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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혈압(12차) 적정성 평가

1. 평가개요

❏ 평가배경 및 필요성

❍ 고혈압은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30세 이상에서 약 29.1%, '16년)이며,

고혈압 환자는 약 779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혈압강하제의 지속적

복용 등 적정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이환 및 사망을 50%까지 감소

시킬 수 있음(WHO, 2007)

❍ 고혈압 질환의 인지율은 68.9%, 조절률(치료자 기준)은 70.8%로 치료율 

및 조절률 제고가 필요

❏ 평가목적

❍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환자관리 질 향상을 도모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 평가대상

대상기관
 고혈압을 주․부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제외대상 : 한방기관, 치과, 서면청구기관 등)

대상기간 및 자료
 2016년 7월~2017년 6월 진료분 중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가 있는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2017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

대상환자

 평가대상 기간 동안 고혈압 상병(I10~I13, 주․부 전체)으로 외래에서 

혈압강하제를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혈압강하제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인 만 30세 이상 환자(사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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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영역 지표명 지표설명 결과해석

처방

지속성

처방일수율 
평가대상기간 중 고혈압 진료환자가 혈압강

하제를 처방받은 일수의 비율
높을수록 

좋음

처방지속군 비율
처방일수율이 80%이상인 고혈압 진료 환자

의 비율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혈압강하제가 포함된 원외처방전 중, 동일성분군 

내 혈압강하제를 중복 처방한 처방전의 비율

낮을수록 

좋음

심·뇌혈관

질환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
혈압강하제를 3성분군 이상 처방한 원외처방전 

중, 이뇨제가 포함된 처방전의 비율

높을수록 

좋음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혈압강하제 2성분군만 처방한 원외처방전 

중, 권장되지 않는 병용이 처방된 처방전의 

비율

낮을수록 

좋음

주 1.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은 2011년 하반기부터 동일 성분 의약품의 병용시 중복산출 제외로 조건변경
   2. 이뇨제 병용 투여율은 2012년 상반기부터 혈압강하제 2성분군 이상에서 3성분군 이상 원외처방전 대상으로 변경

<처방지속성 지표 관련 참고사항>

 ※ 2003년 WHO 등에 의하면,

  - 혈압조절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압약의 낮은 복약 때문으로, 복약률을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지속적 복용을 강조하고 있다.

  - 환자가 처방된 혈압약을 80% 이상 복용하면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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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기관수
1)

고혈압 진료 환자수
2)

처방지속성 환자수
3)

처방건수
4)

21,720 7,791,988 5,721,663 57,657,390

2. 평가결과

❏ 평가대상 현황
(단위 : 개소, 명, 건)

❏ 평가결과

❍ 처방지속성 :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 처방일수율 : 전체 90.4%

- 처방지속군 비율 : 전체 84.8%

❍ 처방 :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이뇨제 병용 투여율 전년대비 감소, 추이 관찰 필요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전체 0.41%

-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이뇨제 병용 투여율 : 전체 85.73%

- (심·뇌혈관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 전체 1.21%

(단위: %)

지표명
평가결과

전체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의료원

처방일수율 90.4 94.0 91.3 88.2 87.2 89.7 90.3 90.5 88.3 

처방지속군 비율 84.8 90.4 85.7 80.8 78.6 83.9 84.9 85.5 78.0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41 0.73 0.79 0.65 0.79 0.31 0.33 0.44 0.36 

심·뇌혈관질
환 등의 동
반상병이 없
는 경우

이뇨제 
병용 투여율

85.73 80.52 76.36 78.47 84.10 86.73 88.09 92.14 89.12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1.21 5.19 3.36 1.47 1.61 0.97 0.95 0.53 0.79 

1) 평가대상자가 1인 이상 또는 고혈압 상병의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

2) 평가대상 기간 동안 고혈압 상병(I10~I13, 주․부 전체)으로 외래에서 혈압강하제를 2회 이상 원외처방 받고, 혈압강하제 총 

투여일수가 7일 이상인 만 30세 이상 환자 (사망자 제외)

3) 고혈압 진료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 동안 단일 기관만 이용한 환자

4) 고혈압 상병의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의 처방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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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별 전체 결과 변이

❍ 평가결과 ‘처방지속군 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최소 0%, 최대 100%로, 기관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주 1.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은 평가대상자 10명 이상인 기관

2.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혈압강하제 처방건수 30건 이상인 기관

3. 이뇨제 병용 처방률은 혈압강하제 처방건수 30건 이상, 동반상병이 없는 3성분군 이상 처방건수 10건 이상인 기관

4.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은 혈압강하제 처방건수 30건 이상, 동반상병이 없는 2성분군 처방건수 10건 이상인 기관

❏ 처방일수율 구간별 기관분포

     

(단위 : 기관, 명, %)

구간 기관수 환자수

전체 20,778 (100.0) 5,721,663  (100.0)

20%미만 66 (0.3) 27,122 (0.5)

20%이상 40%미만 191 (0.9) 95,206 (1.7)

40%이상 60%미만 601 (2.9) 229,737 (4.0)

60%이상 80%미만 1,779 (8.6) 517,219 (9.0)

80%이상 90%미만 9,855 (47.4) 729,548 (12.8)

90%이상 100%이하 8,286 (39.9) 4,122,831 (72.1)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점유율임

    고혈압 진료 환자 중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단일 기관만 이용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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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2014년7월
~

2015년6월

2015년7월
~

2016년6월

2016년7월
~

2017년6월

평가대상 

의원수
17,54317,58317,41617,38317,46917,60317,69017,739 17,725  18,083 18,370

양호

기관수
4,158 4,526 4,436 5,232 5,059 5,671 5,086 5,176 4,698 5,086 5,538

구분 양호기관 없는 시군구

2016년 인천(옹진군), 경북(영양군)

2017년 인천(옹진군), 경북(영양군)

3. 양호기관(의원) 선정기준 등

❏ 양호기관 선정기준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되, 

 일차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혈압 환자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양호기관을 공개

○ 단일기관 이용 환자 30명 이상인 의원 중, 처방지속성 영역의 평가지표 

결과가 양호한 기관(80% 이상)을 대상으로, 처방 영역의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을 제외

처방지속성 영역 지표

양호기관
―

처방 영역 지표

기준 이하 기관
〓 양호기관

❏ 양호기관 없는 시군구

  

❏ 평가차수별 양호기관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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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6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1. 평가개요

❏ 평가 배경 및 필요성

❍ 당뇨병 사망원인 순위 및 당뇨병 입원율이 높음

      ＊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 : ′16년 당뇨병 사망원인 순위 6위 (통계청, 2017)
      ＊ 인구 10만 명당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 수 : 한국 281.0명, OECD 평균 137.2명(OECD, 2017)

❍ 당뇨병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래 당뇨병 환자는 약 285만명(‘16년 하반기~’17년 상반기)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약 4,736억원으로 전년대비 12.31%증가(출처: 진료비통계지표, 건강보험)

- (평가대상)원외처방약품비는 7,721억원으로 전년대비 13.2%증가함

❍ 적정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음

      ＊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위험 감소(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11)

 당화혈색소 1% 감소 ⇒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 40% 감소
 LDL 콜레스레롤 조절 개선 ⇒ 심혈관 합병증 20%~50% 감소
 당뇨병성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 ⇒ 심각한 시력상실 50%~60% 감소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 ⇒ 신기능 감소를 30%~70% 예방

❏ 평가목적

❍ 당뇨병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뇌졸중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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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대상 기관 당뇨병 상병(E10~E14, 주․부상병) 또는 혈당강하제5)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기관
(제외대상 : 한방기관, 치과, 서면청구기관 등)

대상 기간 및 자료
평가대상 기간6) 동안 당뇨병 상병 또는 혈당강하제가 있는 외래 요양
급여비용 청구명세서(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2017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
단, 검사는 입원도 포함
※안저 검사는 평가대상 기간 및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7) 포함(2년)

대상 
환자

당뇨병 진료 
환자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에 혈당강하제를 처방(원외)받은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당뇨병을 주․부상병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있는 환자로, 사망발생이 없
고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인 환자

단일기관 
이용자

(평가대상자)
당뇨병 진료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외래 진료를 받은 기관이 1개이거나, 혈당강하
제 원외 처방전을 교부받은 기관이 1개인 환자

❏ 평가지표

영역 평가지표 지표설명 결과해석

치료
지속성

외래방문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매분기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비율 높을수록 

좋음처방지속성 처방일수율 평가대상 기간 동안 경구 혈당강하제 처방이 이루어진 
일수의 비율

처방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전 중 동일성분군 중복이 발생한 

처방전의 비율 낮을수록 
좋음4성분군 이상 처방률 혈당강하제 원외 처방전 중 4성분군 이상이 처방된 비율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평가대상자 중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높을수록 
좋음지질 검사 시행률 평가대상자 중 지질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안저 검사 시행률 평가대상자 중 안저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 검사는 해당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서 실시한 검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

   (단, 지질 검사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포함)

5) (평가대상)혈당강하제 : 약효분류번호 396 당뇨병용제

6) 평가대상 기간 : 2016.7.1~2017.6.30

7)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 : 2015.7.1~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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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 평가대상 현황

평가대상
기관수8) 당뇨병환자수9) 치료지속성 환자수10) 처방건수11)
16,960 2,845,850 2,262,309 24,930,187

(단위 : 개소, 명, 건) 

❏ 평가결과

❍ 치료지속성 및 처방 영역은 전반적으로 양호, 종별 편차 있어 추이 관찰 필요

- 치료지속성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환자 비율 : 전체 85.8%

처방일수율 : 전체 90.3%

- 처방 :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 전체 0.19%

4성분군 이상 처방률 : 전체 0.87%

❍ 검사 영역은 전반적으로 낮아, 검사 시행의 지속적 관리 필요

- 검사 :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 전체 81.1%

지질 검사 시행률 : 전체 79.0%

안저 검사 시행률 : 전체 44.4%

지표명
평가결과

전체 상급 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85.8 58.2 78.5 88.5 89.0 93.3 90.1 88.2 83.9 
처방일수율 90.3 93.3 91.2 87.7 88.4 89.6 90.8 90.4 88.0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0.19 0.13 0.14 0.21 0.38 0.19 0.31 0.30 0.14 
4성분군 이상 처방률 0.87 0.81 1.07 1.66 0.86 0.75 1.05 0.95 2.01 
당화 혈색소 검사 시행률 81.1 93.4 87.4 80.6 55.2 77.6 69.7 34.3 70.6 
지질 검사 시행률 79.0 88.1 83.7 79.4 56.4 76.4 70.0 53.5 76.0 
안저 검사 시행률 44.4 63.4 52.9 36.8 29.4 38.8 39.0 37.2 44.0 

(단위 : %) 

8) 단일기관이용자 1인 이상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건이 30건 이상인 기관

9) 평가대상 기간 이전 1년에 혈당강하제를 처방 받은 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에 당뇨병을 주 ․ 부상병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외래 방문횟수가 2회 이상인 환자(사망자 제외)

10) 당뇨병 진료 환자 중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단일 기관만 이용한 환자

11)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 기관의 처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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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지표별 전체 결과 변이

❍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소 0.0%, 최대 100%로 종별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치료지속성 및 검사는 평가대상자 10명 이상, 처방은 원외처방전 30건 이상에서 산출]

❏ 처방일수율 구간별 기관분포

     

(단위 : 기관, 명, %)

구간
2016년

기관수 환자수

전체 16,070 (100)     2,205,701 (100)
20%미만 62 (0.4)         18,841 (0.9)

20%이상 40%미만 137 (0.9)         38,407 (1.7)
40%이상 60%미만 295 (1.8)         80,073 (3.6)
60%이상 80%미만 1,223 (7.6)       192,489 (8.7)
80%이상 90%미만 7,096 (44.2)       275,223 (12.5)
90%이상 100%이하 7,257 (45.2)     1,600,668 (72.6)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점유율임
    당뇨병 진료 환자 중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단일 기관만 이용하고 입원일수 90일 이상인 환자  

 및 평가대상기간 동안 주사혈당강하제만 원외 처방받은 환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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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호기관 없는 시군구

2016년
인천(옹진군), 강원(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양양군), 전북(부안군), 

전남(신안군, 완도군), 경남(산청군), 경북(군위군)

2017년
인천(옹진군), 강원(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화천군), 전남(신안군, 

완도군), 경북(영양군, 의성군), 경남(산청군)

3. 양호기관(의원) 선정기준 등

❏ 양호기관 선정기준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되, 

 일차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뇨병 환자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양호기관을 공개

○ 평가대상자가 30명이상이고, 4개 평가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사)을 

모두 평가받은 의원 중,

- [치료지속성 평가] 지표가 양호한 기관(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을 선정하되,

- [처방과 검사 평가] 지표가 일정수준 미만인 기관(하위 10%, 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75%)은 제외하여 양호기관 선정

❏ 양호기관 없는 시군구 현황

❏ 평가차수별 양호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7년*

평가대상 의원수 13,361 13,435 13,543 13,616 13,777 14,049

양호기관수 2,541 2,985 3,110 2,664 2,978 3,313   

* 하반기~상반기(1개년)

 ’15년 4차 평가부터 당화혈색소의 양호기준은 ‘평균(59.4%)’에서 ‘75%’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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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구분
고혈압 당뇨병

의원진료
환자수

양호기관
이용환자수

비율
의원진료
환자수

양호기관
이용환자수

비율

2017년 3,644,160  2,162,189  59.3 1,349,858 659,345 48.8

2016년 3,489,758 1,953,191  56.0 1,275,360 576,020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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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기관, %)

구분

전체개설

의원 수15)

(A)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 모두 

평가대상

(B)

양호기관

(C)

비율

(C/B)

평가대상

(D)

양호기관

(E)

비율

(E/D)

양호기관

(F)

비율

(F/A)

전체 30,689 18,370 5,538 30.1 14,049 3,313 23.6 2,194 7.1 

서울 8,086  4,120 1,036 25.1 2,946 700 23.8 435 5.4 

부산 2,265  1,315 392 29.8 996 241 24.2 158 7.0  

인천 1,492  962 304 31.6 739 193 26.1 131 8.8  

대구 1,700  1,060 330 31.1 764 241 31.5 170 10.0  

광주 912  525 143 27.2 413 81 19.6 52 5.7  

대전 1,053  624 191 30.6 475 102 21.5 69 6.6  

울산 592  351 126 35.9 262 65 24.8 54 9.1  

경기 6,517  3,921 1,131 28.8 3,003 721 24.0 473 7.3  

강원 737  491 166 33.8 389 109 28.0 63 8.5  

충북 845  582 190 32.6 469 100 21.3 72 8.5  

충남 1,053  740 247 33.4 602 127 21.1 81 7.7  

전북 1,134  737 218 29.6 598 137 22.9 84 7.4  

전남 931  685 278 40.6 594 86 14.5 65 7.0  

경북 1,256  915 318 34.8 744 179 24.1 117 9.3  

경남 1,592  1,024 369 36.0 812 184 22.7 130 8.2  

제주 390  239 75 31.4 182 36 19.8 30 7.7  

세종 134  79 24 30.4 61 11 18.0 10 7.5  

[3]

❏ 고혈압․당뇨병 평가 양호(우수)기관 지역별 현황

주. 평가대상 : 단일기관 이용환자 1인 이상 또는 해당 약제의 원외처방전이 30건 이상인 기관(의원)

❏ 양호기관 이용 환자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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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