방에 한 동기부여로 약품비 증

가율 둔화 및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심평원, 2013b).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상으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외래 전체 상병과 약품비에 하여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기 약

품비, 실제 약품비를 지표로 OPCI 감소와 약품비를 절감한 기관에 절감

액의 10~15%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3반기 

연속하여 OPCI 0.6 이하인 기관에 하여는 심평원 및 공단에서 의뢰하

는 현지조사 의뢰 상에서 1년 간 제외하고 있다.

  6) 포괄수가 영역 평가

포괄수가 제도하에서 불필요한 입원 증가, 무리한 조기퇴원, 의료서비

스의 과소제공, 분리 또는 중복 청구, upcoding 등 진료행태 및 청구행

태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포괄수가제도의 확  도입에 따른 체계

적인 질 평가 요구가 증가하여 평가를 시작하였다(심평원, 2014). 

평가 상은 7개 질병군에 하여 3가지 영역의 총 18개 지표를 포괄수

가 기관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퇴원의 적정성, 과소진료여부, 예방적 항

생제 사용의 적정성, 합병증 및 재입원율 등의 의료서비스 질을 반영하는 

의료의 질 평가, upcoding 모니터링 또는 입원진료의 외래전이 등 청구 

및 진료행태 평가, 의무기록자료 일치율로 자료제출 충실도에 따라 평가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평가하고 있다(심평원, 2014). 포괄수가제 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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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과소진료 및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포괄수가영역에 한 적

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원급의 7개질병군 포괄수

가 1차 평가 수행에 이어 2013년 2차 평가는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까지 

확 하여 실시하였고 병․의원급 평가결과도 공개하고 있다(심평원, 

2014).

  7) 기타 기관 단위 평가

요양병원은 제도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 기관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8년 요양병원의 일당 정액제 수가 시행으로 의료서비

스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평가 상 기간 이전에 개설하여 

상기간 동안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상으로 시설, 환자안전, 인력, 장

비 등 26개 구조부문, 과정과 결과 등 진료부문 10개 지표, 진료비 고가

도 지표, 폐렴/패혈증 발생률 등 모니터링 7개 지표를 평가하여 각 지표

를 표준화하고 부문별 종합화하여 전체 종합화한 점수로 등급을 산출하

여 공개하고 있다.

낮은 치료율과 지역사회 연계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수와 치료비용이 증

가하고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수가의 수가차등제 실시에 따라 적정성 평가

의 필요성이 두되어 평가를 시작하게 되었다(심평원, 2014). 의료급여정

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의 정신질환건 상으로 의료인력, 전신치료, 입

원일수 등 구조, 과정, 결과 부문의 지표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다.

혈액투석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과 혈액투

석의 원인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자 환자관리에 한 질 평가 필요

성이 두되어 2009년부터 평가를 하고 있다(심평원, 2013c).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 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상으로 인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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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 구조현황과 진료현황을 파악한 후 지표별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공

개하고 있다(심평원, 2013c).

기타 중증질환에 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환자실 및 폐렴에 

한 평가를 시작하였다(심평원 2014). 평가기준 개발과 예비조사 이후, 

2013년 4/4분기 진료분을 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나. 평가 절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시작은 매해 연말 내년도의 ʻ연간 평가 계획ʼ의 

수립이다. 연간 평가계획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및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진행되며, 승인이후 심평원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되

고 있다(심평원, 2013a). 수립된 평가계획은 평가 실시 2개월 전에 요양

기관 등 관련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 기관지 게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다(심평원, 2013a). 이후 자료수집 및 조사 등 

평가수행,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 사후 관리의 단계별 절

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심평원, 2013a).

각 단계에 있어 평가계획 수립,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등 주요 

사안에 해서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심평원, 2013a). 행정적

으로는 평가에 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 요양기관 등은 심사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심평원, 

2013a).  



제3장 국내 성과보상 지불 관련 제도 57

〔그림 3-3〕 평가수행 절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2013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15에서 인용.

다. 평가 방법

평가에 이용되는 자료원은 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와 요양기관현황자

료, 요양기관의 의무 기록자료,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이다(심

평원, 2013a).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조사표 이용시에는, 자료

내용의 신뢰도 점검을 위해 제출된 자료 중 표본추출하여 요양기관에 의

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다(심평원, 

2013a).



58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표 3-4〉 2012년도 항목별 자료수집 방법 및 대상

평가항목
자료원

대상기간
자료수집

대상행정자료1) 조사표

급성심근경색증 ○ ○ 연간 전수

급성기뇌졸중 ○ ○ 3개월 전수

관상동맥우회술 ○ ○ 2년간 전수

대장암 ○ ○ 연간 전수

유방암 ○ ○ 연간 전수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 ○ 3개월 표본

제왕절개분만 ○ 연간 전수

진료량

고관절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1년간 진료분 전수

췌장암수술, 식도암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술

○ 2년간 진료분 전수

진료결과(위암·간암·대장암수술) ○ ○ 연간 전수

약제급여 ○   연간 전수

외래처방 인센티브 ○ 반기 진료분 전수

유소아급성중이염 항생제 ○   반기 진료분 전수

고혈압 ○ 반기 진료분 전수

당뇨병 ○ 연간 전수

요양병원입원급여 ○ ○
(기관단위) 3개월 전수

의료급여정신과 ○ ○
(기관단위) 3개월 전수

혈액투석 ○ ○ 3개월 표본

   주: 1)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13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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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단위 평가는 각 지표 별로 개별 의료기관의 지표값을 산출하

고, 의료기관 간의 변이를 파악한다(심평원, 2013a). 목표 값이 있는 경

우는 절 평가방식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지표는 동일 그룹 안에서 

상  평가를 수행한다(심평원, 2013a). 환자의 중증도가 결과치에 영향

을 미치는 평가지표(예, 사망률 등의 결과지표)의 경우에는 환자의 중증

도를 보정한 후 요양기관 간 평가결과를 비교한다(심평원, 2013a). 평가

지표가 여러 개인 항목은 항목 당 하나의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종합점수

에 따라 평가 상기관을 등급화 하는 방식이다(심평원, 2013a). 

라. 평가 결과

10년이 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시행을 통해, 부분의 평가항목 

지표에서 평가실시 후 개선이 보였다. 평가 상에 한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은 구조지표 및 과정지표의 개선과 의료기관간 변이의 감소에서도 볼 

수 있다. 뇌졸중의 경우에도 평가시작년도인 2005년부터 과정지표의 개선

이 있었으며, 그 변이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3년동안(2007-2010년) 입원일수는 9.1일에서 8.6일로 5.5% 감소하였으

나 입원 30일내 원내사망률은 증감을 반복하며 7.9%로 변화가 없었다. 반

면 요양병원평가에서는 응급호출 구비율,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율 등 구조

지표의 개선이 2년동안(2010-2012년) 일상생활감퇴 환자분율의 

2.2~2.5% 감소와 욕창이 새로 생기거나 재발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개

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족할 만한 결과지표의 개선을 얻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조 및 과정

지표의 개선이 결과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최종 결과변수와 상

관성이 있는 구조 및 과정변수를 탐색하고, 종별, 지역별 등 그 특성에 따른 

결과값과 추세 변이 등에 한 평가를 통한 정책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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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도별 급성기 뇌졸중 평가 과정지표별 결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40에서 인용

〔그림 3-5〕 연도별 급성기 뇌졸중 평가 과정지표별 결과의 의료기관 변이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 2012년도 급성기 뇌졸중 평가결과 . p.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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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지표
결과(공개 연도 기준)

2012년 2013년 증감
지표
향상

급성
심근

경색증

입원건수 17,262 18,029 767↑ ○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88.4 90.0 1.6↑ ○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95.7 97.3 1.6↑ ○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99.6 99.4 0.2↓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99.6 99.8 0.2↑ ○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98.8 99.5 0.7↑ ○

입원30일내 사망률 7.7 7.0 0.7↓ ○

건당입원일수(입원일수 장기도지표, LI) 8.1 7.5 0.6↓ ○

건당진료비(진료비고가도지표,CI) 811 800 11↓ ○

극명하게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를 보여준 예로 ‘수술

시 항생제 사용평가’를 들 수 있다. 〔그림 3-6〕에서 보여지듯이, 신규로 

평가 상(개두술, 전립선수술, 녹내장수술)이 추가된 후 건당 항생제 사

용이 1년 사이에 35.1%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6〕 수술시 항생제 사용량 평가 결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표 3-5〉 2013년도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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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지표
결과(공개 연도 기준)

2012년 2013년 증감
지표
향상

관상
동맥

우회술 

CABG 수술량/isolated CABG 수술량 87/75 76/65 11/10↓

내흉동맥을 이용한 CABG 수술률 97.0 98.0  1.0↑ ○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96.9 99.2  2.3↑ ○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4.4 3.9  0.5↓ ○

CABG 사망률(입원기간내/퇴원7일내/수술 후 30일내)3.8/3.9/2.9 4.6/5.0/3.9 0.8/1.1/1.0↑

수술 후 입원일수 16.4 16.5  0.1↑

대장암

구조 전문인력 구성여부 66.8 65.9  0.9↓

검사 
및

교육
영역

수술 전 통증 평가율 89.6 96.5  6.9↑ ○

장암 가족력 확인 비율 85.0 96.2 11.2↑ ○

수술 전 정  검사 시행 비율 82.1 90.3  8.2↑ ○

수술 후 3개월 내 CEA 검사 시행률 87.2 92.8  5.6↑ ○

수술
영역

장루관리 교육 시행률 93.4 99.6  6.2↑ ○

절제술의 완전성 평가 기록률 93.6 97.6  4.0↑ ○

병리보고의 기록 충실률 90.8 97.5  6.7↑ ○

12개 이상의 국소임파절 절제 및 검사율 82.2 88.5  6.3↑ ○

외과의 암병기 기록률 95.8 99.3  3.5↑ ○

보조
요법
영역

항암화학요법 주치의 암병기 기록률 90.7 99.1  8.4↑ ○

방사선 종양전문의의 암병기 기록률 93.1 99.6  6.5↑ ○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 비율(Stage I) 76.5 88.8 12.3↑ ○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Stage II [or IIb]~III)

56.9 82.5 25.6↑ ○

항암화학요법 계획을 설명한 환자 비율 88.1 95.4  7.3↑ ○

Flow sheet 사용률 67.5 91.4 23.9↑ ○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53.4 77.2 23.8↑ ○

항구토제를 투여 받은 환자 비율 97.0 98.4  1.4↑ ○

수술 후 방사선치료율 (직장암) 40.2 72.3 32.1↑ ○

항암화학요법·방사선치료 병용 시행률(직장암) 91.4 93.5  2.1↑ ○

결과

평균 입원일수 (수술 후 입원일수 포함) 1.16 1.17 0.01↑

평균 입원진료비 0.95 0.97 0.02↑

수술사망률 1.23 1.17 0.06↓ ○

유방암

구조 전문인력 구성 여부 61.5❋ 72.0 10.5↑ ○

진단적
평가

유방암 가족력 확인 비율 97.4❋ 96.8   0.6↓

전신상태 평가 기록 비율 93.8❋ 97.0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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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지표
결과(공개 연도 기준)

2012년 2013년 증감
지표
향상

및
기록
영역

보조치료 동의서 비율 77.8 95.4 17.6↑ ○

항암화학요법 기록 비율 55.4 99.1 43.7↑ ○

방사선치료 기록 비율 59.2 99.5 40.3↑ ○

병리보고서 기록 충실률 62.0 96.9 34.9↑ ○

임상의 암 관련 정보 기록률 63.9 99.3 35.4↑ ○

수술
영역

감시림프절 생검 또는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률

96.9 99.7  2.8↑ ○

최종절제연이 침윤성 유방암 양성 비율 5.6 0.6  5.0↓ ○

보조
요법
영역

수술 후 8주 이내에 보조요법
(항암화학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시행률

98.5 99.5  1.0↑ ○

보조내분비요법 시행률 79.0 98.4 19.4↑ ○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84.9 91.5  6.6↑ ○

항구토제를 투여받은 환자 비율 94.6 99.5  4.9↑ ○

표적치료 시행률 - 90.7 -

방사선 치료 시작 시기 94.2 94.7  0.5↑ ○

유방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 시행률 62.3 84.5 22.2↑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피부절개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80.7 86.7  6.0↑ ○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투여율 19.3 11.6  7.7↓ ○

3세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투여율 7.0 3.0  4.0↓ ○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29.5 19.8  9.7↓ ○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27.0 16.4 10.6↓ ○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 일수 5.8 4.1  1.7↓ ○

제왕절개
분만

총 제왕절개분만율 36.4 36.9  0.5↑

초산 제왕절개분만율 36.5 37.5 1.0↑

진료량
고관절치환술 기준진료량 이상 기관 점유율 24.8 23.8  1.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기준진료량 이상 기관 점유율 76.6 76.9  0.3↑ ○

요양
병원
입원
급여

구조
기본
시설

병실의 병상 당 적정면적 충족률 98.9  99.3  0.4↑ ○

다인실 병상의 비율 48.5 47.0  1.5↓ ○

화장실이 있는 병상의 비율 40.9 42.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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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지표
결과(공개 연도 기준)

2012년 2013년 증감
지표
향상

적정욕실 유무 84.1 82.3  1.8↓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 31.6 32.5  0.9↑ ○

환자
안전

바닥의 턱 제거율 62.9 67.9  5.0↑ ○

바닥의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율 75.7 80.7  5.0↑ ○

안전손잡이 설치율 45.0 49.1  4.1↑ ○

응급호출 시스템 구비율 53.6 69.7 16.1↑ ○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80.0 87.8  7.8↑ ○

요양
병원
입원
급여

구조

소방점검 활동 수행 여부 97.8 97.8 -

의료
인력

의사 1인당 환자수 30.8 31.0  0.2↑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36.4 43.5  7.1↑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1.0 11.4  0.4↑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4.8 4.6  0.2↓ ○

간호인력의 이직률 30.8 29.7  1.1↓ ○

필요
인력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65.2 82.2 17.0↑

약사(약국 포함) 재직일수율 54.5 64.6 10.1↑ ○

방사선사(방사선 촬영실 포함) 
재직일수율

59.8 64.5  4.7↑ ○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40.9 41.1  0.2↑ ○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67.6 69.6  2.0↑ ○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42.5 50.8  8.3↑ ○

의료
장비

100병상당 산소공급장비 보유 수 24.2 26.0  1.8↑ ○

100병상당 흡인기 보유 수 23.1 24.3  1.2↑ ○

100병상당 심전도 모니터
(EKG mornitor) 보유 수

2.9  3.5  0.6↑ ○

100병상당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 
장비(Pulse oxymeter) 보유 수

4.2  4.4  0.2↑ ○

진료 과정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78.0 91.3 13.3↑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_고위험군

22.7 19.9  2.8↓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_저위험군

2.9  2.2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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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지표
결과(공개 연도 기준)

2012년 2013년 증감
지표
향상

당뇨환자 중 당화 혈색소(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74.1 87.9 13.8↑ ○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_치매환자군

8.8  6.0  2.8↓ ○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_치매환자제외군

7.3  4.9  2.4↓ ○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21.8 17.0  4.8↓ ○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_고위험군 1.5  0.8  0.7↓ ○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_저위험군 0.1  0.1 -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0.8  0.5  0.3↓ ○

혈액
투석

구조

인력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비율 70.2 75.1  4.9↑ ○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횟수 22.7 23.4  0.7↑

2년 이상 혈액투석 경력을 가진
간호사 비율

76.4 75.6  0.8↓

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횟수 4.5  5.4  0.9↑

장비

B형 간염 환자 격리용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 수 충족여부

99.5 99.9  0.4↑ ○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81.7 87.1  5.4↑ ○

시설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78.2 85.0  6.8↑ ○

과정

혈액투석 
적절도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88.4 95.9  7.5↑ ○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 관리율 80.4 96.5 16.1↑ ○

혈관관리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충족률 94.4 95.2  0.8↑ ○

정기검사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94.0 97.2  3.2↑ ○

결과

혈액투석 
적절도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87.2 89.4  2.2↑ ○

무기질 
관리

칼슘×인 충족률 78.0 79.3  1.3↑ ○

고혈압

처방
지속성

처방일수율 89.6 89.9  0.3↑ ○

처방지속군 비율 83.1 83.9  0.8↑ ○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59 0.56 0.03↓ ○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 

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88.81 89.07 0.26↑ ○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2.24 1.80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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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지표
결과(공개 연도 기준)

2012년 2013년 증감
지표
향상

당뇨병

치료
지속성

외래방문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 86.0 87.1  1.1↑ ○

처방
지속성

처방일수율 88.0 88.7  0.7↑ ○

처 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1.00 0.46 0.54↓ ○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36 0.25 0.11↓ ○

검 사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69.0 73.2  4.2↑ ○

지질 검사 시행률 48.8 53.0  4.2↑ ○

안저 검사 시행률 40.1 41.6  1.5↑ ○

약제
급여

주사제 주사제 처방률 19.7 19.0  0.7↓ ○

항생제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45.2 44.5  0.7↓ ○

처방건당
약품목수

처방건당 약품목수(전체 상병) 3.78 3.76 0.02↓ ○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계 질환) 4.52 4.53 0.01↑

처방건당 약품목수(근골격계 질환) 3.56 3.57 0.01↑

투약일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1,753 1,667  86↓ ○

골관절염에 
NSAIDs·부신
피질호르몬제

NSAIDs 중복처방률 0.8  0.7  0.1↓ ○

부신피질 호르몬제 처방률 3.1  3.2  0.1↑

유소아
급성

중이염 
항생제

항생제

항생제 처방률 88.7 86.1  2.6↓ ○

항생제 투약일수율 88.9 87.5  1.4↓ ○

성분 
계열별 
항생제 
처방
비율

Amoxicillin 19.4 21.3  1.9↑

Amoxicillin/Clavulanate 51.8 52.2  0.4↑

Cepha계
전체 34.7 35.6  0.9↑

Cepha-3 26.0 27.8  1.8↑

Macrolide 10.6  9.0  1.6↓ ○

Quinolone 0.01 0.01 -

기타 3.4  3.2  0.2↓ ○

부신피질
호르몬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8.0  8.5  0.5↑

상병비중 급성중이염 상병비중 55.0 51.8  3.2↓ ○

외래
처방

OPCI*
감소기관율 

상급종합병원 36.6 39.5  2.9↑ ○

종합병원 41.8 50.8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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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지표
결과(공개 연도 기준)

2012년 2013년 증감
지표
향상

인센
티브

병원 45.7 47.6  1.9↑ ○

의원 47.0 49.0  2.0↑ ○

약품비
절감기관율 

상급종합병원 29.3 - 29.3↓

종합병원 39.8 15.4 24.4↓

병원 38.0 33.1  4.9↓

의원 27.9 25.4  2.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20에서 인용.

마. 평가결과의 활용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질 향상 관련 활동을 

지원받는 한편, 심평원 내부와는 심사나 실사 등의 업무와 연계하고 있으

며, 공단에는 가감지급 자료 등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의료수요자인 국민

에게는 평가결과 등 진료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에는 정책 자료로 제공하

고 있다(심평원, 2013a)(그림 3-7 참조).

그간 적정성평가 결과는 수가 등 정책결정에 활용되어 2005, 2007, 

2010, 2011, 2013년 제왕절개분만수가를 조정하고, 2008년 중환자실 관

련 의료인력에 따른 수가차등을 시행하였고, 2011년 요양병원의 평가결과 

하위 20%를 수가 가산 제외 하는 등 수가반영에 활용하였으며, 2008년 의

료급여정신과 개인정신요법 실시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활용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

가, 심뇌혈관 센터 지정 및 국무총리실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 책 등 정부의 

타 평가 등에 반영되었으며, 소방방재청, 소비자단체, 보건 진료원회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보수교육 등에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연계 등 유관기관에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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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평가결과 활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2013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20에서 인용

〔그림 3-8〕 평가 및 진료정보 제공 내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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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정성 평가 자문기구

중앙평가위원회와 평가 항목별 자문회의체를 두어 적정성 평가업무의 

제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심평원, 2013a). 중앙평가위원회에는 중앙평

가위원회와 중앙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앙평가위원회는 의약계 단

체, 소비자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이사회가 추천한 자 등으

로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심평원, 2013a). 

평가계획·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평가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지급 금액의 범위 및 

평가등급별 가산 또는 감액률의 결정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

범위·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심평원, 2013a). 자문회의체는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기준개발 등 평가과정에서 의약학적 전문분야에 

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학회, 학계 등

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심평원, 2013a). 

  4. 성과와 한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한 효과분석 모형을 개발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결과공개의 임상적 효과는 그 구성과 단위

들이 서로 달라 합산을 할 수 없지만 체로 약제급여, 허혈성 심장질환,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서울 학교 의과 학 

의료관리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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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의 임상적 효과요약

평가영역 누적감소효과
연평균 누적

감소효과
연평균 순 
감소효과

제왕절개분만

율(%)
단순 3.6% - -

GEE 1.1% - -

건수
단순 64,258건 11,683건 2,124건

GEE 22,371건  4,971건 1,105건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건수 508건 - -

재원일수 35,941일 - -

진료량 지표
사망건수 91.3건 - -

재원일수 22,458일 -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수술부위감염률 47.3% - -

약제급여

전체상병 항생제 65,867,606건 16,466,902건 4,116,725건

주사제 85,537,748건 21,884,437건 5,471,109건

항생제 내성률 5.6% 1.1% -

수혈 수혈량 4076unit 1359unit 453unit

자료: 서울 학교 의과 학 의료관리학연구소(2009),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모형개발 연구

또한 경제적 효과는 진료과정 개선(process improvement)에 따른 

진료비 절감의 직접적 경제적 편익과 진료결과 향상(outcome im-

provement)에 의한 사망률 및 이환률 감소 등을 통한 간접적 경제적 편

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누적편익은 7천 169억원~8천 466

억원으로 이 중 직접편익이 약 65~67%, 간접편익이 32~34%를 차지하

였다. 평가 상항목별로는 약제급여, 허혈성 심장질환 및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사업에서 편익 발생이 가장 컸다. 사회적 효과분석에서는 수

요자 입장에서 일반인 응답자의 83%가 평가결과를 활용하겠다고 답하였

으나, ‘현재 다니던 병원의 평가결과가 낮은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이동

하겠다’는 응답은 일반인 79.2%, 뇌졸중 58.2%, 위암 33.4%로 상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적정성평가의 공개정보에 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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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이 있거나 아는 경우가 일반인 11.0%, 위암환자 10.0%, 뇌졸중 환

자 4.4%로 낮아, 공개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활동

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공급자 설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질 개선을 한 

의료기관일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평가결과 공개가 질 향상에 기

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적정성 평가 사업에 한 한계 역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국내외 학

계, 의료계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실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그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동의를 해왔다. 먼저 김선민 

등(2010)은 항목별 혹은 기관별 평가를 시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 다른 평가와 중복되며 범위도 광범위하여 불안 요소 많을 뿐 아니라 

이런 평가제도는 의료기관이 느끼는 부담도 크다고 하였다. 한편 가장 최

근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신뢰에 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11). 적

정성 평가 내용 중 구조 부문 평가에서 요양기관을 무작위 선정해 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 해서는 스스로 작성한 결과표에 근거해 

평가를 하고 있어 신뢰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진료 부문

은 요양병원이 제출한 진료비 청구자료 및 환자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하

나 구조부문은 객관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

한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 로 표본 조사방식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4년부터 신규평가항목으로 페렴 및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시

행되었으나, 요양기관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지표를 반영하였다고 지

적하기도 하였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과 진료 행태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의료기관

11) 청년의사, “심평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위기...신뢰성 도마” 2013. 9. 25일자. http://www. 
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92500002. 2014.8.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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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가감지급사업의 개요  

  1. 가감지급사업의 도입 배경 

2001년부터 시행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연계선상에서 2005년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병원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였지만, 평가결과 공개만으로는 지속적인 의료 질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감지급에 한 내․외 실행 요

구도가 높아졌고, 선진국 P4P의 성공적인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사업이 두되

었다. 기관 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줄이고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

상을 유도하는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하위기관까지 질 향상을 할 수 있

는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가감지급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표 3-7 참

조).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상으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3년 6개월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항목에 하여 시

행하였다.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으로 상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까지 

확 하며 상질환도 2012년 급성기뇌졸중 항목 추가, 외래분야 만성질

환(고혈압, 당뇨병) 추가확 , 2013년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외

래약제 적정성평가 항목까지 확 하여 시행하고 있다(표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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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가감지급사업 관련근거

관련근거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5항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
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가감지급 금액은 평가 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
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산정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알린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
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3조

가감지급 금액은 평가 상 의료급여기관의 전년도 심
사결정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서 산정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제2013-94호,‘13. 6.24)

가감지급 범위 및 금액 산정과 지급 방법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지급 기준
(고시 제2014-109호,‘14. 7.10)

평가결과 양호기관(의원)에 지급 → 가산금액 = 양호
기관 기본금액 + 환자수 구간별 금액(최소 10만원 ~
최  620만원, 연간)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고시 제2013-213호,‘13.12.31)

약품비 절감 및 OPCI 감소한 기관에 지급 → 가산금
액 = 약품비 절감액 x 기관별 지급률(최소 10% ~ 최

 5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일 20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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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가감지급사업 추진경과

일자 추진내용 대상기관 대상항목

’07.07 가감지급 시범사업 실시 상급종합병원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09.12 1등급 및 질 향상기관 가산지급 상동 상동

’10.12
1등급 및 질 향상기관 가산지급
가감지급 시범사업 완료

상동 상동

’11.01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1차년도) 종합병원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11.11 가감지급 사업결과 공개 상동 상동

’12.01 가감지급 본 사업 실시(2차년도)

상동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의원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10년시작, ‘12년 병원급확 )

의원 만성질환관리제(고혈압,당뇨병)

‘13.01 가감지급 사업 확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의원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

주: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만성질환관리제는 인센티브(가산)로만 운영됨.

  2. 가감지급 모형

가감지급시범사업의 모형은 〔그림 3-9〕와 같으며, 경제적 인센티브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P4P의 일환으로, 요양기관간의 질적 차이를 줄이

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 향상을 기 하는 모형이다. 또한 감액기준은 

고정시킨 반면 가산등급인 1등급의 경우 매년 전체 기관을 5등급으로 나

눈 상 적인 등급을 적용하여 중간 등급기관의 적극적인 질 향상을 유도

하는 모형이다(심평원, 2010). 이 모형은 미국 보건의료 재정청인 CMS의 

premier HQID(Hospital Quality Incentive Demonstration) 프로젝

트의 모형을 참조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해서는 관련학회전문가, 통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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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질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고안하

였다. 각 평가 상별 가감지급 기준은 해당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그 특성

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림 3-9〕 가감지급사업 모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가감지급시범사업의 결과 및 향후 계획. HIRA 정책동향. 4(1). 
p.7에서 인용

일반적인 가감지급사업 모형 외에, 가산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만

성질환 관리제도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이 있다. 만성질환 관리제도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

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다(심평원, 

2012). 가산지급 산정방법은 처방지속성과 처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양

호기관인 경우 기본금액(연간 1회 10만원)과 관리환자수 30인 이상에서 

환자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고혈압의 

경우 최소 10만원 ~ 최  310만원, 당뇨병은 최소 20만원 ~ 최  6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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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해당된다.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

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의원에 돌려주는 사업으로 시

범사업을 거쳐 ‘10년부터 의원급을 상으로 시행하다가 ‘12년부터 병원

급까지 확 하였다(심평원, 2013b). 인센티브 산출모형 및 지급기준 및 

평가지표는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 기 약품비, 실제약품비이며 기

본 모형은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모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p.143에서 인용

  3. 가감지급사업 현황

  

가. 시범 사업 추진경과 및 결과

가감지급시범사업은 1차년도 감액기준선 공표, 2차ㆍ3차년도 1등급 

및 질 향상 기관 인센티브 지급, 3차년도 감액기준선 미달기관에 한 감

액 적용 등 3년에 걸쳐 단계적, 연차적으로 시행하였다. 가산율은 평가항

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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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감지급시범사업 상기관은 평가인프라가 구축된 44개 상급종합병

원이었으며, 평가항목은 인센티브에 의해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가 기

되는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1위로 나

타나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심장질환의 사망률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심근경색에 한 P4P의 경험

이 많았기 때문이다(심평원, 2013a). 또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약 

37%(상급종합병원은 약 50%)로써 WHO 권고기준인 5~15%를 두 배를 

넘는 높은 수준으로 약 6년간의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

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으로 하였다(심평원, 2013a). 평가

등급은 상 평가 5등급으로 구분하고, 5등급 상한선을 감액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2차례 평가를 실시하였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심평원, 2013a). 두 차

례 결과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모형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요

양기관간의 질적 차이가 점진적으로 줄었고, 의료 질 수준도 목표설정 기

준선 이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에서는 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종합지표 간격이 줄어들었고 하위기관의 

종합지표는 보다 큰 질 향상을 보이고 있다(심평원, 2013a). 제왕절개분

만 평가결과도 급성심근경색증과 마찬가지로 우수기관의 종합지표 간격

이 줄어들었고 3차년도인 2009년에는 상기관 모두 감액기준선 이상으

로 의료의 질 향상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처음

으로 1등급기관 및 등급이 향상된 종합전문병원 21개 기관에 해당 진료

비 4억 5천만원을, 2010년에는 26개 4억4백만원을 지급(보험자 및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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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기금 부담금의 1%)하였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감액기관은 발생

하지 않았다(심평원, 2013a).

〔그림 3-11〕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시범사업 결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나. 사업 추진경과 및 결과  

2011년부터 실시된 가감지급 본 사업은 평가 상기관을 종전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요양기관까지 확 하였다. 또한 상항목을 2012

년 급성기뇌졸중, 2013년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외래약

제 적정성평가 등 타 항목으로도 연차적으로 확 하고 있으며, 가감율도 

±1%에서 ±2%까지 확 하였다. 평가등급도 9등급으로 세분화하였으

며, 가감지급을 상위 1등급은 2%가산, 상위 2등급은 1%가산하고, 감액

적용은 하위 8등급은 -1%감액, 하위 9등급은 -2%로 가감 폭을 확 하여 

가감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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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본 사업 비교

구분 시범사업 본 사업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상

대상항목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등급 5등급 평가, 상 평가
9등급평가, 상 평가

*5등급으로 재환산하여 공개

가감율
공단부담금 및 

의료급여기금부담금의 ±1%
공단부담금 및 

의료급여기금부담금의 ±1~2%

시행시기 2007.7.~2010.12. 2011.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그간 시행된 가감지급 평가항목은 10개 항목으로 가감지급은 7개 항

목(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약제평가 3항

목), 인센티브제(가산)로만 운영되는 항목은 3개 항목(고혈압, 당뇨병, 외

래처방인센티브제)이다. 입원영역의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 제왕

절개분만평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 평가까지 확 하여 추진 중이다. 외래영역의 가감지급사업은 1차의

료기관인 의원급을 상으로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외래처

방인센티브사업(’12년 병원급 확 ), 약제급여 적정성평가결과를 상으

로 하고 있다. 

12)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 2009년에 평가 1등급과 등급 향상된 총 21개 기관에 4억
5300만원, 2010년에는 26개 4억4백만원, 2011년 1차 본 사업에서 39개 기관 11억 
2백만 원, 2012년 2차 본사업에서는 81개 기관 15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4개 기관에서 2천만원 감액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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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가감지급 사업 확대추진

실시시기 대상 평가항목 대상기관

2007~2010년
(시범사업)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상급종합병원

2011년~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 뇌졸중 종합병원 이상

2012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고혈압, 당뇨병
병원급 이상

의원급

2013년~
약제급여평가(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의원급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가감지급 현황을 보면 입원 진료 분야에서는 2009년 4억 5천만원에서 

2013년 2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평가 항목별로는 급성심근경색과 제왕

절개분만은 5회 실시하여 가산 상기관은 30개 기관(4.5억원)에서 2013

년 85개 기관(14.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급성기 뇌졸중은 2회 실시로 

90개소에 3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하였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118개

소에 1회 실시하여 5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외래진료 분야에는 2011

년부터 가산제도를 실시하여 2014년 현재 908억원(누적)이 지급되었다. 

고혈압 평가는 3회 실시하여 117억원, 당뇨병은 1회 실시하여 32억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외래 처방 인센티브는 의원급은 7회, 병원급은 4회 실

시하여 757억원을 가산하였고, 약제평가에 한 가감제도는 2014년에 

처음 실시하여 796개소에 1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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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입원 분야 가감지급기관수 및 금액

(단위: 기관, 천원)

지급

연도

전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구분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2009 가산  30 452,855 15 310,600 15 142,255 - - - -

2010 가산  30 404,054 13 250,165 17 153,889 - - - -

2011 가산  47 1,102,124 23 524,855 24 577,269 - - - -

2012
가산 118 1,545,518 44 715,339 41 679,578 33 150,601 - -

감산   4　 20,997 - - 4 20,997 - - - -

2013
가산 203 2,008,370 44 702,506 41 756,933 - - 118 548,931

감산  60 118,174 4 23,513 6 65,985 - - 50 28,676

2014
가산  57 185,482 - - - - 57 185,482 - -

감산   4 1,148 - - - - 4 1,148 - -

계
553 58억 143 25억 148 24억 94 3억 168 6억

5회 5회 2회 1회

   주: 건강보험 의료급여 모두 포함, 기관은 중복하여 산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2013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표 3-12〉 외래 분야 가감지급기관수 및 금액

(단위: 기관, 천원)

지급 

연도

전체 고혈압 당뇨병
외래

약제적정성
외래처방

구분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기관 금액

2011 가산 14,184 18,964,164 - - - - - - 14,184 18,964,164

2012 가산 13,971 31,684,986 - - - - - - 13,971 31,684,986

2013 가산 23,125 29,695,007 10,429 11,091,226 2,882 3,170,100 - - 9,814 15,433,681

2014
가산 12,214 10,374,339 4,951 568,000 - - 796 159,638  6,467 9,646,701

감산 57 18,034 - - - - 57 18,034 - -

계 63,551 908억 15,380 117억 2,882 32억 853 2억 44,436 757억

3회 1회 1회
의원급(7회) 

병원급(4회)

   주: 반기별 지급 항목은 합산 및 기관 중복하여 산출(2014년은 7월 현재까지 적용)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2013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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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를 보면 지속적이고 뚜

렷한 의료 질 향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추이를 나타내는 평균 종합점

수는 92.10점(’07 하반기진료분)→92.95점('10진료분)→96.79점('11년 

진료분)→97.83점('12년 진료분)으로 계속 상승하였고 종합병원이 포함

된 본 사업에서도 최하위기관 점수가 62.31점(’10년 진료분)→74.94점

('11년 진료분)→72.92점('12년 진료분)으로 초기보다 10.61점 상승하

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입원 30일내 사망률도 전년 비 0.7%p 감소

(7.7%→7.0%)하였다. 전반적으로 기관간의 의료 질 격차가 감소하였고, 

최하위 점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가감지급사업 모형에 적합한 질 향

상을 유도하였다.

〔그림 3-12〕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증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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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제왕절개분만의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보면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은 

‘06년 이후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았으나 태아 및 산모의 위험도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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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균 표준점수13)는 -0.347점(’07 하반기)→ -1.61점(’10년)→-2.22

점(’11년)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고, ‘12년부터는 지표 가중치(총제왕

절개분만율*80%, 초산제왕절개분만율*20%) 부여 후 종합 표준점수를 

산출한 결과 -1.49점으로 여전히 예측 비 실제 제왕절개분만은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액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해 2012년 최초로 

4개 감액기관이 발생하여 일부 하위기관에 한 적극적인 질 향상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제왕절개 평가결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가감지급사업을 처음 적용한 2012년 급성기 뇌졸중의 평균종합점수는 

2.3점('10년 86.4→’11년 88.7) 증가하였다. 최하위 기관의 종합점수도 

3.5점(30.6점→34.1점) 증가하여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났

13) 표준점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과 위험도 보정 후 예측되는 제왕절개분만율의 차를 통계적
으로 산출한 값이며, 작을수록 결과 값이 좋은 것이다. 표준점수가 -1점이면 예측 비 실제 
제왕절개분만을 1% 정도 적게 시행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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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년 3월~5월 진료 분에 한 5차 평가를 진행 하였으며 전년 비 

평균이 0.8점 증가(89.8점 → 90.6점)하였고, 종합점수가 95점 이상(1등

급)인 기관도 98개 기관(48.8%)으로 나타났다. 최우수기관인 34개 기관

과 질향상기관인 23개 기관이 가산지급을 받았고, 종합결과 55점 미만의 

5개 기관이 감액 지급을 받았다. 연도별 과정지표도 모두 개선되는 효과

를 보였다.

〔그림 3-14〕 급성기 뇌졸중 과정지표의 변화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

가감지급사업결과 2009년에 평가 1등급과 등급 향상된 총 21개 기관

에 4억 5천 3백만 원, 2010년에는 26개 기관 4억 4백만 원, 2011년 1차 

본 사업에서 39개 기관 11억 2백만 원, 2012년 2차 본 사업에서는 81개 

기관 15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했다.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결과 평균 입원일수가 0.5일 감소 (8.6일 → 8.1일)하였고, 제왕절개분만 

산모의 제왕절개분만 자연분만 전환효과 및 급성기뇌졸중 평균 입원일수 

0.9일 감소 (15.1일 → 14.2일)로 인해 2012년에는 약 193억 원의 진료

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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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병원급 이상을 상으로 2013년 가

감지급 사업을 처음 적용하였다. 가감지급사업 적용을 통해 2010년 비 

종합결과의 평균이 9.1%p가 향상되었고, 하위기관이 다수 속한 병원급의 

수준이 향상되어 의료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사업 적

용 결과, 최우수기관인 66개 기관과 질향상기관인 51개 기관이 가산지급

을 받았고, 종합결과 40% 미만의 50개 기관이 감액 지급을 받았다. 가감지

급 선언 전․후 비교시(3~4차 결과와 4~5차) 1등급 기관수는 증가하고, 하

위기관수는 감소하였으며, 종합점수가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관리제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평가결과 혈압강하제의 처방지

속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2013년 하반기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처방지표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꾸준히 향상

되고 있으나, 이뇨제 병용투여율의 경우 2013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고혈압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단일기관 이용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층에서 처방지

속성이 낮은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고혈압 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ʼ11년 ʼ12년 증감

(B-A)상반기 하반기(A) 상반기(B)

처방일수율(%) 88.5  88.9  89.1  0.2%p↑ 

처방지속군 비율(%) 81.4  81.8  82.4  0.6%p↑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1.23   0.61   0.62  0.01%p↑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1) 64.58  63.40  89.27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2.32   2.28   2.21  0.07%p↓ 

   주: 이뇨제 병용 투여율 지표는 2012년 상반기 평가 이후 혈압강하제 2성분군 이상 원외처방전에
서 3성분군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변경되어 분기별 단순증감을 비교할 수 없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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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결과 평가 상 기관 중 약 30% 기관이 투약일당

약품비, 환자당약품비가 감소하였으며, 평가 상 총 약품비 증가율이 감

소(‘13년 경평보고서)하였고(전년 동반기 비 ’13년 상반기 11%감소, 

’13년 하반기 4.3%감소), 보험재정 감소효과는 1,117억원에 달하였다.

약제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13년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라 가산 상은 

796개 기관, 감산 상은 57개 기관으로 ’14년 7월 가감 지급될 예정이다. 

항생제처방률(52.1%,’10년→44.5%,‘13년),주사제처방률(21.2%→

19.0%), 6품목 이상 처방비율(15.4%→13.7%)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14〉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건강보험)

      (단위 : %, %p, 개, 원)

구  분 ’02년

2011년 2012년
증감

(B-A)상반기 하반기
전체
(A)

상반기 하반기
전체
(B)

주사제 처방률 38.6 21.1 19.6 20.4 20.5 18.9 19.7 0.7 %p↓

항생제 처방률(전체상병) 42.4 26.2 23.2 24.7 26.1 22.2 24.2 0.5 %p↓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3.3 49.3 45.4 47.6 45.9 44.3 45.2 2.4 %p↓

처
방
건
당
약
품
목
수

전체상병 4.32 3.93 3.75 3.84 3.87 3.68 3.78 0.06 개↓

호흡기계질환 4.84 4.67 4.50 4.59 4.58 4.45 4.52 0.07 개↓

근골격계질환 3.92 3.65 3.56 3.60 3.58 3.54 3.56 0.04 개↓

6품목이상 처방비율 24.1 16.1 13.2 14.7 14.9 12.4 13.7 1.0 %p↓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9.6
(‘07)

52.2 48.4 50.3 45.6 45.1 45.3 5.0 %p↓

투약일당약품비 1,486 1,934 1,927 1,930 1,838 1,670 1,753 177 원↓

골
관
절
염

NSAIDs 중복 
처방률(경구)

3.64
(‘05)

 0.9  0.8  0.9  0.8  0.8  0.8 0.1 %p↓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4.06
(‘05)

 3.1  3.2  3.2  3.0  3.2  3.1 0.1 %p↓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a), 2012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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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가감지급사업의 결과는 부분의 질환에서 각 해당 과정지표

에서의 개선과 함께, 급성기 질환에서 사망률의 감소 등 궁극적인 개선도 

있었다.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를 종합한 성과에 있어서도 종합점수의 상

승이라는 절 적인 개선뿐 아니라, 요양기관간 변이가 줄어들며 전체적

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가감지급사업에서 각 평가지표에 응하는 단편적인 결과는 부분 긍

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이 결과가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을지, 효과에 

한 포괄적 관점에서 성과는 무엇이고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왕절

개 분만율 등 몇 가지 답보의 양상을 보이는 평가지표에 한 정책적 

안은 무엇인지에 한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성과

보상지불제도의 개념 속에서 의료의 질 뿐 아니라 비용을 고려한 가치평

가와 그 가치에 기반한 수가차등 등 구매기능을 연결하는 VBP의 검토를 

위해서도 성과분석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상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P4P의 시행효과는 가감지급만이 아닌 평가

결과 공개효과가 혼합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설문조사

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실제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확인한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기 때문에, P4P의 성과는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나타난 의료제공자의 사업 참여 의지가 제도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질향상 사례발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주

사 시간 단축을 위해 병동이 아닌 수술장에서 항생제 주사하는 등의 노력

이 있었고, 심근경색환자 내원시 팀구성 등의 원내 의료전달시스템개선, 

의료의 질향상 인프라 구축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성과향상의 

주요한 기여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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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결과지표가 원내사망률 또는 재원일수와 같은 단기결과에 집

중되어 있거나, 만성질환의 경우 아예 결과지표는 평가하지도 못하고 처

방, 검사 등 과정지표만 포함되어 있는 제한점이 있다. 5년 생존율이 중요

한 암이나 장기간의 추적조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서는 장기적 결과에 

한 평가방법과 자료수집에 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의 평

가지표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여러 차원 중 ‘치료의 효과성’ 위주로 수

행되었던 한계가 있다. 비록 효과성의 개선으로도 경제적 편익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직접적인 비용평가인 효율성, 환자 안전 및 환자 

중심성 등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에 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의료질 향상 분담금 

  1. 의료질 향상 분담금 도입 배경 

선택진료비14) 제도는 입원환자 비급여 비용의 약 1/4을 차지할 정도로 

환자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선택진료비 규모가 증가하여 재

정 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선택진료비 제도의 자격요건

인 의사의 경력이 적절한 의료의 질을 담보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며, 

선택진료비는 양질의 서비스에 한 지불이 아닌, 병원이용에 따른 추가비

14) 의료법 제37조의 2에 의하여 환자나 그 보호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
는 제도로, 선택진료의사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그 비용은 환자 전
액이 부담하게 됨. (추가 비용 징수 가능한 의사: 학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전문의 
10년이상 의사, 의사면허 15년 이상 치과의사)

    추가 비용 산정 기준: ① 외래진찰 기본 진찰료의 40%, 입원회진 소정 입원료의 15%, 
진단검사,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해당 수가의 30%, 영상진단 해당 영상진단료의 15%, 
처치, 수술, 마취 해당 수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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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형태로 그 의미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진료제가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해 온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상 적으로 일반의사

의 선택 기회 부족, 제도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

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과 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전문가 등이 제도 설계에 한 논

의를 거친 후, 사회적으로 합의된 평가 및 수가제도를 도출할 필요성이 증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15)에 따라, 선

택진료제도가 축소되고 ’15년부터 우수한 의료기관에 해 보상하는 방

안으로 ‘의료질향상분담금’이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하반기 

안으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되어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질 향상 분담금 도입에 따라, 1

단계를 시행하는 2015년 1,000억원 규모이나 2단계를 시행하는 2016

년에는 5,000억원 규모까지 예산이 크게 확 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의 

의료질 향상 분담금은 기존에 사용되는 평가지표를 일부 선정하여 모형

을 개발하게 되는데, 평가 지표로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평가

인증, 응급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의 지표 중 개선가능성과 

변별력을 기준으로 일부 지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영역

별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산출 예정한다. 2016년에 시행되는 2단

계에서는 새로운 영역과 지표가 추가될 예정으로 예를 들어 환자 경험평

가, 병원 단위 사망률 및 재입원률과 같은 평가지표를 반영하며, 의료기

관 평가인증 결과를 점수화해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선택 진료제는 완전히 사라질 전망

1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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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급여 수가를 적용하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표 3-15〉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및 기대효과 

구분 건강보험 적용 방안

2015~2016

③ 우수한 의료기관에 한 기관별 수가(가칭 ‘의료질 향상 분담금’)신설
  *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수련, 중증질환 진료 등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토 로 수가 적용
  * 건강보험 50% 지원

기대효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감소

2014년 상반기 환자 부담 100%(추가비용 축소)↓
▶ 2014년 하반기 환자부담 65%
   (선택의사 축소,’15~’16)↓
▶ 2015년 환자부담 36%

선택진료 
의사 축소로 
일반 진료
기회 확  

<현재> 병원별 10명 중 8명까지 지정 환자가 100% 부담
하는 비급여 제도 운영상태 관리기제 미흡

<2015년~17년> 진료과목별 3명중 1명 이내 건강보험 
적용하여 최고 50% 부담, 새로운 가산형태 전환 ․ 기준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2. 단계적 도입 방안

의료질 향상 분담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체

계 내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되, 의

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적 계획이 필요하며 동시에 시행 단계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등

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현행 의료의 질 적정성 평가지표 활용

방안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중

장기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를 추가 발굴하여 선택진료비 손실보전의 의미를 넘어 양질의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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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의 적정 

상을 산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 로 의료

질 평가체계 최종 확정해야 한다. 

  3. 성공적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의료질 향상 분담금 시행에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적절한 진료 및 

교육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적절한 환자 안전 수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선택진료의 상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등도 관련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의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선택진료

제의 축소로 인한 손실 보전 상과 규모는 상 적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규모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료질 향상 분담금

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질 평가 영역으로 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기관 기능정립 관련 지표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

은 중증 항목에 가중치를 차등하여 부여하거나, 미평가 항목(결측치)에 

해서 보정하는 등의 방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작은 우

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공공성 측면은 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주요 평가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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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국 VBP(Value Based Purchasing) 제도

보건의료재정청(Center for 메디케어 and Medicaid Services, CMS)

은 메디케어(메디케어)의 수요증가로 인한 재정 축소에 응하여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은 2010년 3월 건강보험개혁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공표하고 지불

제도와 성과를 연계하는 가치기반성과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를 도입하고, 2011년 4월 CMS는 VBP를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

였다. 

CMS의 VBP는 효율성(비용측면)과 의료의 질 성과를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MS는 VBP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의료의 질 성과

를 진료비 지불제도와 연계하여 의료공급자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중복적 또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성과측정의 표준화를 통해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여 의료공급

자가 추구해야 할 벤치마킹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의료공급자 간의 성과 

변이를 줄여가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과평가 정보를 환자

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공급자를 선택하고 건강을 관리하는데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CMS의 VBP는 병원, 요양시설, 의사(그룹)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각 

의료공급자는 서로 다른 진료비 지불 보상제도에 적용을 받는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사전지불 보상제도를 기반으로 하는데, 병원은 DRG로, 요양

국외 성과보상 지불제도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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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일당 정액제로 보상받는다. 의사는 사후적 지불 보상제도를 기반

으로 하여,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받는다. VBP는 진료비 지불제도와 접

한 관련이 있는 만큼, 효율성과 의료의 질 성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각 의료공급자의 지불제도에 적합하게 수

정 ·보완하여 VBP 모델을 운영해 가고 있다. 

〔그림 4-1〕 메디케어 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지불제도

주: 본 보고서의 p.107-108를 참고하여 정리

  1. 병원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HVBP)

가. 도입배경

2011년 4월 CMS는 병원의 VBP를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CMS는 병원의 VBP의 도입으로 메디케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병원 진료

의 치료결과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의료의 질과 인센티브 기반 

지불제도를 연계시켰다. 이는 기존의 ‘진료량 중심의 지불제도 방식’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불제도 

방식’으로 지불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기존의 메디케어 지불제

도가 병원 보고에 기반한 지불제도(pay-for-reporting)였다면, VB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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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불제도(pay-for-performance)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중심의 치료를 장려한다. 또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감소

시켜 환자의 만족도를 증 시키고, 더 나은 치료 과정을 창출하여 궁극적

으로 재정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병원의 성과결과를 투

명하고 용이하게 제공해준다.

보건의료재정청은 메디케어 진료에 해 DRG(Diagnosis Related 

Groups)를 기반으로 한 퇴원당 정액으로 병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데, VBP의 도입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기반으로 추가적 보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하였다. 병원은 그들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과 비용에 책임을 지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성과수준에 도달

해야만 한다. 즉, VBP는 메디케어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병

원에게는 더 낮은 보상을 해주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병원에게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 VBP 도입 이전부터 미국은 병원으로부터 의료의 질 자

료를 제공받아 왔다. VBP 측정지표는 이러한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기반

으로 하고 있어 VBP 도입으로 인한 병원의 추가적 업무부담을 최소화하

였다.

〔그림 4-2〕 미국의 병원 의료의 질 측정 연혁

자료: CMS(2011), Open Door Forum: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slide7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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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운영방법

병원 VBP의 인센티브 지급과정은 〔그림 4-3〕 과 같다. 먼저 성과를 측

정하여 각 영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화하고 총성과점수(Total 

Performance Score, TPS)를 산출한다. 그리고 총성과점수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재원은 기준 DRG 삭감을 통해 갹출된다. 

2013년 CMS는 (메디케어`s Inpatient prospective payment system, 

IPPS)에 의해 상환된 모든 병원에 DRG 기준율을 1.0% 삭감하였다. 

2013년 1.0%을 시작으로 DRG 기준율은 2014년 1.25%, 2015년 1.5%, 

2016년 1.75%, 2017년 2.0%씩 삭감된다. 

〔그림 4-3〕 병원 VBP 인센티브 지급 과정

자료: QIO(2013), Understanding Value-Based Purchasing, p.1

〔그림 4-4〕 연도별 병원 VBP의 기준 DRG 삭감률

자료: QIO(2013), Understanding Value-Based Purchasing, p.2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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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돈은 갹출되어 인센티브 기금으로 조성되고, 최소한의 성과 수

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분배 된다. 2013년 개별 

병원의 인센티브는 총 성과점수(Total Performance Score, TPS)를 기

반으로 지급된다. 상위 50%의 병원은 인센티브로 그들이 갹출한 금액 또

는 그 이상을 보상받고, 하위 50% 병원은 그들이 갹출한 금액 또는 그 일

부를 잃게 된다.

〔그림 4-5〕 VBP 재정 운영 방식

자료: CMS(2012),National Provider Call: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 slide35를 참고하여 
작성

다. TPS 측정방법

병원 VBP의 총성과점수(TPS) 측정 지표는 HIQRP(Hospital Inpatient 

Quality Reporting Support)와 HCAHPS(Patient`s Perspectives of 

Care Survey)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이후 병원은 단계적으로 

HIQRP와 HCAHPS 자료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므로 VBP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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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환자경험
진료결과

(’14 추가)
효율성

(’15 추가)

 1. AMI-7a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투여

1. 간호사 
커뮤니케이션

1. 급성심근경색증(AMI) 
30일 이내 사망률

MSPB-1 
메디케어 

수급자당 비용

 2. AMI-8 병원도착 90분 이내 
PPCI실시

2. 의사 
커뮤니케이션

2. 심부전(HF) 60일 
이내 사망률

 3. HF-1 퇴원지도
3. 병원 직원들의 

반응성
3. 폐렴(PN) 30일 이내 

사망률

 4. PN-3b 병원의 첫 번째 
항생제투여 전 혈액배양 검사

4. 통증치료

4. AHRQ(PSI-90) 
선택된 환자 만족도 
composite 지표 
(2015년 추가)

 5. PN-6 적절한 항생제 선택
5. 진료 

커뮤니케이션 
 PSI 03-

 6. SCIP-inf-1 수술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6. 병원 청결 
및 정숙

 PSI 06-

 7. SCIP-inf-2 수술환자 예방적 
항생제 투여

7. 퇴원정보  PSI 07-

 8. SCIP-inf-3 수술 종류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중단

8. 전반적인 
병원 평가

 PSI 08-

병원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없다. 

병원 VBP의 총성과점수를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의 구성은 <표 

4-1>과 같다. 2013년도 도입 당시 총성과점수는 치료과정과 환자경험

(HCAHPS)의 2가지 지표로만 측정되었다. 이후 2014년에 진료결과 지

표가 추가되었으며, 2015년에는 효율성 지표가 추가되어 현재 총 4개의 

지표로 TPS가 산출된다. 회계연도 2016년을 기준으로 총성과점수 측정

을 위한 지표는 치료과정, 환자경험, 진료결과, 효율성의 4가지로 구성되

어 있다. CMS는 병원 VBP의 도입이후 측정지표의 효과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보완적으로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을 삭제 또는 추가해 가

고 있다.  

〈표 4-1〉 병원 VBP 측정지표의 구성(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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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환자경험
진료결과

(’14 추가)
효율성

(’15 추가)

 9. SCIP-inf-4 수술 후 오전 6시의 
혈당이 조절된 심장 수술환자  

 PSI 12-

10. SCIP-inf-9 수술후 1-2 이내 
도뇨관 제거(2014년 추가)

 PSI 13-

11. SCIP-Card-2 병원도착전 
베타블로커 투여환자 중 수술시 
베타 블로커 투여

 PSI 14-

    SCIP-VTE-1 혈전 색전증 발생 
가능 수술환자 (2015년 제외)

 PSI 15-

12. SCIP-VTE-2 24시간 이내 
혈전색전증 예방 치료 수술 환자

 5. CLABSI(2015년 
추가)

자료: CMS(2012),National Provider Call: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를 참고하여 작성

병원 VBP 지표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지표별 자료구성은 <표 4-2>와 

같다. 각 지표의 세부항목당 병원단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케이스를 

충족시켜야만 총성과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지표의 세부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치료과정 지표는 총 1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부항목당 최소 10건 이상의 케이스가 있어야 하고, 환자경험 지표는 8

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세부항목당 최소 100건 이상의 

케이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치료결과 지표는 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에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케이

스를 충족시켜야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효율성 지표는 수급자당 비용

(MSPB)으로 측정되는데, 최소 25건의 케이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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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병원 VBP 지표별 필요한 자료

지표 자료 구성

치료과정

12개의 치료과정
(최소 10건 이상)

각 지표의 50% 값(achievement threshold), 각 지표의 상위 10% 
평균값(Benchmarks), 병원의 기준율(Hospital`s baseline rate),기
준연도에 주어진 질지표에 해 구체적인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
(Numerator), 기준연도에 질 측정 계산을 위해 사용된 퇴원환자 수
(Denominator)

환자경험

8개의 환자경험
(최소 100건 이상)

최소값(Floor values), 각 지표의 50% 값(achievement threshold), 
각 지표의 상위 10% 평균값(Benchmarks), 병원의 기준율(Hospital`s 
baseline rate), 기준연도 동안에 완료된 서베이 숫자 

치료결과
(최소 3지표 중

2개 이상)

3개의 사망률
(최소 25건 이상)

자격을 갖춘 퇴원(Denominator), 벤치마크(Benchmarks), 각 지표
의 50% 값(achievement threshold), 각 지표의 상위 10% 평균값
(Benchmarks)

AHRQ PSI-90
(최소 3건 이상)

지표값(Index value), 각 지표의 50% 값(achievement threshold), 
각 지표의 상위 10% 평균값(Benchmarks)

CLABSI
(최소 1건 이상)

관찰된 감염자 수(numerator), 예측된 감염자 수(Denominator), 
표준화된감염비율(standard infection ratio, SIR), 각 지표의 50% 
값(achievement threshold), 각 지표의 상위 10% 평균값(Benchmarks)

효율성

MSPB
(최소 25건 이상)

MSPB 양(numerator), MSPB 중간값(Denominator), MSPB Measure, 
에피소드 건수

자료: CMS(2012),National Provider Call: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를 참고하여 작성

각 지표의 가중치 구성은 <표 4-3>과 [그림 4-6]과 같다. 치료과정 지

표의 가중치는 2013년 도입당시 70%에서 2016년 10%로 낮아졌으며, 

환자경험 지표의 가중치는 2013년 30%에서 2016년 25%로 다소 낮아

졌다. 진료결과 지표의 가중치는 2014년 도입 당시 25%에서 2016년 

40%까지 증가하였으며, 효율성 지표의 가중치는 2015년 20%에서 

2016년 25%로 약간 높아졌다. 지표별 가중치 구성의 연도별 변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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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입당시 치료과정, 환자경험 성과 중심에서 점차 진료결과, 효율성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회계연도별 VBP 성과 측정지표 및 가중치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DRG 삭감 % 1.00% 1.25% 1.50% 1.75%

치료
과정

가중치 70% 45% 20% 10%

AMI-10
 2011/07/01~
2012/03/31

 2012/04/01~
2012/12/31

 2012/01/01~
2013/12/31

 2012/01/01~
2013/12/31

AMI-10 
외

- -
 2013/04/01~
2013/12/31

 2013/04/01~
2013/12/31

환자
경험

가중치 30% 30% 30% 25%

HCAHPS
 2011/07/01~
2012/03/31

 2012/04/01~
2012/12/31

 2013/01/01~
2013/12/31

 2013/01/01~
2013/12/31

진료
결과

가중치 0% 25% 30% 40%

Mortality -
 2011/07/01~
2012/06/30

 2012/10/01~
2013/06/30

 2012/10/01~
2013/06/30

AHRQ - -
 2012/10/15~
2013/06/30

 2012/10/15~
2013/06/30

CLABSI - -
 2013/01/26~
2013/12/31

 2013/01/26~
2013/12/31

효율
성

가중치 0% 0% 20% 25%

MSPB - -
 2013/05/01~
2013/12/31

 2013/05/01~
2013/12/31

자료: CMS(2012),National Provider Call: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4-6〕 연도별 병원 VBP 측정지표 및 가중치 구성

자료: CMS(2012),National Provider Call: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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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표별 점수를 산출 하는 방식은 크게 성과달성 점수(achievement 

points)와 성과향상 점수(improvement points)를 계산한다.성과달성 

점수는 VBP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기관과 개별 의료기관의 성과를 비교

하는 상 적인 점수이며, 성과향상 점수는 전년 비 성과를 측정하는 절

적인 개선도를 의미한다. 만약 상 점수만을 평가에 반영한다면, 도입 

당시 성과가 높은 의료기관 만이 계속 인센티브를 받고, 인센티비를 받음

으로써 성과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계속 높은 성과를 달성하

는 구조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도입 당시 성과가 낮은 의료기관

은 인센티비를 받을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VBP는 각 지표별 성과

달성 점수와 성과향상 점수를 모두 측정하고, 둘 중 높은 점수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표 4-4〉 성과달성 점수(achievement points)와 성과향상 점수(improvement 
points) 계산방법

성과달성 점수(achievement points) 성과향상 점수(improvement points)

※ 모든 병원의 기준연도의 성과달성 역치값
(중간값)과 벤치마크 값(상위10%값)과 성
과연도의 개별병원의 성과 와 비교

※ 자기 병원의 기준연도 당시 성과와 성과
연도의 성과 비교

벤치마크 값 이상=10점 벤치마크 값 이상=9점

성과달성 역치값 미만=0점 기준연도 당시값 이하=0점

벤치마크 값 미만-성과달성 역치값 이상= 
1~9점

벤치마크 값 미만-기준연도 당시 값 초과= 
1~9점

자료: CMS(2012),National Provider Call: Hospital Value-Based Purchasing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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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thresh
old

bench
mark

thresh
old

bench
mark

thresh
old

bench
mark

thresh
old

bench
mark

1 AMI-7a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투여

65.48 91.91 80.66 96.30 80.00 100.00 80.00 100.00

2 AMI-8 병원도착 90분 이내 
PPCI실시 (2016년 제외)

91.86 100.00 93.44 100.0 93.34 100.00 93.34 100.00

3 HF-1 퇴원지도 90.77 100.00 92.66 100.0 92.09 100.00 92.09 100.00

4 PN-3b 병원의 첫 번째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 검사(2016년 제외)

96.43 100.00 97.30 100.0 94.11 100.00 94.11 100.00

5 PN-6 적절한 항생제 선택 92.77 99.58 94.46 100.0 97.78 100.00 97.78 100.00

6 SCIP-inf-1 수술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97.35 99.98 98.07 100.0 97.71 100.00 97.71 100.00

7 SCIP-inf-2 수술환자 예방적 항생제 
투여

97.66 100.00 98.13 100.0 98.63 100.00 98.63 100.00

8 SCIP-inf-3 수술 종류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중단

95.07 99.68 96.63 99.96 98.63 100.00 98.63 100.00

          〔그림 4-7〕 성과달성과 성과향상 점수 반영 방법

                 주: p.116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구성 

라. 연도별 지표결과

〈표 4-5〉 치료과정 지표의 성과달성 역치 및 벤치마크 값 추이(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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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과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thresh
old

bench
mark

thresh
old

bench
mark

thresh
old

bench
mark

thresh
old

bench
mark

9 SCIP-inf-4 수술 후 오전 6시의 

혈당이 조절된 심장 수술환자  

94.28 99.63 96.34 100.0 97.49 100.00 97.49 100.00

10 SCIP-inf-9 수술후 1-2 이내 
도뇨관 제거 (2014년 추가)

- - 92.86 99.98 95.79 99.76 95.79 99.76

11 SCIP-Card-2 병원도착전 
베타블로커 투여환자 중 수술시 베타 
블로커 투여

95.00 100.00 95.65 100.0 95.91 100.00 95.91 100.00

SCIP-VTE-1 혈전 색전증 발생 가능 
수술환자 (2015년 제외)

93.07 99.85 94.62 100.0 - - - -

12 SCIP-VTE-2 24시간 이내 
혈전색전증 예방 치료 수술 환자

93.99 100.00 94.92 99.83 94.89 99.99 94.89 99.99

자료: www.data.Medicare,gov (2014년 9월 10일 접속)

〈표 4-6〉 환자경험 지표의 목표달성 역치 및 벤치마크 값 추이(2013~2015)

(단위: %)

환자경험

2013년 2014년 2015년

floor
thresh 

old
bench 
mark

floor
thresh 

old
bench 
mark

floor
thresh 

old
bench 
mark

1 간호사 커뮤니케이션 39.98 75.18 84.70 42.84 75.79 84.99 42.84 75.79 84.99

2 의사 커뮤니케이션 51.51 79.42 88.95 55.49 79.57 88.45 55.49 79.57 88.45

3 병원 직원들의 반응성 30.25 61.82 77.69 32.15 62.21 78.08 32.15 62.21 78.08

4 통증치료 34.76 68.75 77.90 40.79 68.99 77.92 40.79 68.99 77.92

5 진료커뮤니케이션 29.27 59.28 70.42 36.01 59.85 71.54 36.01 59.85 71.54

6 병원 청결 및 정숙 36.88 62.80 77.64 38.52 63.54 78.10 38.52 63.54 78.10

7 퇴원정보 50.47 81.93 89.08 54.73 82.72 89.24 54.73 82.72 89.24

8 전반적인 병원 평가 29.32 66.02 82.52 30.91 67.33 82.55 30.91 67.33 82.55

 

자료: www.data.Medicare,gov (2014년 9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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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진료결과 지표의 목표달성 역치 및 벤치마크 값 추이(2013-2015)

(단위: %)

진료결과
2014년 2015년

threshold benchmark threshold benchmark

1 급성심근경색증(AMI) 30일 이내 사망률 84.77 86.73 84.74 86.23

2 심부전(HF) 60일 이내 사망률 88.61 90.42 88.15 90.03

3 폐렴(PN) 30일 이내 사망률 88.18 90.21 88.26 90.41

4 AHRQ(PSI-90) 선택된 환자 만족도 
composite 지표(2015년 추가)

- - 62.28 45.17

5 CLABSI (2015년 추가) - - 43.70 00.00

자료: www.data.Medicare,gov (2014년 9월 10일 접속)

  2. 의사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PVBM)

가. 도입배경

의사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의 근간이 된 의사와 외래의료기관을 

상으로 한 “의사시범사업(Physician Group Practice Demonstration)”

이 2005년부터 6년간 소규모로 시행되었다. 2005년 행위별 수가제 방식

으로 지불하고 있는 총 10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중 9개는 

의사그룹이고, 1개는 의사그룹과 병원이 연계되어 있는 기관으로, 통틀

어 약 220,000명의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기존의 지출에 근

거해 메디케어 환자의 목표진료비를 설정한 후, 목표 비 절감된 금액을 

의료기관과 메디케어가 공유하였다. 의료기관이 가져갈 비율은 32개의 

질적지표를 바탕으로 산정한 성과점수를 근거로 산정된다. 현재 메디케

어가 ACO와의 계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shared saving program의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임상적 과정 중심의 질적지표의 약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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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유도하였으나,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이유로 참여의사들의 주요 지불보상방식인 행위별 수가제 자체의 인

센티브 하에서, shared saving으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의 양이 상 적

으로 적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OECD, 2010)

이후 2010년 부담적정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ACA)에 의

해 메디케어 의사를 상으로  의사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Physician 

Value-Based Payment Modifier, VBM)가 2015년 1월에 일부 메디케

어 의사 그룹에 먼저 적용 되었고, 2017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메디케

어 의사에게 적용하도록 강제되었다.

〔그림 4-8〕 의사 VBM 도입 과정

자료: CMS(2013), The physician value based payment modifier under the 2014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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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BM의 구성요소

VBM은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메디케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의사와 의료팀에게 비교 가능한 성과정보를 제공한다. VBM은 

메디케어에서의 행위별 수가제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VBM 운

영을 위해 다음의 2가지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한다.

○ The Physician Quality and Resource Use Reports(QRURs)

○ VBPM(value based payment modifier)의 개발과 실행

“QRURs(The Physician Quality and Resource Use Reports)”는 

의사의 질 보고 기전(pay-for-reporting)으로 2008년 환자와 공급자를 

위한 메디케어 개선법(메디케어 Improvements for Patients and 

Providers Act, MIPPA)의 131조항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0년 

부담적정보험법(The Affordable Care Act, ACA)의 3003조항에 의해 

확 되었다. QRUR은 의사 VBP도입을 위한 P4R 단계로서 평가지표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QRUR에서 수집된 지표를 통해 유사한 공급자 간

의 비용과 의료의 질 성과를 비교하는 형태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VBPM(value based payment modifier)”은 의사의 행위별 수가제

에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가치조정자로 사용된다. 부담적정보험법 3007

조항은 2015년까지 CMS가 메디케어 의사수가표(메디케어 Physician 

Fee schedule, MPFS)에 가치조정자(Value Modifier)를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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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BM의 질 보고기전

의사의 질 지표 산정과 보고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행한, 개인 혹은 그

룹의 의사들을 상으로 하는 PQRS(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까지는 자발적 참여를 바

탕으로 하였고, 질적 수준에 상관없이 보고만 하면 1-2%(해에 따라 변경)

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2012년부터 보너스는 없고, 모든 의료기

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다. (+)인센티브와 (-)인센티브

는 Medicare Part B 급여수준에 근거한 총 지불액 중의 비율로 산정된

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VBM과 연계하여 자원하는 기관에 한

하여, 의료지표 수준에 따라, 가치조정자(Physician Value-Based 

Modifier)를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

식을 도입해 가고 있다.   

PQRS가 VBM과 연계되는 시기는 의사그룹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2015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사그룹에 강제 적용되며, 

2016년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의사그룹에 강제 적용될 계획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모든 메디케어 개별 의사까지 확 될 예정이다.

의사그룹의 규모는 전문인력수로 결정되는데, 전문인력은 크게 의사, 

전문인, 치료사 그룹으로 구분된다(표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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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Eligible Professionals, EPs)에 대한 설명

의사(Medical physicians) 2. 전문인(Practitioners) 3. 치료사(Therapists)

Medicine 의사 Physician Assistant

물리치료사
Nurse Practitioner

Osteopathy 의사
임상 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Podiatric Medicine 

의사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and 
Anesthesiologist Assistant)

Optometry 의사

작업치료사Oral surgery 의사 Certified Nurse Midwife

임상 사회복지사(Clinical Social 
Worker)

Dental Medicine 의사 임상 정신상담사(Clinical 
psychologist)

언어치료사
Chiropractic 의사

Registered Dietician

영양사(Nutrition Professional)

청각학자(Audiologists)

자료: CMS(2013), 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 (PQRS) List of Eligible Professionals 

라. 재정운영방법

VBM에 의한 수가인상 또는 삭감은 “PQRS”와 “의사그룹 규모”에 의

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인 이상 의사그룹은 2014년의 성과를 기반으

로 한 2016년 지불제도에 해 PQRS 보고 의무가 있다. 만약 10인 이상 

의사그룹 단위 질 보고 체계는 병원 단위 질 보고 체계에 비해 그 도입이 

늦다. 이에 CMS는 VBM의 도입 단계별 질 보고 자료 및 지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사용된 청구자료를 2016년에는 전자

의무기록 및 자체 질 보고 자료로 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PQRS CAHPS를 활용하여 2016년 부터는 환자 만족도 지표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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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2015년 & 2016년을 위한 VM(Value Modifier) 정책

VM 구성요소 2015년 정책 2016년 정책

성과연도 2013년 2014년

그룹규모 100+ 10+

이용가능한 
질보고 기전

GPRO web interface
CMS Qualified Registries
Administrative Claims

GPRO web interface
CMS Qualified Registries
EHRs, and 50% of EPs reporting 
individually

결과측정

- 재입원
- 급성예방질단일지표
  (세균성폐렴, 요도관감염, 탈수증)
- 만성예방질단일지표
  (COPD, 심장질환, 당뇨병)

2015년과 동일

환자경험측정 없음
PQRS CAHPS: Option for groups of 
25+ EPs

비용측정

- 인구당 총 비용 
  (표준화 되고 위험보정된 Part 

A와 B의 연간 지불 비용)
- 4가지 만성질환자당 비용
  (COPD, 심장질환, 관상 동맥 

질환, 당뇨)

- 인구당 총 비용 
  (표준화 되고 위험보정된 Part A와 B의 

연간 지불 비용)
- 4가지 만성질환자당 비용
  (COPD, 심장질환, 관상 동맥 질환, 당뇨)
- MSPB: 수혜자당 메디케어 지출

벤치마크 그룹 비교
전문성 보정된 그룹 비용
(Specialty Adjusted Group Cost)

Quality 
Tiering

선택적
※ 의무적
- 10~99 EPs: only upward
- 100+ EPs: both upward and downward 

위험지불 -1.0% -2.0%

자료: CMS(2013), The physician value based payment modifier under the 2014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CMS

의사그룹 중 PQRS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자료의 함량이 기준에 미달

되면 수가가 삭감되게 된다(-×2.0). 반면 PQRS를 보고한 의사그룹 중 

10인 이상 의사그룹에서는 수가인상(×2.0) 또는 동일한 수가(×1.0)의 

적용을 받게 되는 2가지 결과가 나타나며, 의사그룹 중 100인 이상 의사

그룹에서는 수가인상(×2.0), 삭감(-×2.0), 동일한 수가(×1.0)의 적용을 



제4장 국외 성과보상 지불제도 운영 사례 113

받는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4-9〕 의사 VBP의 PQRS와 지불제도와의 연계 과정

자료: CMS(2013), The physician value based payment modifier under the 2014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CMS

Physician Value-Based Payment Modifier Programe에서의 지

불 조정은 두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서비스의 질과 비용 지표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산정되는데, 2016년도 지불 조정액은 <표 4-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2%에서 2% 범위에서 산정된다. 

〈표 4-10〉 CY2016년 의사 VBP의 가치조정자 조정률

VM 구성요소 Low cost Medium cost High cost

High Quality  +2.0×*  +1.0×* +0.0%

Medium Quality  +1.0×*  +0.0×* -1.0%

Low Quality +0.0% -1.0% -2.0%

자료: CMS(2013), The physician value based payment modifier under the 2014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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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국의 VBP 기타사례

가. 캘리포니아 P4P 사업 (2003년 도입) 

VBP와 VBM과 같이 메디케어 의료공급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사업 외에, 민간영역에서 시행되는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사례도 있다. 이

러한 시범사업들은 개가 개개 보험회사들과 지역의 의사나 의사그룹과

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소규모인 경향이 있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자면, 캘리코

니아 P4P 사업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부터 10년 이상 진행

해 오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부분의 그룹의료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가장 규모의 민간영역 P4P사업이다.  

2003년 도입 당시, 7개 보험회사, 225개의 의사그룹의 35,000 이상

의 의사들이 참여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주요 보험회사의 주도로, HMO

환자를 상으로 성과지표에 근거해 그룹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

급하고 있다.  의사, 병원, 보험회사, 고용자, 환자, 주정부 등 많은 단체

가 합의를 보아 구체적인 디자인을 결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IHA(Integrated Healthcare Association (www.iha.org)) 라는 비영

리 단체가 조직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 성과지표는 임

상적 질, 환자만족도, HIT 구조를 위주로 구성되었고, 차차 범위를 확

하여, 최근에는 비용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지표가 많이 추가 되었다. 결

과는 California Office of Advocate 웹사이트(www.opa.ca.gov)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전달 시스템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

여로 운영되고 있는바, 성공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많은 기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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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들의 합의와 협조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데 필

수적이고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전초가 되는 많은 소

규모의 P4P프로그램들이 있었으나, P4P를 개개 보험회사가 이끌기는 역

부족이라 난관들에 부딪치다 소멸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한 

보험과 계약된 환자는 의사그룹의 극히 일부분이고, 인센티브의 양도 제

한되기 때문에 동기를 유발하긴 힘든 상황이고, P4P와 필수적으로 병행

되어야 할 보고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도 일개의 보험회사가 주도하

기는 역부족이었다.  

아직 캘리포니아 P4P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해가는 자체가 큰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은 큰 이익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공동으로 

지표 구성을 설정하고, 상당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분배하고,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 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achusetts Alternative 

Quality Contract (2009년 도입)

2009년부터 미국 형 민간보험회사 중의 하나인 Blue cross blue 

shield Massachusetts (BCBSMA) 에서 실시하는 Alternative Quality 

Contract(AQC)는 최근 초기 비용절감과 질적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Alternative Quality Contract(AQC)는 

메디케어의 ACO의 개념을 도입해 Blue Cross Blue Shield 나름 로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HMO인 AQC를 체결해야 한다. AQC가 기존의 HMO와는 다른 

점은 1년 단위가 아닌 5년 단위의 계약으로서, 총액예산을 설정해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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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기관과 보험자가 나눠가지고, 의료의 질에 근거한 인센티브는 의

료기관이 가져간다는 점이다. ACO 계약과 마찬가지로, 질적 수준에 비

례해, 의료기관이 가져갈 비용절감액의 비율이 결정된다. 2012년 당시, 

BCBSMA와 계약한 의사 중 약 1/3인 약 665,000 명의 HMO 회원 의사

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 AQC의 초기 1-2년의 성과를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비용절감과 질 향상을 유도하였다는 결과들

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용절감은 주로 병원 입원율 감소, 고가 

방사선 진단이용 감소, 덜 비싼 전문의로의 이송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기존에 행위별 수가제에서 AQC로 전환한 기관들에서 비용절감과 의료

의 질 지표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Song Z, Safran DG, Landon 

BE, et al, 2011).

제2절 영국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제도 

  1. 영국의 보건의료제도

영국은 조세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NHS의 비용 규모를 적절히 유지

하는 체계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국과는 조적인 모습이다(문성웅 등, 2008). 본래 영국은 1811년부터 

사회보험방식으로 보건의료제도를 유지하다가 2차 전 이후 증가하는 

보건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 중 국가가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방

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누구나, 무료로, 수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 하여 일차의료, 이차의료, 지역사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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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행정부서 중 하나인 보건전략국(Strategic Health Authorities, 

SHAs)은 보건의료제도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 중 일차의료 역시 관리 

상 중 하나였다. 영국의 보건의료제도에서도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

는 일차의료는 거주 지역 내 GP(General Practitioner)를 주치의로 지

정하여 등록하고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본래 일차의

료는 2006년 기준 152개로 구성되어 NHS Trust와 민간기관에 급성 질

환 관리를 위임하며, 일차의료서비스, 예방접종, 전염병 억제 등을 주 업

무로 담당하였으며 NHS 예산의 80%를 차지하였다(문성웅 등, 2008)

하지만 2013년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보건의료개혁으로 일차

의료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김계현, 2011; Department 

of Health, 2010; Norma O’ynn, Jonathan Potter, 2011). NHS 예

산은 지금까지 정부가 관리하였으나 일부 권한을 새로 설립된 조직에 이

양하였으며 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지역 의회(Local Council)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국가가 조직 및 관리하던 NHS를 민간 부문에도 개방함으로

써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던 민간병원의 환자를 상 로 하는 NHS trust과

의 경쟁을 허용하였으며, 212개의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이 구성하여 모든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제도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PCT(Primary Care 

Trust)가 NHS 예산의 80%를 차지하였다면 CCG는 NHS 예산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CCG는 PCT가 담당했던 일차의료서비스 구

매(delivery)를 담당하며, 기존 GP가 주도하는 협의체는 운영하되, 2명

의 주민 표, 2차병원 의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협의체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통합적인 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영국 정

부는 CCG로의 전환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차의료서비스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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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의 수요에 잘 반응함과 동시에 NHS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고 있다. 

〔그림 4-10〕 NHS의 재구조화

자료: 본 자료는 이정희(2011)에서 발췌하여 재도식화 하였음.

CCG는 보건부 장관 하의 국가위원회(National Board)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고 재정 지원을 받아 종합 병원 등의 진료기관에 자율적으로 분배

하게 되는 반면 일반의원, 치과의원, 중증질환 환자 관리와 같은 특별 서

비스는 국가위원회가 CCG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하게 되었다(김계현, 2011; 이정희, 2011). 또한 보건전략국(SHA)

이 폐지된 이후 새로 편성된 NHS Commissioning Board는 NHS를 총

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CCG와 NHS 예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지

역 의회는 만성질환 또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된 문

제에 해 CCG와 논의를 하여 결정할 수 있다. CCG가 환자가 어떤 공

급자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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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이정희, 

2011).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다는 장점을 가지며 기존의 PCT가 하던 관리 기능을 GP를 중심으로 한 

임상 인력의 자율적 운영으로 맡김으로써 관료주의를 개선하겠다는 의도

도 포함되어 있다. 

  2. 영국의 일차의료 지불제도 

 

가. 일차의료공급자 계약 방식 

영국 일차의료공급자는 부분 영국의사협회(BMA, British Medical 

Association)와 중앙정부의 협상 하에 계약을 하는 GMS(General 

Medical Services)이지만 이외에도 PMS(Personal Medical Services), 

APMS(Alternative Provider Medical Services)가 있다(Rachel, 

Chris, 2014). GMS는 영국의사협회와 중앙정부의 협상 하에 이루어지

는 전국 단위의 계약이라면 PMS는 지역 간의 보건의료 수요의 변이

(Variation)를 해소하기 위해 유연성을 갖춘 형태로 지역 내 일차의료공

급자가 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즉 PMS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수요

에 맞게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GMS와 비교했을 

때의 특징이다. APMS는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계약을 하는 

형태로, 일차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새로운 공급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기전이다. APMS도 PMS와 비슷하게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계약을 하고 있는 한편, GMS와 PMS와는 달리 필수 일차의료

서비스(Essential Services)16)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2012년 기준 일차

16) 영국 NHS 법조항에서 명시한 서비스로 일차의료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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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의 계약 방식을 보면 전체의 55%가 GMS 계약형태를 유지하

고 있으며, PMS가 40%, APMS가 12%이다. 

〈표 4-11〉 일차의료공급자의 계약방식

구분
General Medical 
Services(GMS)

Personal Medical 
Sercies(PMS)

Alternative Provider 
Medical 

Services(APMS)

계약방식
영국의사협회와 
보건부 당국이 협상

지역 단위에서 협상 지역 단위에서 협상 

서비스 제공 
내용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의무 아님

분포 2012년 기준 55% 2012년 기준 40% 2012년 기준 2.2%

주: 본 자료는 The Kings Fund(저자: Rachel Addicott, Chris Ham, 2014)의 원자료(10p)에서 
발췌하여 번역하였음

나. 일차의료지불제도의 구성요소

영국 일차의료 지불의 상환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총액계약제(Global Sum)이다. 각 지역의 일차

의료소가 책임지고 진료해야 하는 인구의 수와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

여 이에 맞는 재정을 할당하게 되는데 총액계약제를 통해 일차의료의 인

건비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출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연도별

로 계약을 한다. 일반적으로 연도별로 계약을 하지만 분기별로 총액계약

이 변경되기도 하며 개월마다 일정 비율로 지불되기도 한다.

둘째, 향상된 서비스(Enhanced Services)는 총액계약제 외에 국가

적·지역적 특성 또는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입이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 사회에서 지역사회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노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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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향상된 서비스의 재정으로부터 수입

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외 기타 수당(Out of hours)은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을 시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수

입은 총액계약제와는 별도의 재정에서 보전된다. 

지불상환방식의 구성요소로 살펴보았을 때, 총액계약제를 제외한 나머

지 상환반식으로 지불된 금액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상환 받은 금

액으로 일차의료공급자의 추가 수입이라 할 수 있다. Enhanced Services

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LES는 2013년 전달체계 변화 후 일차의료공급자

가 아닌 CCG가 총괄하여 책임관리를 하게 되었다(Rachel Addicott, 

Chris Ha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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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OF의 도입 배경과 목적 

영국의 NHS가 도입되었던 1948년도에 일차의료진은 NHS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자로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입을 유지

하기를 원했으나 이후 1990년부터 NHS에 가입하면서 NHS의 재정을 통

해 수입을 보전받기 시작하였다(McDonald R et al., 2009). 이후 1997

년 노동당 정부가 선거에서 NHS의 현 화를 보건의료정책의 아젠다로 

내세우면서 2000년 NHS의 계획 중 일차의료 개혁 하에 성과기반 보상

지불 제도를 갖추었다. 당시 일차의료진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긴 기 시간, 이차의료와 비교하여 낮은 수가, 

일차의료진의 낮은 직무만족도 및 봉급과 근무환경 등이 문제로 지적되

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일

차의료의 낮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08; Tim Doran, Martin Roland. 2010; Robert F 

et al., 2012). 

현재는 여러 국가의 일차의료 상 성과보상지불제도 중 가장 큰 규모

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국 보건의료체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

히고 있다(Robert F et al., 2012). QOF는 현재 영국의 NHS가 작동하

는 기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진의 책무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성과가 아닌 과정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제공된 보건의료체계가 과정과 

성과를 모두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차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NH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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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QOF의 지표 산출 기관: NICE

영국의 보건의료 환경에 맞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NICE에게 지표 검토를 지시하고 있다(NHS, 2014). QOF는 본래 버밍험

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와 영국의사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지표를 개발하였으나 2009년부터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

e)17)로 지표 개발에 총괄 책임을 이관하였다(영국의학협회, NHS, 

2014). 

NICE는 NHS 산하기관으로 영국 보건의료정책과 진료를 위한 임상적 

근거 산출을 주요 목적으로 QOF 지표 개발 외에도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일차의료 외에도 이차의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연계를 위해 질 지표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림 4-12〕 새로운 지표 선정 과정

주: Rachel Addicott, Chris Ham(2014)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정리하여 도식화함. 

 

17) 국립보건임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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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는 QOF 지표개발을 위해 독립적인 형태를 지닌 자문 위원회

(Advisory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자문 위원회에 일차의료진, 

학계 및 연구계 관련 종사자 등 총 30명이 구성하여 지표개발에 한 세

부내용 보다 총괄적인 내용에 한 합의를 하며, 세부 내용은 외부 계약

자에게 의뢰하고 있다. 지표 개발 과정에서 간호사, 학계 연구자, 약사 사

회복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NICE 홈페이지에 의견을 자

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1) 의도치 

않은 결과에 한 근거 2) 근거 기반(evidence base)에 미치는 영향 3) 

현재 일차의료에 가져다 줄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지표를 결정한다18). 

영국 보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영역별 지표를 산출한 이

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섯 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

하도록 하고 있다(영국의학협회, NHS, 2014)(그림 4-13 참조). 먼저 가

능한 모든 지표는 근거에 기반 하여 산출을 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근거 중심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장 먼저 준수되어야 할 원칙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영국 보건부는 매년 지표에 한 근거(선행연구, 정

부 보고서 등) 자료를 OOF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모든 임

상 질환 관련 데이터는 환자 진료를 정확히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해 사용

하되, 개수는 최소한으로 한정지어야 한다. 이는 환자 윤리와도 맞닿는 

문제로 지나치게 자료를 수집할 경우 불필요한 정보까지 환자로부터 획

득하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모든 지표와 데이터는 환자 

중심의 의료질 향상과 근거 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해서이지 감사 목적으

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칙과도 맥

락을 같이 한다. QOF의 도입 목적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 의료질 향상임

을 고려한다면, 이에 한 지표 역시 환자의 건강 수준 개선을 위해 적합

18) www.nice.org.uk 접속하여 내용 번역 재정리 (접속 일자, 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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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표를 산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수

집을 할 때 최 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그림 4-13〕 QOF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원칙

주: Rachel Addicott, Chris Ham(2014)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정리하여 도식화함. 

   

QOF의 주요 특징 하나는 바로 질병 정보(Disease register)를 구축하

는 것으로 일차의료계약자가 관리해야 하는 환자를 목록화하여 정보를 

구축해 놓는 것이다. 정보가 완전하게 정확할 수 없지만, QOF에 참여하

는 일차의료서비스제공자들은 진료를 하는 환자들에 한 정보를 목록

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왜 변화하

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부 지표에서는 질병 정보가 

없는 경우, 신 특정 인구집단(Target Population Group)을 상으

로 지표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은 25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이라는 특정 인구 집단을 상으로 이루어진 질병군으로 이후 살펴볼 임

상 영역의 지표들은 부분 특정 인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만성 복합 질환자(Co-morbidity)는 여러 질환군에 동시에 포함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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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QOF 새로운 지표 산출의 과정 및 근거

주: Rachel Addicott, Chris Ham(2014)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정리하여 도식화함. 

QOF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예외 보고(Reporting ex-

ception)를 허용하는 것이다. QOF에 참여하는 일차의료진이 불가피한 경

우, 환자의 사례를 총점 환산에서 제외시키기를 원할 때, 사례를 제외시키

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환자들에게 검진 및 진찰을 수차례 권했지만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점수 환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Ruth McDonald, 

Joseph White, Theodre R, Marmor, 2009). 일차의료진은 예외 보고

로 인해 서비스 공급에 있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예외 

보고에 해당하는 사유는 일곱 가지로 아래와 같다(T Doran et al., 2006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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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동안 최소 3차례의 재진을 의뢰받았으나, 환자가 검진 또는 진
찰을 받지 않은 경우 

환자가 최근에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에 일차의료 GP에 등록된 경우

환자가 처방받은 특정 의약품 또는 서비스에서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
을 보일 경우

환자에게 허용되는 최고 수치의 의약품을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
자의 상태에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환자의 특수한 상황과 지표가 맞지 않은 경우  

환자가 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요구되는 진단 또는 서비스가 일차의료진이 공급할 수 없을 경우 

〈표 4-12〉 예외 보고(Reporting exception)의 사유

자료: T Doran et al.,(2006)의 내용을 번역하여 재정리하였음. 

마. QOF의 영역과 영역별 목표

영국 보건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

간한 바 있다(2010년 12월, NHS Outcomes Framework). 환자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며, 피할 수 있는 질병 또는 손상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

는 주된 목적이다. 성과 프레임워크의 다섯 가지 영역은 QOF의 네 가지 

영역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각 영역에는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질병별로 최소 2개, 최  19

개)와 평가점수 범위, 성과반영 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QOF는 크게 

임상 영역, 조직 영역, 부가서비스 영역, 환자 경험 영역 네 가지로 이루

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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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영국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지표 프레임워크

자료: 영국 보건부 자료(2013)의 보고서를 번역하여 재정리

 

〔그림 4-16〕 QOF의 구성 요소

주: Rachel Addicott, Chris Ham(2014)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정리하여 도식화함. 

  1) 임상 영역

임상 영역은 질병군(Disease Category)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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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지속적 관리와 책임이 필요한 영역 2)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으

로 인하여 건강 수준 또는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영역(특

히, 국가 수준 임상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3)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로 관

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 영역일 경우 임상 영역의 지표로 선택될 

수 있다(NHS, 2014)19).

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매년 영국 보건부는 보고서를 통

해 선정 이유·배경에 한 근거를 선행연구, 웹사이트 등으로 모두 명시

하고 있다20). 임상 영역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질병군(Disease 

Register)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해야 하

며 이를 근거로 한 중재(intervention)가 중요하다. 하지만 임상 영역 지

표가 모든 질병군의 과정과 결과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 질

병군의 특정 지표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군 한 개당 1) 기록

(Records) 2) 조기 진단 3) 지속적인 관리(Ongoing management)에 

한 지표를 산출하며 약 20여개의 만성질환 질병군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임상 영역 내 심정지 질환의 지표는 2014년 기준 네 가지로 이

는 분류를 하면 기록, 조기 진단, 지속적인 관리로 나눌 수 있다(표 4-13 

참조).

19) 2014/15 General Medical Services(GMS) Contract Quality And Outcomes 
Framwork(QOF), Guidance for GMS Contract 2014/15

20) 이를 영국에서는 Rationale이라고 하며, 보건부는 매년 지표를 선정한 사유를 “Rationale. 
~”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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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점수 달성 역치

기록(Records)

HF001. 일차의료계약자의 심정지 환자 등록·관리 4

조기 진단(Initial Diagnosis) 

HF002. (2006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심정지 환자 중 3개월 전 
또는 12개월 이후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비율  

6 50~ 90%

지속적 관리(Ongoing management)

HF003. 좌심실 수축기능장애를 진단받은 환자 중, 현재 
ACE-1/ARB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

10 60~100%

HF004. ACE-1/ARB 치료를 받는 좌심실 수축기능장애 환자 중, 
추가적으로 베타차단제를 치료받는 환자의 비율 

9 40~ 65%

주: HSCIC의 연간보고서(2008-2012)의 자료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표 4-13〉 임상 영역 지표의 예시(심정지 환자 대상)

  2) 조직 영역

조직 영역은 임상 영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표를 가진 영역이다

(Health&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3)21). 조직 영역은 

의료진에 한 교육과 훈련, 의약품 관리, 환자 정보 기록 등 진료를 하

는 과정의 지표이다. 2014년 들어서는 조직 영역은 질과 생산성

(Quality and Productivity)과, 질 개선(Quality Improvement), 의약

품 관리(Medicines Management)로 세분화되었다. 

21) 2013년도에는 질 및 생산성 영역(Quality and Productivity Domain)으로 명칭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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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가서비스 영역

부가서비스 영역은 만성질환이 중점 상인 임상영역과 서비스 공급과

정 중심의 조직 영역과는 다르게 특정 인구 집단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한 영역이다. 

〈표 4-14〉 부가서비스 영역 지표의 예시(2013년 기준)

지표 점수 최소 역치 최대 역치 

아동건강검진

아동 발달 검진은 국가 지침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6 - -

피임 서비스 

54세 이하 여성 중 작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한번이라도 
피임을 한 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4 - -

지난 1년간 일차의료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은(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여성 중 경구/패치로 피임을 한 여성의 비율

3 50 90

지난 1년간 일차의료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은(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여성 중 응급상황에서 호르몬피임 투약을 
한번이라도 받은 여성의 비율 

3 50 90

자궁경부암 진단 및 관리 

국가 지침에 근거하여 자궁경부암 관련 직원 교육, 환자 관리 
등을 하는 지의 여부 

7 - -

지난 5년간 25세 이상 여셩 중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여성의 비율 

11 45 80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여성들에게 올바른 진단 결과를 
알려줄 시스템이 작동되는지의 여부 

2 - -

최소 2년마다 자궁경부암 진단 서비스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시 하는 정책이 있는지의 여부 

2 - -

산전 서비스 

지침에 근거하여 산전 서비스 관리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 6 - -

주: HSCIC의 연간보고서(2008-2012)의 자료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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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진단(Cervical Screening)의 경우 25~64세 여성이 자궁

경부암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도

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또한 2년마다 부적절한 과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감사해야 한다. 아동 건강검진(Child Health 

Surveillance)은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정기적

으로 아동건강검진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검진을 통해 건강문제를 

발견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전 서비스

(Maternity Services) 역시 아동 건강검진과 비슷하게 해당 가이드라인

에 근거하여 임산부를 상으로 검진 및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

임 서비스(Contraceptive Service)는 응급상황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적절하게 피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환자 경험 영역

환자 경험 영역(Patient Experience)은 일차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

고 진료를 받기까지의 기시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역이다. 

일차의료를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10분이 초과되

면 안 되며, 의사를 방문하였을 시에는 최소 8분 동안 진료를 받아야 한

다. 또한 QOF에 참여하겠다고 계약한 일차의료공급자는 매년 환자 조사

를 시행해야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일차의료 공급에서 변

화를 취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현재 한 개의 지표만이 선정되었다

(Health&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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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환자 경험 영역 지표의 예시(2013년 기준)

지표 점수 최소 역치 최대 역치 

일차의료서비스를 미리 예약한 환자의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단 open surgery의 
경우 8분 미만) 

33 - -

주: HSCIC의 연간보고서(2008-2012)의 자료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그림 4-17〕 QOF 영역별 지표 구성

자료: www.isdscotland.org/Health-Topics/General-Practice/Quality-And-Outcoems-Frame 
work/QOF-Points-Pounds-Available-Summary.asp에서 발췌, 번역, 재정리 도식화 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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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도별 지표 및 영역 변화(새로 추가되는 영역)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QOF의 지표 영역에 큰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현재 일차의료의 질과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기존의 점수에서 약 341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진료

소 당 약 54,000파운드에 다하는 규모이다. 제외된 지표들은 불필요하

게 이차의료를 받도록 병원에 입원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Enhanced Services로 이동시켰다. 이는 특정 영역의 서비스 중요도가 

상승하거나 또는 국가의 공중보건학적 맥락에서 중요도가 증가하였을 

때, 필요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변화이다.  또한 각 지표에서 달성해야 

하는 최  역치 점수 역시 상승시켰는데, 이는 해마다 일차의료공급자가 

달성해야 하는 점수를 점진적으로 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상승시키면서 환자의 건강 역시 개선시키는데에 목적을 두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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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2013년 기준 QOF 영역별 지표 구성 현황

영역 지표 개수 총점

임상
영역

Asthma 4 45

Atrial Fibrilation (AF) 4 27

Cancer 2 11

Cardiovascular Disease - Primary Prevention (PP) 2 13

Chronic Kidney Disease (CKD) 5 36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5 30

Dementia (DEM) 3 26

Depression (DEP) 3 31

Diabetes Mellitus (DM) 15 88

Epilepsy 4 14

Heart Failure (HF) 4 29

Hypertension (BP) 3 69

Hypothyroidism 2 7

Learning Disabilities (LD) 2 7

Mental Health (MH) 10 40

Obesity (OB) 1 8

Osteoporosis: secondary prevention of fragility fractures (OST) 3 9

Palliative Care (PC) 2 6

Peripheral Arterial Disease (PAD) 4 9

Secondary prevention of coronary heart disease (CHD) 7 69

Smoking 4 73

Stroke and Transient Ischaemic Attack (TIA) 7 22

영역별 합계 96 669

조직
영역

Education and Training 7 28

Information for Patients 1 2

Medicines Management 8 36

Practice Management 7 13.5

Quality and Productivity 9 99.5

Records and Information 10 75

영역별 합계 42 254

환자경험 Length of Consultations 1 33

부가
서비스

Cervical Screening 4 22

Child Health Surveillance  (CHS) 1 6

Contraception 3 10

Maternity Services (MAT) 1 6

영역별 합계 9 44

총 합 148 1,000

주: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2013)의 자료(8p)를 번역하여 재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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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표 측정 이후 점수 산출 

각 지표별로 역치를 정한 후 지표별 점수의 총합으로 점수를 결정하며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결정된다. QOF 질병군별로 매년 점수 기준을 

선정할 때, 해당 분야의 점수에 한 최소, 최  역치를 선정한 뒤 이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며 최소·최  역치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산출식에 한 번 더 적용한다. 

〔그림 4-18〕 임상영역 지표 산출식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예를 들어 임상 영역 중 고혈압 지표에서 환자 관리에 한 지표를 20

점이라고 선정해두고 최소 25%, 최  90%의 역치를 선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고혈압 환자 중 지난 9개월 동안 자신의 혈압을 정기적으로 

검진한 비율이 80%라고 했을 때, [최소 역치-달성정도]에 [최  역치-최

소정도]를 나누어 총점을 곱하면 총 17점이라는 점수가 환산되어 나오게 

된다.

이외에 부가 서비스 영역은 특정 인구집단(예: 임산부, 자궁경부암 검

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연령  여성, 영아 상 예방접종)을 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을 하면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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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최소·최대 역치가 정해져 있을 경우의 표준화 산출식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나) 지불제도와의 연계  

  (1) 지불 금액 

QOF는 1점당 약 75파운드에서 120파운드로 지불보상 금액이 책정되

며 진료소(practice)와 정부간 협상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지불 방법과 절

차를 법령으로 공시하고 있다22). 1점당 지불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게 적

용된다. 2013년 기준 잉글랜드는 1점당 156.92파운드, 웨일즈 지역은 1

점당 153.14파운드, 북아일랜드 지역은 1점당 140.91파운드, 스코틀랜

드는 1점당 133.47파운드로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재정의 불균형을 보

정하기 위함이다. 지역별로 1점당 지불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

로 매년 금액은 상승하고 있다. 

22) Consultation Draft, National Health Service, General Medical Services Statement 
of Financial Entitlements Directi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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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지역별 1점당 금액 차등화(2013년 기준)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그림 4-21〕 연도별 1점당 지불 금액 변화 추이(스코틀랜드 지역)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2) 연계 과정 

지불제도로의 연계 과정은 〔그림 4-22〕와 같다. 일차의료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여 환자 자료를 입력

한다. 이 때 입력하는 자료들이 지불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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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스템이 QMAS(Quality Management Analysis System)이다. 모

든 일차의료 진료소는 반드시 QMAS를 이용하여 진료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QMAS에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차의료공급자의 성과점수를 

산출함으로써 지불 보상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거친다(Cheryl Cashin, 

2011). 단, QMAS는 환자 개인의 질병․질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없

으며 일차의료공급자 또는 일차의료기관이 환자 관리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4-22〕 지표 산출부터 지불 보상까지의 과정

자료: Cheryl Cashin(2011)의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함. 

일차의료 지불제도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급되며,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1년의 단위로 보고 있다(NHS, 2014). 의사들에 

한 지급은 매년 4월 기준으로 진료소가 달성하겠다고 제출한 포인트를 

산출하여 QOF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포인트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다음에 4월 1일까지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며 이를 목표 

점수에 따른 지불(Aspiration payment)이라 부른다. 이후 성과 점수에 

따른 지불(Achievement payment)이 이루어지면 총 지불이 완료된다

(이삼식 등, 2011). 만약 1년의 기간 동안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

약 만료 시점까지 달성한 지표를 제출해야 한다(NH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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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지표 점수 선정 및 지불보상 단계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그림 4-24〕 영국 QOF 두 가지 지불 방법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 목표 점수에 따른 지불(Aspiration Payment) 

목표 점수에 따른 지불(Aspiration Payment)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

법으로 산출이 된다. 먼지 기존에 QOF를 계약한 일차의료진은 70% 

Methods가 적용된다. 일차의료진이 작년에 달성한 원점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지불보상을 하는데, 작년에 받은 지불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작년과 당해연도의 1점당 점수금액을 보정하기 

위해 (당해 1점당 금액/작년 1점당 금액)을 곱하여 지불한다. 새로 Q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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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약한 일차의료진은 기존 계약자와는 달리 Aspiration Points 

Total Methods라는 방법을 적용한다. 향후 1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 점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1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점수에 당해 년도 1점당 금액과 CPI(Contractor Population Index) 

지수를 곱한 금액을 1년동안 받게 된다. CPI는 지역별 일차진료소의 분

배 정도를 고려하기 위한 지수로 해당 지역의 일차진료소 규모에 맞게 재

정을 분배하는데에 사용된다. 진료소당 CPI 지수는 해당 일차진료소가 

진료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인구 수에 영국 일차진료소 1개당 평균 환자의 

수를 나누는데, 2013년 기준 진료소당 평균 환자 수는 6,911명이다. 

〔그림 4-25〕 CPI 산출식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2004년 QOF가 도입될 당시 본래 CPI는 2003년 기준 국가 평균 

5,891을 분모로 두고 계산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보건부가 계산식을 

변경하여 매년 회계연도 4/4년도 분기를 기준으로 수치를 계산하기로 하

였으며 이는 성과 점수에 따른 지불시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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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목표 점수에 따른 지불 방법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 성과 점수에 따른 지불(Achievement Payment) 

목표 점수에 따른 지불 이후 성과 점수에 따른 지불은 1년동안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달성한 지표를 근거로 하여 지불을 하는 것이다. 성과 점

수에 따른 지불 금액은 목표 점수에 따라 지불한 금액을 제하여

(Deduction) 지불하게 되며 이는 영역별로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이 다

르다. 예를 들어 임상 영역에서는 달성한 지표 점수에 당해 연도 1점당 지

불금액과 CPI 지수, 필요시 APDF 지수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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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성과 점수에 따른 지불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APDF(Adjusted Practice Disease Factor)는 해당 지역 질병의 유병

률을 고려한 지수로서 전국의 일차진료소의 질병 유병률 범위를 측정한

다. 전국 일차진료소의 해당 질병 유병률은 영국 보건부의 질보고 시스템

에 등록된 정보23)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해당 진료소의 질병 유병률에 전

국 일차진료소의 유병률 중간값(Mean)으로 나누고 1점당 금액 점수를 

곱한다. 즉 해당 진료소의 질병 유병율과 전국 진료소의 질병 유병률의 

격차를 고려하여 보정한 변수라 할 수 있다. 

23) 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 Management and Analysis System (QMAS), 
Calculating Quality Reporting Service(CQ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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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APDF(Adjusted Practice Disease Factor) 산출 과정

주: NHS(2013)의 자료를 번역하여 재정리함.

조직 영역과 환자 경험 영역에서는 지표 달성 점수에 당해 년도 1점당 

지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수입 보전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부가 서비스 

영역에서는 해당 일차진료소가 관리해야 하는 특정 인구집단(임산부, 특

정 연령  여성, 아동 등)의 수와 해당 수의 전국 평균을 보정한 점수와 

함께 곱하여 지표를 계산한다. 

바. QOF의 효과 및 평가 

QOF는 2002-3년과 2005-6년 사이 GP의 평균 수입은 약 $66,600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입의 약 60% 정도의 규모이다. 반면 2006-7

년 사이에는 (QOF가) 감소하였는데 당시 질 지표들이 일부 변경되고, 달

성해야 하는 점수가 1,000점 만점으로 변경된 시기이다. 하지만 2006-7

년 사이 수당이 없는 일차의료진(non salaried GP)들의 수입이 약 17만 

달러였는데 이 중 25% 이상이 QOF로 인한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Tim Doran, Martin Roland, 2010, Ellen et al., 2011). GP의 3% 정

도가 32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차의료 의

사 수입이 11-28만 달러인 점을 고려한다면 QOF로 인해 수입을 일정 

수준 보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Tim Doran, Martin Roland, 2010).

QOF 부분 지표의 달성 정도는 처음 도입한 2004년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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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Doran, Martin Roland, 2010). 평균적으로 일차의료 진료소가 

기본 점수의 95%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도입할 당시 보건부가 예상

한 달성 정도보다 높았다. 지표 점수가 부분 환자 1인당 진료 성과가 아

닌 환자의 비율과 같은 종합 점수로 구성되어 있어 일차의료진은 환자 1

인에 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달성하지 않아도 최  점수를 달성하는 것

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입 이후 4차 년도에는 총점의 달성 정도

에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도입 이후 3년간 일차의료진이 달

성할 수 있는 점수의 범위까지 역치를 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Tim 

Doran, Martin Roland, 2010). 

 영국의 QOF는 보건의료질에 한 협소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인센티브 창출을 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표를 활용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OECD, 2011).  QOF는 처음 도입시 의사의 자

발적 참여로 시작하였으나 2011년 기준 참여율이 99.6%로 매우 높은 수

준이다(NHS, 2011). 2004년 도입 이후 3년간 GP의 수는 2004년 

26,833명부터 2007년에서 30,931명로 약 15% 증가하였는데, 이는 

QOF 도입 당시 보건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GP의 증가 수보다 두 배의 수

치이다. 하지만 지역간 GP 수입의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수

준이 낮거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GP의 수입은 QOF가 

도입되더라도 보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Tim 

Doran, Martin Roland, 2010). QOF의 전체적인 성과에 해서는 아

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GP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GP의 질 반영은 어려우며, 환자들의 

욕구보다는 의사들의 목표에 중점을 두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한 QOF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영역의 활동은 평가절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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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외국의 지불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고찰 

미국, 영국의 성과보상 지불제도와의 비교결과를 통해, 상 영역, 인

센티브 산출을 위해 점수화하는 방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규모 및 방

식, 성과향상방안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점에 해서 다음과 같이 도

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상 지표영역을 고찰해보면 미국과 영국 모두에서 결과지표와 

환자경험(중심성)지표를 포함시켜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시행한 점이다. 

입원 부문의 중증질환에서 사망률과 같이 최종적인 결과지표를 포함하였

고, 영국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고혈압의 경우 혈압관리율과 

같은 결과지표를 포함하였다. 이는 과정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임상결

과의 향상을 끌어내야 한다는 정책방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결과지표가 포함되지 않는 과정지표 위주의 성과보상제도는 정책시행으

로 인한 효과를 명확한 인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어렵기 때

문이다. 또한 의사, 간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등 환자경험지표를 다른 영

역지표와 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인데, 의료의 중심이 공급자가 아닌 

환자중심이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이다. 현재 우

리나라는 환자경험을 정식적인 적정성 평가지표뿐 아니라, OECD 통계

의 질지표 항목으로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환자중심성에 해 현황파악도 되어있지 않은 아주 초보적인 상태로 앞

으로 많은 연구와 인식확산 등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중요한 지표영역은 비용이다. 즉 질과 연계한 효율성을 주요한 평

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다만 인두제에서 총액계약과 인센티브

를 결합한 방식으로 변모한 영국에서 효율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

는 크게는 총액계약제 속에서 비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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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이 확보된다면 효율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기 때문이며, 그 상이 

비교적 비용과 편차가 크지 않은 일차의료 중심으로 일반의에서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총 성과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국내의 경우 평가

항목별로 성과점수를 산출하나, 미국은 영역별가중치를 적용해 총 성과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즉 의료기관에 한 평가결과

는 종합하여 한가지로 산출되며, 이에 해 성과보상지불을 하는 방식이

다. 의료기관에서 구조 및 과정지표에서의 개선 노력은 결국 종합적 이여

야 하기 때문이며, 이는 각 직능별, 과목별, 질환별 특성을 넘어 통합적으

로 연계된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기관 단위

의 종합적인 평가는 지엽적으로 평가 상 항목만의 개선이 아닌 의료기

관 전체의 개선노력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한 의료기관에 해 우리

나라와 같이 여러 항목별로 개개의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환자

가 의료기관을 선택한다면, 결국 의료전달이 분절되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국가 전체의 의료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개별항목이 아닌 전체기

관단위의 평가가 되므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가결과에 받는 영향은 

매우 크게 되어 적극적인 노력도 부가적으로 기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인센티브 규모는 우리나라는 평가 상 질환 또는 서비스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보험자부담금)의 2% 내외이나 미국의 경우 전체 DRG 

금액의 2% 내외로 병원전체상환율 결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점수에 

인센티브를 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별로 인센티브 상 규모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인센티브 규모가 각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결론적인 평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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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아니지만 2009년 시행결과에서 가산 및 감산 금액의 규모가 적어 

시행효과가 미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연간 지불비용의 

40%를 성과 달성도에 따라 지급하므로 비교적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보

상규모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전체 일반의(GP) 보수 인상의 50%가 성과 

연동 때문이라는 효과 분석이 있었다. 우리나라 입원 진료의 경우 가감의 

규모가 해당 질환의 1~2% 로 2012년 118개 기관에 약 15억을 가산, 4

개 기관에 약 2천 만원을 감산,  2013년 에는 203개 기관에서 약 20억을 

가산하였고, 60개 기관에서 약 1억 2천만원을 감산하였는데, 진료비 규

모와 비교 시 가산 및 감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유도 할 수 있

는 충분한 규모인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 향상방안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평가항목별로  종합점

수를  산출하여 5~9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상 하위기관에 1~2%가

감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2003년부터 수년간 자발적으로 실시된 시

범사업기간에는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등수로 구분 상위 10%는 

2%, 상위 11~20%는 1%의 보너스가 지급되었고, 하위 10%, 11~20%병

원들에게는 각각 2%, 1%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제

이었으나  전국 모든 메디케어를 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

부터는 병원 VBP의 구성요소에 관한 벤치마크 점수와 역치 점수를 공개

하고, 각 병원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영국은 아예 상 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해 

보상을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종별 경쟁과 그 결과에 한 보상

체계는 절 적인 향상에 한 개선의지가 약해지거나 결과적으로 보상받

지 못하는 체계가 된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상 평가를 지양하고 절 적

인 개선에 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향후 VBP를 도입

한다면 모든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희망적인 동기 의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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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국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미국 병원 

VBP(2012~)
미국 의사 

PVBM
영국 QOF

수가
보상
방식

행위별 수가제 사전보상지불제도
(DRG)

행위별 수가제 총액계약 + 
인센티브

적용
대상

건강보험, 의료급여 메디케어 메디케어 NHS

근거
법령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건강보험개혁법 건강보험개혁법

대상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병원, 요양시설 의원 의원

대상 
영역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외래

지표 
영역

⦁ 입원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외래
- 외래약품비, 고혈압 

관리, 당뇨병 관리, 
외래 항생제 
처방률, 외래 
주사제 처방률, 
외래 다품목처방, 
외래 약품비 
고가도

⦁8개분야 35항목 
356개지표

- 구조52, 과정213, 
결과86, 기타5

⦁과정
- 급성심근경색증, 

심부전, 폐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수술환자 
관리

⦁환자경험
- 의사 커뮤니케이션, 

퇴원정보 등

⦁진료결과
-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 심부전 
사망률, 폐렴 
사망률

⦁효율성(2015년 
추가)

- 메디케어 수급자당 
비용

⦁의료의 질
- 임상치료, 

환자경험, 
인구/지역사회 
보건, 
환자안전, 
치료조정, 
효율성

⦁비용
- 인구당 비용, 

질환별 
수급자당 비용

⦁임상영역
- 천식, 

심방세동, 암, 
심혈관계 질환 
예방, 
만성신부전, 
COPD, 
고혈압, 당뇨, 
정신보건, 
이차성 
심뇌혈관 질환 
예방

⦁조직영역
- 교육, 환자 

정보, 투약 
관리, 환자 
기록 및 정보 

⦁환자경험
 - 상담일

여할 수 있는 안으로 의료기관별 맞춤형 목표제시도 검토하여 도입해

볼 만하다. 

〈표 4-17〉 국내외 성과보상 지불제도 비교



152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항목
국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미국 병원 

VBP(2012~)
미국 의사 

PVBM
영국 QOF

⦁4개분야 24개지표
- 과정8, 환자경험8, 

결과7, 효율성1

⦁부가서비스
 - 유아건강 

조사 등

지표별 
통합
여부

항목별 산출
그러나, 영역을 
통합한 총 성과점수 
산출하지 않음

영역별 가중치 
적용해 총 성과점수 
산출

질과 비용에 
해 종합화

성과점수 산출

역치
수준

항목별로 다름
⦁뇌졸중의 경우
- 1% 가산: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위등급
유지기관, 등급 
향상 기관

- 1% 감산: 감액 
기준선 이하인 기관

- 가산: 총 성과 
점수의 상위 50%

- 감산: 총 성과 
점수의 하위 50%

-

(최소 역치- 
달성정도)/(최

 역치 
-최소정도) × 
점수

인센
티브 
재원 
규모

영역별로 다양하나, 
해당진료비의 –2~2% 

총 DRG 기준 –2~2%
- 전체 병원 상환율 

결정 

-2~2% 1점당 
75~120파운드

질향상 
방안

보정된 지표값 및 
등급공개(5~9등급)

지표별 역치, 
벤치마크 값 추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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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전략 

선진국의 성과지불제도 현황과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의료의 질 개선, 환자 결과 향상 등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향상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형을 개발하고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의도치 않은 결과들

에 한 지속적인 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공급자를 포

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이는 각 국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성과지불제도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살펴

보아도 알 수 있다. 향후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확 하기 위해서

는 제도 운영 중 발생한 의도치 않은(unintended) 결과들에 한 지속적

인 처가 필요하며 성공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

해 볼 수 있다.  

첫째,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다양화하되, 광범위한 영역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어떤 지표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공급자의 진

료행태와 관심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측정되지 않은 지

표에 해서는 상 적으로 공급자의 관심이 간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성과측정 지표를 보다 다양하고 포괄화 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균형 

있게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측정 지표는 최소한 임상적 질, 환자 중심성, 

효율성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과측정 지표를 보다 다

양하고 포괄화 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균형있게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형 개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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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지표 선택과 퇴출시 고려 가능한 기준

구분 해결과제

지표선택의 기준 측정 용이성(availability), 중요성,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지표도입, 유지 및 
수정, 퇴출

공급자간 변이가 없고 달성 수준이 매우 높을 때 퇴출 고려 가능

둘째, 공급자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로 지불제도와의 연계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는 공급자 지불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다. 이러한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진료행태 변화를 유인하

기 위한 지불제도 형태, 지불 시기 및 빈도 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정기전(coordination)이 필

요하다. 제도의 도입과 확 를 위해서는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이 선행

되어야 한다.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위험보정 지수의 개

발, 의도지 않은 결과에 한 처, 제도의 평가 체계 등을 위한 조정기전

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영역, 특정 공급자에게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불제도를 모든 영역, 모든 공급자에게 보편적․통합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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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형 개발

  1.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접근방식

기존에 시행되던 한국의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는 결과적으로 

지불제도를 둘러싼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료비 효율성과 의료 질을 반비

례 관계로 인식하게 하였다. 양적중심의 보상체계에서 공급자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제공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입이 감소할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보험자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투

입되는 비용이 커지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 제공받는 의료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의료서비

스를 다빈도 이용해야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반면 가치중심 보상체계에서는 의료비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정비례 관

계로 인식하게 할 기전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의료의 질이 향

상될 경우 비재정적・재정적 인센티브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또

한 보험자는 가치에 따른(의료의 질+의료비 효율성) 지불보상으로 효율적 

재정관리 운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 고효율-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지불제도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비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

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

키면서 동시에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질 향상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이어져야 하며, 보험자 입장에서도 효율적 재정관리가 가능

하도록 효율성과 의료의 질에 기반한 지불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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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중요성

주: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모델

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1단계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지불 보상제도의 확 ”이다. P4R의 형태

인 적정성 평가, P4P의 형태인 가감지급사업, VBP의 형태인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제도의 인센티브/(-)인센티브 규모, 적용 상 의료서비스 공

급자, 평가 영역 등의 확 를 통해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확

에 나가는 접근방식이다. 

2단계는 특정 공급자 또는 전체 공급자를 상으로 한 “지불제도의 개

편”이다. 예를 들어 의원에 해서만 행위별 수가제 또는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의원급의 주

요 보상체계는 행위별 수가제 또는 포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되, 전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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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상으로 가치조정지수를 산출하여 공급자에 한 최종 보상규모를 

산출하는 것이다. 

3단계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연계”이다. 현재 의료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

계의 새로운 모델과 가치기반 지불제도와의 연계 도입 및 확 해 나가는 

접근방식이다. 

본 절에서는 2단계인 특정 공급자 또는 전체 공급자를 상으로 한 “지

불제도의 개편” 측면에서 한국형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모형을 개

발해 보고자 한다. 

구분 내용 예

대안1 현재 시행중인 사업 확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의료
의 질 향상 분담금

대안2
특정 공급자 또는 전체 의료공급자를 상
으로 한 지불제도로 개편

의원 지불제도(VBPM)
병원 지불제도(HVBP)

대안3 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 지불제도 설계 ACO, CCO

〈표 5-2〉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추진의 접근방식

  2. VBP 설계시 기본 방향

가. 비용 측면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성과를 포함하는 지표 영역의 

포괄성 

의료의 질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함

께 평가되어야 한다. 부적절한 비용의 증가를 통한 치료의 효과 향상은 

또한 지양해야 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심혈관 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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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보정 사망률과 진료비를 분석시 편차가 사망률은 4.25배, 진료비

는 1.98배가 나는 등 개선의 여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질-높은 비

용에서 높은 질-낮은 비용으로의 유도가 개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의 

질과 비용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우수한 기관에 해 

보상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하에 세심한 평가방법 개발이 절 적으로 

필요하며, 임상지침 개발 등의 다각적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낮은 비용에 의해 최종적인 결과물인 ‘생존’이라는 순익이 희생되어서

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방향은 불필요한 비용의 제거이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어떠한 의료행위 비용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한 해석

과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표준화된 임상지침이 제도이전

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과 진료뿐 아니라 과소진료도 세심하게 검토되어

야 한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증의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는 재관류술 

및 경구약제 투여/처방률과 같은 과정지표와 사망률인 결과지표로 구성

되어 있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전년 비 종합점수의 개

선을 보였다면 가산의 상이지만 비용가치도 평가하는 상태에서 비용도 

함께 증가하였다면 가산의 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증가비

용이 과정지표로서 재 관류술 시행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해

당 비용의 증가는 적절한 것이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꼭 필요한 과정

의 이행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장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와 환

자사이에서 임상적 순이익과 효율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 함께 마련하는 표준 임상지침과 그에 

따른 평가기준의 공동 개발이 과학적 기반에서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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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의료의 질 평가 영역인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성24)또한 현재의 

모니터링지표가 아닌 주요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지표개발을 확 함으로

써, 평가의 표성 및 포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안

전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와 혈액투석 일부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정신

과영역에서 모니터링지표로 환자경험을 평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환자중심성은 환자 개인의 선호, 요구, 가치를 존중하고, 이에 반응하

는 것이며, 임상적 의사결정에 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결과적으

로 보건의료체계를 환자의 선호와 요구 중심으로 재편하면, 전반적인 환

자만족과 건강결과가 향상되며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IOM, 2001, OECD 2010). 

그 이유는 환자중심 진료는 환자의 순응도 향상과 의사소통 실패로 인한 

오진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며, 또한 불필요한 진단검사와 의뢰를 감

소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AHRQ, 2013). 영국, 

캐나다, 미국, 덴마크 등은 환자경험을 측정하여 공급자별, 지역별, 시기

별 차이를 보고하고, 웹사이트나 주기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 AHRQ는 이미 1990년  중반에 의료서비스에 

한 환자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CAHPS(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s)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제 환

자안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관

련한 적극적인 지표개발과 함께, 질 평가의 주요한 영역인 비용과 효과와

의 평가조화가 필요하다. 

24) 현재 심평원에서 환자 중심성지표 개발 위해 2014년 연구용역추진 단계, 
25) 김 윤 교수 2013.9월 질 평가 기반 가산병원 선정 방안 발표시 심평원의 평가지표를 

진료결과, 환자 중심성 평가영역으로 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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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지표의 재평가와 개발

현재 3가지 영역인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각 

지표들이 의료의 질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한 면 한 평

가가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미국의 사례(2013년 70%-2014년 45%- 

2015년 20%-2016년 10%)에서와 같이 과정지표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

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평가지표를 보면 356개중 75%이상이 구조 및 과정지

표(270개)로 구성 되어져 있고, 급성심근경색의 종합점수처럼 과정지표

에 결과지표 2배 이상의 가중치를 두는 산출기준도 존재한다. 궁극적으

로는 구조 및 과정지표의 개선이 결과지표로 이어지도록 제도설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지표에 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

른 평가기준개발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HRQ에서

는 목표치의 95%이상을 도달한 지표는 모니터링지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급성심근경색의 과정지표인 경구약제 처방율 등이 99%를 상회하

여 삭제하거나 모니터링지표로 전환25) 하듯이 이렇게 현재 전체 평가지

표 가운데에 그 필요성과 가치에 한 재평가를 통해 지표의 신설 또는 

삭제 등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가감지급이후 급성심근경

색증의 의료의 질관련 종합점수와 비용지표를 비교해보았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급성심근경색의 비용지표는 진료비고가도지표(CI)가 1이상

인 경우, 임상지표는 종합점수의 공개2등급이하인 95점 이하를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참고선을 나타내면, 낮은 질-높은 비용을 보이는 그룹이 

26) 2014년 병원도착시 아스피린 처방을 지표삭제, 퇴원시 아스피린, 베타차단제 처방을 모
니터링지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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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서 2012년으로 가며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결과지표인 사망률은 7.9일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여전히 OECD 국가의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는 

절 값으로 산출되는 임상결과지표인 종합점수가 더 이상 사망률에 민감

하지 않은 과정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점수의 상당한 개선이 사망

률의 감소로 이어지지도 않았으며,  점수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

는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비용지표는 결과지표 중 상 평가 

방법으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비용지표로서 진료비 고가도 지표는 해

당 질환 환자의 전국 평균 진료비에 하여 해당기관의 진료비를 평가하

기 때문에 항상 평균(지표값 1)을 중심으로 분포하게 된다. 심근경색증의 

건당 진료비는 2012년 811만원에서 2013년 8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고가의 신의료 기술 도입과 연간 상 가치 환산지수 상승률을 감안한다

면, 건당 10만원의 감소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과

측면에서도 건당 입원일수가 8.1일에서 7.5일로 감소한 결과와 그 방향

을 같이하는 바람직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료비 고가도 지표 1이

상(평균이상)의 기관들이 항상 일정규모는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 향상

은 가시화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

게 된다. 이렇게 각 개별지표가 지표로서의 역할을 제 로 하고 있는지, 

설계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에 한 재평가는 제도시행과 동시에 같이 

시행되어야하는 사안이다. 특히 VBP로의 발전을 위해 질지표와 비용지

표를 함께 분석해야하는 복합지표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지표 몇 배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간의 평가결과에 해 지표영역 및 지표수준별, 의료기관 특성별 면

한 상관성 분석과 통찰을 통해 실제 의료기관 개선유도의 의미가 있는 

지표의 개발과 이에 한 성과목표의 제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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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기관 특성에 적합한 목표치를 부여, 지불제도와 연계

단순 가감지급의 보상을 넘어 지불제도와 연계하는 강력한 수단도 발

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현 우리나라의 상위 1~2등급에 한 가산금

액은 실제 해당질환 진료비의 1~2%로 적어, 인센티브로 인한 유인동기

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은 가감지급에 한 재정적 동기

보다는 나쁜 평가등급 결과가 공개되어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절개분만율과 같이 계속적인 답보상태26)를 보이는 지표의 경우 

2011년 가산금액이 총 39기관에 11억 2백만원 수준이다. 해당 지표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목표의 여지가 있는지 면 히 평가하고,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수가와 연결하는 진정한 VBP의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별가산이나 인력가산 등 여러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하게 시설, 인력, 장비 등 투입된 의료자원에 한 보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투입 자원에 한 소요비용 고려없이 동일한 산출물 평가는 투입 

비 산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평가를 어렵게 한다.  현재 상급종

합병원 및 종합병원 80개소를 상으로 평가 6항목을 종합한 의료기관 

단위 질 종합점수를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

원평균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가산율, 

지정요건 등 지불제도와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오

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의 입원 30일내 사망률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의 하

위권에 속하지만, 이를 종별로 나누어 비교시 big5 상급종합병원의 사망

률은 OECD 최상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Big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26)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2014년 2월 평가 종료, 이후 모니터링 항목으로 전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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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망률은 OECD 평균과 유사한 정도이다. 즉 현재와 같이 상 평가시 

종별 그룹핑안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행결과를 

토 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에 맞춤

형으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방법개발이 필요하다. 급성심근경색

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전체의 개선이 필요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하

위기관에 한 기관별 맞춤형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VBP 설계시 

미국의 제도와 같이 의료기관 특성별 맞춤형 목표치의 설정과 그 성과를 

지불제도와 연결하는 강한 견인정책의 벤치마킹이라 할 수 있다.  

라. 질병군 대상에서 기관 대상으로의 의료기관 단위 통합 평가 도입

단일 질병 중심에서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

맥중재술, 급성기 뇌졸중 등을 하나로 묶어 심뇌혈관 통합평가 체계로 확

하는 등의 진료영역별 포괄적 질평가 혹은 기관단위 평가로의 확 가 

필요하다. 미국 VBP에서는 제도의 최종 완성년도인 2016년 평가영역은 

총 4가지로 치료과정, 환자경험, 진료결과, 효율성이 각각 10%, 25%, 

40%, 25%의 가중치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 한 가중치로 계산된 

종합점수로서 해당 의료기관에 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관단위의 평

가를 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인 의료의 질 향상은 단일 평가지표에 한 

개선노력이 아닌 의료기관 자체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으로 달성되

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항목이 아닌 전체기관단위의 평가가 되므로, 의료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결과에 받는 영향은 매우 크게 되어 적극적인 노력

도 부가적으로 기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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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료 질 향상과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 

현재 우리나라는 절 평가 및 상 평가 방식을 병용하고 있으나, 일부

감산 기준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평가등급은 상 적으로 산출이 된

다. 현재 평가결과 1-2등급 상위기관과 등급향상등 질향상기관에 해 

가산제도 운영하나 이미 절 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했거나, 질 향상이 있

었음에도 결과공개를 통해 보여지는 내용은 상 적으로 평가된 등급이므

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동기가 저하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방

식일 수 있다. 

이에 한 적절한 보상 및 장려정책의 설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성

과평가 목표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그 전향적 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노

력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NHRQ는 개별 성과지표의 년도별 성공 및 

실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지표의 통시적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적정성평가는 전년도와의 실적비교 위주로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1%이상 변동시, 성과목표의 95%

이상 달성시 성공으로 보는 등 명료하게 성과 목표를 정하여 전향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의료기관 의 질 향상 동기 유발에 도움 될수 있으나 성과 

목표선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만 제공되어 보험재정 부담 위험이 따를수 

있으므로 현재의 후향적 상 평가방법과 영역별 특성에 따라 병행하는 비

중을 늘리고 감산제도를  적극적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한국형 VBP 모형 설계

한국 보건의료체계에서 성공적인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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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여 가치기반 지불제도 구성요인별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인프라 부분으로 참여방식, 재원조달, 질 지표관리 영역이 

포함된다. 참여방식은 중단기적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

로는 의무적 참여를 제도화 시켜나가야 한다. 단기 계획시 참여를 의무화

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2〕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평가대상 및 지표측정 부문 추진방향

주: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재원조달은 중단기적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

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액예산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여 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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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조달해 나가야 한다.

질 지표 관리는 단기 단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인증원 

등 기존 질 지표 DB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를 위한 의료의 질 DB를 구축하여 공급자 단위, 지역 단위로 결과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평가 상 및 지표측정 부분은 평가 상, 평가지표, 지표점수방법, 성취

도VS개선도 영역이 포함된다. 평가 상은 단기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병

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병원, 의원급까지로 확 할 수 있

다. 평가지표는 P4R과 P4P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P4P의 경우 

기존에 산출된 지표 및 비교적 성과 측정이 용이한 구조 과정 지표를 중심

으로 측정하고, 장기적으로 환자경험, 비용효율성과 같은 결과지표 중심

으로 지표를 확 할 수 있다. 단 신규 지표를 산출할 시에는 공급자와 환

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가치 또는 견해를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림 5-3〕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지급 기준 산정 추진방향

주: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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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산정 부분에는 평가점수단위, 등급화VS점수화, 평가방법, 질

향상 기관 지급 가산이 포함된다. 평가 단위 점수에서는 단기적으로 영역

별 점수를 활용하며 중장기에서는 총성과점수를 활용함으로써 점차적으

로 점수의 범위를 확 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해서는 가중치를 산출하거나, 측정 불가능한 영역에 해서는 

제외를 시키거나 혹은 반영시켜야 하는 다른 영역을 체하여 반영하는 

등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지표를 어떠한 형식으로 산출하여 평가

할 것인지에 해서는 등급화, 점수화를 고려할 수 있다. 단기적 계획에

서는 등급화를 하되 중장기적으로 점수화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평가 방

법은 선진국에서도 상 평가, 절 평가를 함께 시행하거나 각각 독립적

으로 시행하는 등 유형이 다양하나, 단기에는 상 평가를 시행하고, 중장

기에는 절 평가를 시행하되,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등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그림 5-4〕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지급방식 부문 추진방향

주: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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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기(1년) 중기(2년~3년) 장기(3년 이후~)

제도적
인프라

참여방식 - 자발적 - 자발적 - 의무적

재원조달 - 예산액 - 건강보험
- 감액예산(기본) 

+건강보험(α)

질지표
관리

- 기존 질 지표 보고 
체계 활용(적정성 
평가지표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표)

- 의료의 질 지표 
DB 구축

- 의료의 질 지표 DB 
운영

평가
대상
&

지표
측성

평가대상 - 종합병원 이상 - 병원급 이상 - 의원급 이상

평가지표

- P4P: 기존 지표 활용
- P4R: 참여기관의 질 

보고 인센티브 제공

- P4P: 구조, 과정 
지표 중심 

- P4R: 결과지표 등 
추가지표 수집 
인센티브 지급

- P4P: 결과지표 
중심(환자경험, 
비용효율성)

- P4R: 결과지표 등 
추가지표 비 제공 
공급자에 패널티 부과

지표
점수방법

- 상 평가 - 상 평가 - 절 평가

성취도
VS

개선도
- 성취도 중심

- 성취도와 개선도 
함께 반영

- 성취도와 개선도 
함께 반영

보상
기준
산정

평가점수
단위

- 영역별 점수 활용 - 영역별 점수 활용 - 총점수 활용

등급화
VS

점수화

- 등급화(점수분포도를 
고려하여 등급수 선정)

- 등급화 - 점수화

지급방식은 가감지급 유형, 가감지급범위, 가감지급 차등폭으로 나뉜

다. 가감지급 유형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산중심의 지급방식을 시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산중심 지급방식에 감산 지급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점차 확 해나가야 한다. 가감지급의 상 범위에서는 단기 계획으로 다

수기관에 소량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소수기관에 다량 규모를 제공하며, 

점차 가감지급의 차등폭을 확 해 나가야 한다. 

〈표 5-3〉 한국의 가치기반 성과지불제도 단계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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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기(1년) 중기(2년~3년) 장기(3년 이후~)

평가방법 - 기관단위 상 평가

- 종별단위 절  
평가(종별 벤치 
마크 점수 기준)

- 기관단위 절  
평가 도입 준비 
(기관별 벤치마크 
점수 선정)

- 기관단위 절 평가

(등급 및 
점수)

향상기관
- 해당없음 - 향상 기관 지급 - 향상 기관 지급

보상
방식

가감 지급 
유형 

- 가산지급
- 가감지급(가산 

규모>감액 규모)
- 가감지급(가산 

규모=감액 규모)

가감 지급 
범위

- 다수 기관에 소량 규모
- 기관수 감소
- 가감지급 규모 

확

- 소수 기관에 량 
규모

가감 지급
차등폭

- 차등폭 낮음
- 차등폭 단계적 

확
- 차등폭 높음

지급주기 - 1년 - 1년 - 6개월

성과
모니
터링

정보공개

- 참여기관 상: 
전면 공개(각 
지표별 점수)

- 중 공개: 종별 
단위 주요지표

- 중 공개: 전면 
공개(의료기관 단위 
각 지표별 점수)

주: 연구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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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정책과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성공적으로 도

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1.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용가능성 제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를 계도의 상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하며, 정부, 공급자, 환자를 포함한 이

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궁극적

으로 공동의 평가기준을 개발해야만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가능성을 재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불제도 도입의 파급효과는 보건의료의 중요

성이 커지면서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정책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평가 자료 수집을 간소화 하는 등 

공급자 입장에서 자료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정기 모니터링 체계 마련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결 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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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통한 정책의 보완과 수정은 필수적이다. 정책에 

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 화함과 동시에 부정

적 효과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에도 1년 이상의 기간

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도입 시 빠르게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3.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계 고찰 및 연계 

앞서 한국의 지불제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

개분만 가감지급 사업을 통해 성과보상 지불제도 시행의 잠재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급여지출의 합리화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

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도입 및 확 하려는 상황에서 기존 지불제도

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

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넓은 의미에서 현재 인력 등 자원 투입에 따

른 가산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지는 차등수가제도도 성과보

상 지불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종별 가산,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수가를 차등 적

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기반 성과보

상 지불제도 확 시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산 등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계와 지불제도 내 도입 영역 간

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4.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간 평가 항목의 지속 확 에 따라 의무기록내용 이외 별도의 추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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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국 독일 일본

운영주체

CMS(Centers for 
Medical & 메디케어 
Service)

SHI(Social Health 
Insurance)

후생노동성

사업명
Quality reporting 
incentive program

Disease Management 
Programs(DMP)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DPC)

수집목적 의료의 질 관리
질병관리, 사례관리, 
통합의료제공 모델 등 

진단군 분류제도 운영

료생성, 환자상태 등에 한 의료진의 확인과정 등 의료기관 인력 및 시

간에 한 행정 부담이 증가되어 왔다. 이에 해 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은 외국 사례에서와 같이 자료제출에 한 행정비용보전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경우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였던 평가기간동안에는 자료제출 비용

에 해 보상하였으나, 제도가 의무화가 된 2015년 이후에는 자료미제출

시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 한 자료

수집에 한 불만과 향후 확 시의 과부하문제로 인해 제도의 시행을 어

렵게 하는 의료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검토가 필요한데, 일정기간동안 행정비용보

상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료 자동 수집시스템 

마련(심평원 현재 시범사업추진중) 혹은 청구명세서 서식개선 등으로 자

료수집을 상시화 하는 장기적 플랜 제시도 함께 필요하다. 제도를 시행하

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평가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료수집에 한 별도보상 등을 통해 의료

기관 제출 부담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표 6-1〉 외국의 평가자료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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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국 독일 일본

제출방법
청구자료와 함께 제출, 
자료 등록

의사의 진료프로그램에 
탑재된 ‘IT Document'

청구명세서와 별도의 
조사표 제출

참여형태
자발적(’10~’14)
의무적(’15~)

참여는 자발적, 참여한 
기관 자료제출은 의무적

참여는 자발적, 참여한 
기관 자료제출은 
의무적

보상여부 ○ ○ ×

보상방식

(’09~’10) 1.5%~2% 가산
(’11) 1% 가산
(’12~’14) 0.5% 가산 
(’15) 미제출시 1.5% 

감산
(’16~) 미제출시 2.0% 

감산

DMP 참여 의사에게 
협조와 문서작성에 해 
연간 환자 1인당 80유로 
제공(한화 112,564원)

`-

주: Frank Eijkenaar(2013)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표로 정리하였음.

  5.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의 질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환자 안전, 환자 중심성 등의 조사에 

한 업무영역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후 VBP로의 확 를 위해

서 환자 안전 및 만족도 조사 등 자료수집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려 학교, 2014). 또한 현행 평가 관련규정에 평가자료 미

제출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27)은 명시되어 있으나 방

한 자료수집에 한 요양기관의 불만으로 사실상 규정이 적용이 어렵

고, 향후 평가업무의 과부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평가제도 추진의 걸

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서울 학교, 2012).

따라서 평가자료 수집에 따른 행정부담 간소화 방안 모색과 병행하여 

27) 요약급여의 적정성평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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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협조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마련하여 제도를 체계화하고 효율

성을 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의 질 평가자료 제출을 제도

화하여 미제출시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고 있다. 이처럼 자료제출의 법

적 제도화가 되면,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제2절 결론

성과보상 지불제도에 한 세계적 추세와 의료의 질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국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의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아직까지 국가 단위의 가치

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도입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효과에 한 확실한 

연구 결과가 없고,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등 20% 해당하는 제도로 우리

나라와 같이 전 국민을 상으로 하는 경우와 파급효과 및  적용 면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제한점은 존재한다.  단,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  형성, 상 영역의 확 ,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한 타당도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의 질 향상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모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기고, 이에 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환경에 따라 추구되는 정도와 범위

는 다르다. 현재의 평가제도들은 도입의 당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절차 

수립, 평가의 지표나 기준의 설정,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도출과 이에 

한 발표 방안과 활용 등 계획의 수립부터 결과의 적용 전 과정에 있어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만 있을 뿐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

다. 평가 수행의 전 과정이 평가기관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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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질 개선 노력과 성과에 한 적절한 보상

과 평가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제반환경을 고려한 의료의 질 개선의 

우선가치를 고려하고, 관련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포괄수가 영역 

등 8개 분야 35개 항목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체 평가항목의 진료

비는 건강보험 년간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총 356

개로, 구조부문 52개, 과정지표 213개, 결과 87개, 기타 5개  주로 구조 

과정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35개 평가 항목 중 가감지급을 실

시하고 있는 항목은 10개 항목이다.

첫째, 성과보상지불제도 확 를 위해 평가지표에 있어서 환자 안전, 만

족도 등 환자 중심성 부문과 진료비용 등 효율성 부문으로 평가영역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가항목을 상으로 가감지급 상항목도 확

할 필요가 있다. 그간 건강보험으로 운영된 가감지급항목은 10개항목이

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약제 평가등 7개 항목

은 가감지급 상으로 운영되고,  고혈압, 당뇨병, 등 3항목은 인센티브제

(가산)로만 운영되고 있다. 입원 외래 진료형태로 구분하여 보면 입원영

역의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 제왕절개분만평가 시범사업을 시작

으로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까지 확 하여 추진 

중이다. 외래영역의 가감지급사업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을 상으로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12년 병원

급 확 ), 약제급여 적정성평가결과를 상으로 하고 있다. 입원에서 심

뇌혈관 급성기 질환 중심으로 일부 영역에 가감지급사업이 국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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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최근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추가되었으나, 암질환, 만성 폐

색성 폐질환, 폐렴, 요양병원등으로 영역을 확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외래에서도 고혈압, 당뇨병에 한 관리를 상으로 하고 있으나, 만성신

부전 등 혈액투석기관으로 확 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입원, 외래 모

두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해 지속적으로 고려

해야 하겠다.

둘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평가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성과보상 지불제도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료수집에 한 별도 보상 등을 

통해 의료기관 제출 부담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향후 단일 질병 중심에서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급성기 뇌졸중 등 심뇌혈관 통합평가 체계로 확 하거

나 기관단위 평가로 확 하여 VBP 확장을 위한 포괄적인  모형 개발 시 

기존 성과보상 지불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 

종류별로 건강보험 기준수가에 의료기관 유형별로 최고 30%까지 진료비

를 가산하는 제도인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제도와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질적 보장을 위해 간호인력확보 수

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정신과 의료기관의 인

력 가산제와의 고려가 필요하겠다.

추가적으로 독립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균형적인 논의·결정

과정을 통한 의료의 질 개선에 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실질적으

로 의료 질 개선의 첨병인 의료기관에 한 보상기전으로써 요양급여비

용의 인센티브 모델을 개발·도입하여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의

료의 질 향상을 조화롭게 달성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보건의료환경에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시행되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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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

도로 정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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