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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1차 적정성평가 결과

1. 배경 및 목적

○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천 만명 이상의 신규환자 발생과 160만여명이 사망

하는 등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감염질환 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

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임1)

      
       *국내 결핵 신환자수: (’11년) 39.557명 → (’17년) 28,161명 → (’18년) 

26,433명

   

< OECD회원국 결핵지표(’17년) >

                                                             (단위: 명 / 인구 10만명 당)

순위 발생률 사망률

1위 한국 (70.0) 한국 (5.0)

2위 라트비아 (32.0) 라트비아 (3.7)

3위 멕시코 (22.0) 칠레 (2.8)

OECD 평균      11.0 0.9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재발) 

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음 

  ○ 이에 국가단위 결핵 적정성평가로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국가 

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2. 평가 대상 

○ 대상기간 : ’18.1월~6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

○ 대상환자 : ’18.1월~6월 질병관리본부 확정 결핵 신환자

○ 대상기관 :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외래 또는 입원 청

1)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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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발생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

3. 평가 기준

 ○ 평가지표 : 6개 과정지표로 구성

구 분 지표명 지표 설명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항산균도말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항산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환자 비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호흡기결핵 신환자 중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한 환자 비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 신환자 중 초치료 표준처방을 
준수한 환자 비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결핵 신환자의 지속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평균 내원 비율

약제 처방 일수율
결핵 신환자의 결핵 약제를 처방 받은 
일수의 비율

4. 평가 결과

가. 일반현황

  ○ 평가대상 현황 : 620기관, 10,297건

  ○ 성별 현황 : 남자 58.2%, 여자 41.8%로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음

  ○ 연령별 현황 : 70세 이상(37.%), 50대(16.8%), 60대(15.9%), 40대(11.7%),

30대이하 (18.7%) 순임

 나. 평가지표별 결과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9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이 8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 -

【평가지표별 결과】
  (단위: %)

구 분 지표명 전 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96.1 96.0 94.1 90.7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96.6 96.2 85.9 87.1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94.3 94.4 80.9 64.7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96.4 97.2 96.0 93.4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87.3 88.7 88.0 89.3

약제 처방 일수율 95.9 96.4 95.8 93.4 94.6

다.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PPM*기관이 Non-PPM 기관에 비해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남

*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 Public Mixed) 결핵관리사업」

: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철저한 환자관리를 지원
하는 등 민간의료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사업

- ’18년 127개 기관(상급종합 42개, 종합병원 82개, 병원 3개)

【결핵관리 유형별 결과】

  (단위: %)

구분 지표명 전체 PPM기관 Non-PPM기관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95.8 96.3 94.5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95.5 97.0 91.0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0 94.7 87.7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 96.7 97.1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88.2 88.1 88.3

약제 처방 일수율 95.9 96.4 94.4

라. 지역별 결과

○ 인천, 대구, 울산 지역은 6개 평가지표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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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울산 > 대전 > 광주 순임

○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대전 > 울산 > 인천 순임

○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대구 > 전북 > 울산 순임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울산 > 경기 > 대전 순임

○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인천 > 울산 > 대구 순임

○ 약제 처방 일수율은 대전 > 인천 ․전북 순임

【지역별 결과】
  (단위: %)

지역

대상 신환자수 평가결과

PPM Non-PPM
항산균도말

검사실시율

항산균배양

검사실시율

핵산증폭

검사실시율

초치료표준

처방준수율

결핵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

전체 7,802 (75.8) 2,495 (24.2) 95.8 95.5 93.0 96.8 88.2 95.9

서울 2,259 (89.2) 273 (10.8) 95.6 96.4 92.7 96.7 86.2 95.6 

부산 464 (63.8) 263 (36.2) 95.2 96.4 95.2 96.1 89.3 96.5 

인천 416 (79.2) 109 (20.8) 97.7 97.3 93.5 96.7 91.3 96.7 

대구 634 (87.7) 89 (12.3) 97.4 96.7 96.4 97.2 90.5 96.5 

광주 234 (63.2) 136 (36.8) 97.9 95.5 94.3 96.5 88.5 96.0 

대전 301 (87.0) 45 (13.0) 98.4 98.1 95.9 97.5 86.3 98.2 

울산 202 (86.0) 33 (14.0) 98.5 98.0 96.0 98.1 90.8 96.6 

경기 1,485 (74.4) 511 (25.6) 96.5 95.3 92.7 97.9 89.8 95.8 

강원 323 (83.5) 64 (16.5) 96.5 95.7 91.6 94.9 86.2 95.3 

충북 125 (53.4) 109 (46.6) 95.2 92.8 86.0 96.8 86.3 95.2 

충남 192 (62.7) 114 (37.3) 95.3 95.7 90.9 94.4 87.2 95.0 

전북 243 (68.3) 113 (31.7) 92.2 91.6 96.3 96.0 88.8 96.7 

전남 165 (46.2) 192 (53.8) 85.8 93.2 89.4 95.1 87.2 94.3 

경북 315 (71.1) 128 (28.9) 96.7 92.9 93.4 96.8 88.5 96.0 

경남 341 (55.4) 274 (44.6) 95.6 91.8 88.9 97.0 87.2 95.0 

제주 103 (71.0) 42 (29.0) 97.1 97.1 94.2 97.0 85.5 95.8 

주) 세종시의 경우 대상건수 없음

마.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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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단위* 평가결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

- 평가지표별, 요양기관 종별, 결핵관리 유형별, 지역별 결과 

*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만 통보

○ 해당 기관의 평가결과 서면 안내문 발송 및 E-평가 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

에 안내 

- 해당기관 평가결과와 전체 및 종별, 지역별 평균 등 비교 정보 제공

5. 향후 계획

   ○ 평가결과 요양기관 설명회 및 질 향상 활동

   ○ 2차 평가 추진(’19.1월 ~ ’19.6월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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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확인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수행항목 > 기타 > 결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