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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고혈압 및 당뇨병 양호 의원 명단(3년 연속 포함)

[1]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

□ 심사평가원 누리집 이용방법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이용방법

○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설치 > 병원평가정보

                                  

- 2 -

[2]

시도별 고혈압 및 당뇨병 양호 의원 분포 현황

□ 시도별 양호 의원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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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

시도

전체 개설

의원수

(A)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모두 

평가대상

(B)

양호기관

(C)

비율

(C/B)

평가대상

(D)

양호기관

(E)

비율

(E/D)

양호기관

(F)

비율

(F/A)

전체 32,169 19,015 6,320 33.2 14,447 3,920 27.1 2,684 8.3

서울 8,512 4,242 1,192 28.1 3,037 790 26.0 530 6.2

부산 2,373 1,347 432 32.1 1,013 286 28.2 189 8.0

인천 1,553 994 345 34.7 759 235 31.0 169 10.9

대구 1,785 1,094 347 31.7 777 272 35.0 192 10.8

광주 949 539 172 31.9 420 97 23.1 66 7.0

대전 1,077 622 217 34.9 477 130 27.3 89 8.3

울산 607 363 144 39.7 263 88 33.5 67 11.0

경기 6,956 4,157 1,361 32.7 3,139 900 28.7 621 8.9

강원 762 504 199 39.5 402 121 30.1 87 11.4

충북 880 605 229 37.9 481 105 21.8 78 8.9

충남 1,071 756 272 36.0 617 158 25.6 107 10.0

전북 1,157 747 256 34.3 608 157 25.8 96 8.3

전남 944 690 311 45.1 591 101 17.1 78 8.3

경북 1,286 926 337 36.4 758 212 28.0 132 10.3

경남 1,638 1,053 381 36.2 832 209 25.1 143 8.7

제주 437 263 93 35.4 198 48 24.2 34 7.8

세종 182 113 32 28.3 75 11 14.7 6 3.3

□ 시도별 3년 연속 양호 의원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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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

시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 모두

2018년 

양호기관

(A)

3년 연속 

양호기관

(B)

비율

(B/A)

2018년 

양호기관

(C)

3년 연속 

양호기관

(D)

비율

(D/C)

2018년 

양호기관

(E)

3년 연속 

양호기관

(F)

비율

(F/E)

전체 6,320 3,880 61.4 3,920 2,390 61.0 2,684 1,372 51.1 

서울 1,192 696 58.4 790 484 61.3 530 259 48.9 

부산 432 269 62.3 286 185 64.7 189 96 50.8 

인천 345 231 67.0 235 140 59.6 169 90 53.3 

대구 347 242 69.7 272 178 65.4 192 112 58.3 

광주 172 103 59.9 97 59 60.8 66 36 54.5 

대전 217 141 65.0 130 73 56.2 89 44 49.4 

울산 144 96 66.7 88 52 59.1 67 37 55.2 

경기 1,361 795 58.4 900 520 57.8 621 299 48.1 

강원 199 126 63.3 121 80 66.1 87 39 44.8 

충북 229 132 57.6 105 66 62.9 78 39 50.0 

충남 272 168 61.8 158 92 58.2 107 54 50.5 

전북 256 146 57.0 157 100 63.7 96 49 51.0 

전남 311 179 57.6 101 51 50.5 78 31 39.7 

경북 337 219 65.0 212 136 64.2 132 72 54.5 

경남 381 263 69.0 209 140 67.0 143 92 64.3 

제주 93 61 65.6 48 28 58.3 34 18 52.9 

세종 32 13   40.6 11 6   54.5 6 5   83.3   

□ 양호 의원 이용 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고혈압 당뇨병

의원 진료 
환자수

양호의원 이용 
환자수

비율
의원 진료 

환자수
양호의원 이용 

환자수
비율

2019년 4,019,905 2,551,047 63.5 1,557,072 837,279 53.8

2018년 3,834,851 2,280,335 59.5 1,447,719 733,677 50.7

평가초기 2,971,553 1,145,887 38.6  917,088 386,936 42.2

주. 평가초기: 고혈압 2010년 하반기(2차부터 공개), 당뇨병 201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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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14차)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목적

○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18년 7월 ~ 2019년 6월(2019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

○ 대상기관: 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한 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 대상상병: 고혈압(I10~I13) 주·부상병 전체

○ 대상환자: 고혈압 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단위 : 개소, 명, 건)

평가 대상기관 고혈압 진료환자 평가 대상자 처방건수

22,449 8,500,722 6,292,307 60,331,812

주 1. 평가 대상기관: 평가 대상자 1인 이상,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처방한 기관

   2. 고혈압 진료환자: 평가 대상기간 동안 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혈압강하제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인 만 30세 이상 환자(사망자 제외)

   3. 평가 대상자: 고혈압 진료환자 중 평가 대상기간 동안 단일기관만 이용한 환자

   4. 처방건수: 고혈압 상병의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의 처방건수

□ 평가지표

영역 지표명 평가방향 지표 설명

처방

지속성

처방일수율 
▲

평가 대상기간 중 고혈압 평가 대상자가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

처방지속군 비율
처방일수율이 80%이상인 고혈압 평가 대상자의 

비율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혈압강하제가 포함된 원외처방전 중, 동일성분군 

내 혈압강하제를 중복 처방한 처방전의 비율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 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 ▲
혈압강하제를 3성분군 이상 처방한 원외처방전 중, 

이뇨제가 포함된 처방전의 비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

혈압강하제 2성분군만 처방한 원외처방전 중, 

권장되지 않는 병용이 처방된 처방전의 비율
주. 평가방향: (▲)높을수록 좋은 지표, (▼)낮을수록 좋은 지표

□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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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영역 지표명
평가 결과

전체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의료원

처방

지속성

처방일수율 91.0 94.4 92.2 89.1 87.9 90.3 91.1 91.0 89.7

처방지속군 비율 86.0 91.1 87.6 82.3 79.7 85.1 86.3 86.1 84.3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38 0.72 0.73 0.62 0.69 0.29 0.21 0.47 0.26

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 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
85.24 79.31 75.55 78.15 82.11 86.45 86.80 91.66 85.36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1.18 4.94 3.39 1.41 1.83 0.93 0.84 0.51 0.98

□ 양호 의원 공개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되, 일차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혈압 환자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양호 의원을 공개

○ 의원 19,015개소 중 6,320개소(33.2%) ‘양호’ 기관 공개

   * 선정기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 의원을 대상으로 처방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수준(의원 하위 10%) 미만인 

기관 제외. 단, 처방 지표 결과 값이 2개 이상 없는 기관 제외

○ 평가 대상기간별 양호 의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년 7월

~
2015년 6월

2015년 7월
~

2016년 6월

2016년 7월
~

2017년 6월

2017년 7월
~

2018년 6월

2018년 7월
~

2019년 6월

평가대상 의원수 17,725  18,083 18,370 18,308 19,015

양호 의원수 4,698 5,086 5,538 5,711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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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뇨병(8차)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목적

○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합병증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18년 7월 ~ 2019년 6월(2019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

○ 대상기관: 외래에서 당뇨병 상병으로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한 기관

   * 종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 대상상병: 당뇨병(E10~E14) 주·부상병 전체

○ 대상환자: 당뇨병 상병으로 외래를 이용한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단위 : 개소, 명, 건)

평가 대상기관 당뇨병 진료환자 평가 대상자 처방건수
17,424 3,262,079 2,628,699 26,897,706

주 1. 평가 대상기관: 평가 대상자 1인 이상,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처방한 기관

   2. 당뇨병 진료 환자: 평가 대상기간 이전 1년에 혈당강하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 중 평가 대상기간 동안 당뇨병 

상병으로 외래 방문 횟수가 2회 이상인 환자(사망자 제외)

   3. 평가 대상자: 당뇨병 진료환자 중 평가 대상기간 동안 단일기관만 이용한 환자

   4. 처방건수: 당뇨병 상병의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의 처방건수

□ 평가지표

영역 지표명 평가방향 지표 설명

치료

지속성

외래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

매분기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비율

처방

지속성
처방일수율

평가 대상기간 동안 경구 혈당강하제 처방이 이루어진 

일수의 비율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 중 동일성분군 중복이 발생한 

처방전의 비율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 중 4성분군 이상이 처방된 비율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
평가 대상자 중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지질 검사 시행률 평가 대상자 중 지질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안저 검사 시행률 평가 대상자 중 안저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주 1. 평가방향: (▲)높을수록 좋은 지표, (▼)낮을수록 좋은 지표

   2. 검사 시행률: 평가 대상기관 및 타기관의 입원·외래에서 시행한 검사 포함(지질 검사는 국가건강검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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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단위 : %) 

영역 지표명
평가결과

전체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의료원

치료

지속성

외래방문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84.2 51.0  75.9  87.4  88.0  93.1  89.1  87.9  87.1  

처방지속성 처방일수율 91.0  93.9 92.2 88.5 88.6 90.3 91.5 91.0 89.3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12  0.11 0.10 0.17 0.24 0.11 0.18 0.30 0.12 

4성분군 이상 처방률 1.16  1.11 1.50 1.96 1.24 1.01 1.42 1.34 2.03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84.6  94.6 90.3 84.5 56.9 82.2 54.1 29.8 69.4 

지질 검사 시행률 76.7  87.0 82.7 78.4 49.4 73.6 55.3 37.5 65.9 

안저 검사 시행률 46.1  63.4 54.2 38.7 30.2 41.0 40.7 39.0 44.4 

□ 양호 의원 공개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되, 일차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뇨병 환자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양호 의원을 공개

○ 의원 14,447개소 중 3,920개소(27.1%) ‘양호’ 기관 공개

   * 선정기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평가 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기관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기관 선정, 처방 

및 검사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수준(의원 하위 10%, 다만 당화혈색소 검사는 75%) 

미만인 기관 제외

○ 평가 대상기간별 양호 의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4년7월

~
2015년6월

2015년7월
~

2016년6월

2016년7월
~

2017년6월

2017년7월
~

2018년6월

2018년7월
~

2019년6월

평가대상 의원수 13,616 13,777 14,049 14,182 14,447

양호 의원수  2,664  2,978  3,313  3,549 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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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 가산지급 사업 개요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지급

-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기관 인센티브(2012.7.1. 시행)

    ※ 관련근거: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7호, ’17.6.15.)

□ 고혈압·당뇨병 가산지급 현황

○ 2018년 양호기관 중 7,236개소에 약 188억 원 지급 예정(전년 대비 604개소, 20억 원↑)

(단위 : 개소, 원)

평가 연도 대상 의원 총 금액 기관당 평균 금액 기관당 최소/최대 금액
2018년 7,236 188억 260만

최소 10만 ~ 최대 1,260만
 ※ (질환별) 최소 금액: 10만

             최대 금액: 630만

2017년 6,632 168억 254만
2016년 6,404 158억 246만
2015년 5,950 143억 240만
2014년 5,571 130억 233만

주. 양호기관 중 행정처분 등 제외

○ 고혈압·당뇨병 가산지급 구간별 금액(관리환자수 구간별 지급 금액에 따라 지급)

(단위 : 명, 원)

구분 관리환자수
지급 금액

기본금액 구간별 지급 금액 최종 지급 금액
기본금액 30명 미만

100,000  

0 100,000

기본금액

+

구간별 지급 금액

30 ≤ n ≤ 50 200,000 300,000
 50 < n ≤ 100 500,000 600,000
100 < n ≤ 150 800,000 900,000
150 < n ≤ 200 1,100,000 1,200,000
200 < n ≤ 250 1,400,000 1,500,000
250 < n ≤ 300 1,700,000 1,800,000
300 < n ≤ 400 2,000,000 2,100,000
400 < n ≤ 500 2,600,000 2,700,000
500 < n ≤ 600 3,200,000 3,300,000
600 < n ≤ 700 3,800,000 3,900,000
700 < n ≤ 800 4,400,000 4,500,000

800 < n ≤ 1,000 5,000,000 5,100,000
n > 1,000 6,200,000 6,300,000

주. 관리환자수: 건강보험 단일기관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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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16차) 적정성 평가기준 개선 안내

□ 추진 배경

○ 고혈압 진료지침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 평가기준 개선

- 그간 적정성 평가를 통해 꾸준히 질 향상이 이루어진 처방 관련 지표 

등을 정비하고,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기본검사 시행을 평가

2013년 고혈압 진료지침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

치료 시작 전 시행해야 할 기본 검사는 반드시 시행 기본검사는 적어도 진단 시점 및 매 1년 마다 시행

□ 변경 내용

○ (평가지표) 처방·방문 영역 지표 종료, 검사 영역 지표의 평가지표 전환

- (양호 의원 선정) 해당 평가자료 심층 분석 후 논의·적용 예정

구분 평가지표 변경 내용
양호기준

(의원 대상)

처방지속성
처방일수율

유지 80% 이상
처방지속군 비율

기본검사

실시

혈액 검사 실시 비율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

관련 현황 

심층 분석 후 논의
요 일반 검사 실시 비율
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

주 1. (대상자) 신규환자 → 검사 평가 대상자 (고혈압 진료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 동안(1년) 1개 기관만 이용한 환자)

   2. 검사는 평가 대상기관 및 타기관 입원·외래에서 시행한 검사내역이 청구된 명세서 포함

□ 적용시기

○ 2020년(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 (16차 평가) 2020년 7월 ~ 2021년 6월 고혈압 외래 진료분

    ※ 2021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청구명세서 활용

☞ 안내 사항: 고혈압 평가세부기준은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4211번’」

②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알림방 > 평가알림방 」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