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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심사(Peer Review)

2004. 6. 30
이 진 용

1. 동료심사의 정의
◦동료심사(peer review)의 정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동료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여 자신의 의
료행위가 동료들에 비해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 의료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표적인 경우로는 미국에서 진단명기준 환자군(Diagnosis Related Groups, DRG) 제도가
실시된 이후 의료의 질을 정기적으로 검토․심사하여 적정 의료수준을 보장하고자 조직된 동
료심사기구(Peer Review Organization, 이하 PRO로 줄여서 부름)에서 수행하는 평가활동을
들 수 있음.1)

2. PRO와 SuperPRO
◦의료기관들의 지불요구를 심사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한 조직은 PRO로 의료재정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2)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음.
◦의료기관들의 지불요구를 심사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한 조직은 PRO로 의료재정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3)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음.
◦PRO로 계약을 맺는 조직은 영리 조직일 수도 있고 비영리 조직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PRO는 PSRO를 모체로 하고 있음.
◦심사를 하기 위해 PRO는 의료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PRO 지도위
원회(governing board)는 의사, 병원 대표, 소비자 대표로 구성됨.
◦HCFA와 PRO의 계약은 정액제로 이루어진다. 계약은 경쟁적 입찰로 정해지는데 한 주에서
한 개 이상의 조직이 경쟁을 하며, 3년에 한 번씩 갱신됨.
◦PRO의 활동은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되고 계약이 새롭게 갱신됨.
◦PRO의 준수규칙: HCFA가 제시하는 요구사항
1) Huffman EK. Medical Record Management. 9th ed., Physician's Record Co, Berwyn, 1990.
2)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Medicare와 Medicaid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th and Human
Servieces. DHHS)산하의 기구이다. 현재 미국인 5명 중 한 명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3)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Medicare와 Medicaid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th and Human
Servieces. DHHS)산하의 기구이다. 현재 미국인 5명 중 한 명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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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의사의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거부하는 결정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② 의료의 질을 심사하거나 제재를 하는 과정에는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사와 비의사 심사자들이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의료기관에 상당한 개인적 혹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검토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④ 의료 시술과 진단에 관한 결정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입원 거부나 불량한 질 판정을 재고하는 것은 위원회가 신임을 준 해당 전문분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기술적인 코딩 문제는 ICD-CM coding을 훈련받은 경험자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⑦ 비의사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심사할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의사 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한편 전문직 간호사에 의한 전문가 심사(expert review)의 요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음.
◦HCFA 심사의 대상은 현재 진료 뿐 아니라 간호업무까지를 포함하는데 심사에 의해 경고를
받은 문제들의 40%는 간호업무(낙상, 투약오류, 병원 감염, 욕창 등)와 관련되어 있음.
◦SuperPRO:

PRO가 행하는 의학적 결정의 정확성을 판정하기 위해 HCFA는 독립적 조직인 SuperPRO
와 계약을 맺는다. 아울러 SuperPRO는 비의사 심사자들이 의사의 심사가 요구되는 사례들
을 의뢰할 때 PRO 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6개월
마다 각 PRO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400개의 사례들이 SuperPRO에 의해 심사된다. PRO는
SuperPRO가 심사할 사례들에 관해 통보를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의무기록의 사본을 확보
하여야 한다. SuperPRO는 대개 PRO의 심사가 정확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문제를 발견
하고 심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의무기록이 심사될 때마다 의학적 판단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코드 부여에 있어서도 PRO와 SuperPRO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SuperPRO가 심사하는 사례들 중 약 10%에서 PRO와 다른 DRG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PRO가 HCFA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으면 SuperPRO의
결정은 PRO의 결정을 무효로 만든다.

3. PRO의 심사내용
가. 후향적 심사(Retrospective Review)
◦PRO의 의무기록 심사는 HCFA에서 개발한 질 선별 기준에 맞추어 일반적으로 심사 간호사
들이 먼저 검토.
◦사례 중 부적절한 퇴원(퇴원 시 불안정 상태, 준비되지 않은 퇴원), 병원 감염, 예기치 못한
재수술, 병원내 상해 등의 문제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며,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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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PRO의 의사 평가자들에게 검토를 의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PRO의 의사 평가자들은 자신들의 임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질 문제
여부를 평가함.4)
◦후향적 심사의 일반적인 절차

• 입원
⇨ 퇴원
⇨ 중간지불기관(Fiscal intermediary FI)에 의한 진료비 지불
⇨ 주어진 기간(대개 한 달)동안 지불된 모든 청구서에 대한 전산자료를
중간지불기관에서 PRO로 이송
⇨ 후향적으로 심사될 청구서의 선정
⇨ PRO에 의한 청구서 검토
⇨ 필요시 선정된 증례의 의무기록을 병원에 요청
⇨ 간호사에 의한 선별 심사(질 문제 발견을 위해 고안된 심사기준
(review criteria)을 사용)
⇨ PRO 의사에 의한 묵시적 심사(implicit review) 수행

PPS Medicare 입원

입원확인

사례선택
(예: 15일 이내의 재입원)

초기 PRO 의무기록 심사

PRO 심사기준
(예: 일반적 질 선별)

PRO 의사심사

질 문제 발견

개입활동
지불거부
교육
심사강화
교정활동
제재조치

◦Texas Medical Foundation의 Screening Criteria Mannual 참조
4) Kelly JT et al. Quality review in the Peer Review Organization Program. Quality
Assurance and Utilization Review 19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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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시적 심사(Concurrent Review)
(1) 입원 전 심사(Preadmission Review)
◦어떤 지역에서 특정의 진단들은 표준적 진료행태(standard patterns of practice)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PRO는 그것들을 심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HCFA와 PRO의 계약에 따라 그 지역에서 가장 입원빈도가 높은 DRG의 목록에 근거해서
10가지 유형의 진단들이 선택되며, PRO는 입원 전에 이러한 증례들의 100%를 검토함.

- 담낭절제술
- 주요 관절 치환수술
- 전립선 절제술
- 자궁 적출술
- 영구적 심박동기 삽입술

(2) 시술 전 심사(Perpocedure Review)
◦어떤 지역에서 특정의 시술들은 표준적인 진료행태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PRO는 그것
들을 심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모든 PRO는 다음 시술들의 100%를 시술 시행 전에 심사함.

- 백내장적출술
- 경동맥내막절제술
- 다음 항목 중에서 선택된 8가지 시술
․ 담낭절제술
․ 주요 관절 치환술
․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CABG)
․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
․ 추간판절제술
․ 복합말초혈관재통(complex peripheral revasculization)
․ 자궁절제술
․ 건막류절제(bunionectomy)
․ 서혜탈장교정술(inguinal hernia repair)
․ 전립선절제술(proatatectomy)
․ 심박동기 삽입술(cardiac pacemaker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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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s Decision
To Use the Procedure
↓
Physician Contacts PRO Staff
Requesting Authorization
↓
Initial Level of Preprocedure
Review Using Explicit Review
Criteria

Request Complies
With Review Criteria

Requests Does Not Comply
With Review Criteria

↓

↓
Referred For Second Level of
Preprocedure Review
by Physician Advisers
Using Implicit Criteria

Authorization Granted

Additional Information from
Requesting Physician

Request Complies with Implicit
Criteria
↓
Authorization Granted

Request Complies with
Implicit Criteria
↓

Request Does Not Comply
with Implicit Criteria
↓

Authorization Granted

Authorization Denied

그림. 시술 전 심사과정

◦입원 전 심사나 시술전 심사는 예정된 입원이나 시술 48시간 전에 행해지며, 만약 심사를 하
지 못하면 그 사례는 지불전에 후향적 심사의 대상이 됨. 예정된 입원이나 시술이 거부되면
PRO는 그 사례를 토의하기 위해 의사 혹은 제공자와 접촉하여야 함.
◦첫 번째 거부 판정이 이루어지면 재심을 위한 요청을 3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예정된 진료
가 행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전 심사나 시술전 심사를 받은 모든 사례들에 대해 후향적
인 심사가 이루어짐.

4. 의료의 질 심사
(1) 입원 타당성 심사
(2) 퇴원 적절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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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전 24시간 이내의 수축기 혈압이 85 이하이거나 180 이상, 이완
기 혈압이 50이하 이거나 110 이상
∙ 퇴원 전 24시간 이내의 구강체온이 섭씨 38.3°이상(직장체온은 38.9°
이상)
∙ 퇴원전날 혹은 퇴원당일 맥박수가 분당 50회 이하이거나 110회 이상
∙ 설명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검사결과
∙ 퇴원 당일 시작된 정맥주사나 투약의 여부
∙ 퇴원 전 24시간 이내의 수술부위의 상처 배액(wound drainage)

(3) 의료의 질 심사
￭ 일반적 질 선별 기준(Generic Quality Screens)

1. 퇴원계획의 충분성(Adequacy of Discharge Planning)
: 퇴원시 환자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상태와 환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세운, 문서화된
퇴원계획이 있는가를 평가
2. 퇴원 시 환자의 의학적 안정성(Medical Stability of the Patient at Discharge)
: 안정성의 평가는 혈압, 체온, 맥박수, 비정상적인 검사결과, 정맥주사용 수액, 퇴원시 주
는 약, 상처의 농 배출 등을 포함
3. 사망(Deaths)
: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사망, 중환자실로의 이송후 24시간 이내의 사망, 응급실을 통한
입원 후 24시간 이내 사망, 예기치 않은 사망 등을 평가
4. 병원 감염(Nosocomial Infection)
: 입원 72시간후, 혹은 침습적 시술에 따른 감염으로 2도 이상의 체온상승으로 정의되는
병원 감염이 있었는가를 평가
5. 계획되지 않은 재수술(Unscheduled Return to Surgery)
: 동일 질환으로 동일 입원 내에 재수술을 받지는 않았는가를 평가한다. 반드시 수술실로
가지 않은 경우라도 환자의 침상 곁에서 행해진 수술부위의 봉합 등에 대해서도 심사
6. 병원내 상해(Trauma in the Hospital)
- 수술 승낙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술을 한 경우: 인체기관이나 신체의 일부를 절제하는
계획되지 않은 수술
- 부상을 초래한 낙상
- 마취로 인한 치명적 합병증 : 무산소증, 후두경련, 과민증, 약물흡입으로 인한 폐합병증,
24시간 이내의 재삽관, 수술중 또는 수술후 24시간 이내의 발작, 기타 마비나 부전증
- 수혈사고 또는 부작용 : 수혈후의 과민반응이나 잘못된 수혈로 인한 용혈, 중증의 순환
장애, 아나필락시성 반응, 혈액응고 합병증, 간염, 신부전 또는 심정지 등
- 욕창이 발생 했거나 악화 :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욕창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
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관리의 소홀한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음
- 입원한 이유와는 상관없는 심각한 혹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한 진료
- 주요 약물부작용, 심각한 해를 끼치는 투약실수 등

자료원: Hitel WP. PRO Experiences at a Florida community hospital. American Journal of
Hospital Pharmacy 1987;44(1).

- 6 -

￭ 의사의 동료심사(physician peer review) 항목

Medical Record Number ___________

Service ___________________

attend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C Date _________________

Circle number for appropriate indicator
1. None
2. AMA discharge
3. Death
4. Nosocomial infection
5. Cardiac/respiratory arrest
6. Complication from surgery
7. Myocardial infarction during hospitalization
8. Myocardial infarction within 48 hours of surgery
9. Neurologic deficit
10. Pulmonary embolism
11. Organ failure
12. Unplanned/partial removal or repair of normal organ body part during
operative procedure
13. Apgar score less than 7 at 5 minutes
14. OB hemorrhage requiring transfusion
15. OB laceration 3rd and 4th degree
16. Newborn injury
17. Stillborn(less than 20 weeks)
18. Pregnancy terminated at less than 20 weeks
19. Primary Ceasarean section
20. Admission within 7 days of emergency department visit
21. Unplanned hospitalization following ambulatory surgery
22. Readmission to hospital within 7 days
23. Transfer to ICU
24.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diagnosis differ

자료원 : Courtesy of Shades Hospital in the University of Florida, Ginesville. Flow

(4) DRG 배정의 타당성 확인
◦ICD-9-CM 코드가 의무기록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가를 평가

(5) 적용 항목과 서비스에 대한 검토
◦입원 시 사용된 모든 항목들과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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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외군 환자심사
◦비정상적으로 긴 재원기간(재원일 열외군; day outlier)을 가지거나,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경
우(비용 열외군; cost outlier)에 한해 이를 심사하여 초과 재원과 서비스 양의 의학적 필요성을
평가.

5. 적절성 보장을 위한 개입
가. 개입활동
◦질 문제가 확인되면 PRO는 다양한 개입활동(intervention)을 시작하는데, 개입활동은 지불
거절, 교육, 심사 강화(예를 들어 100% 심사), 교정활동, 제재조치 등을 포함함.
◦표준 이하의 진료에 대한 지불 거절과 그러한 결정의 해당자에 대한 통보는 법으로 정해져
있음.

나. 벌점 부과와 질 개입
◦PRO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질 개입을 시행함.

◦ 문제확인/검토 시기(Problem Identification/Timing of Review)
◦ 문제의 원인 결정{Determination of Source of Problem(i.e. Physician and/or
Provider)}
◦ 심각도의 배정(Assignment of Severity Levels)
◦ 당사자에 대한 질 문제의 통보(Notification of Quality Problems to Affected
Parties)
◦ 연 4회의 가중 심각도 벌점의 정리 및 계산(Quarterly Profiling and Computation
of Weighted Severity Scores)
◦ 질 개입의 실행(Implementation of Quality Interventions)

▪ Level I :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의료과실
▪ Level II : 환자에게 의미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과실
▪ Level III :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의료과실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1(level I), 5(level II), 25(level III)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의료제공
자의 벌점이 25점을 초과할 경우 PRO의 개입이 시작되며 이러한 개입으로 PRO는 교육, 심사
의 강화,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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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에 미치는 PRO의 영향
(1) 재정
◦PRO는 병원의 재정과 명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행해진 진료에 대해 지불 거절이 결정되
면 병원은 직․간접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직접적 손실은 지불 거절로 인한 것이고, 간접적
손실은 병원의 명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

(2) 운영
◦병원의 많은 행정적 자원과 시간이 PRO에 제출할 의무기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됨.

(3) 위상
◦사망률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면 높은 사망률을 가진 병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4) 인력
◦표준 이하라고 소문이 난 병원들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5) 질보장
◦PRO체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병원은 강력한 질 보장과 이용도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할 것임.
◦병원내 의료 질 관리부서는 환자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guidelines)을 제공하
기 위해 표준 지침을 개발할 것임. 이러한 병원 내 의료 질 관리 활동의 활성화는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 의료의 질 향상 유도
가. HCQII(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
(1) HCQII의 등장배경
◦변이연구: 지난 1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진료의 유형(patterns)과 결과가 지역과 병원에 따
라 다르고 그러한 변이가 환자의 중증도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짐.
◦동료심사 연구: 의료의 질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들이 병원 의무기록을 심사하는 것은 연구
상황(research setting)에서조차 신뢰성(reliability)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질 향상에 대한 새로운 모델: 실수를 교정하기 위해 감시를 하기보다는 전형적 진료(typical
care)를 하기 위해 과정(process)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둠.
◦진료지침 개발: 연방 정부와 전문가 그룹은 질 향상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진료 지침
(practice guideline)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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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CQII의 내용
◦1992년 HCFA는 HCQII(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와 The Fourth
Scope of Work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PRO는 선택된 13개의 주에서 제공되는 의료의 과
정, 결과 및 질에서의 변이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병원이나 의사와 공유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음.
◦PRO는 지속적인 질 향상에 근거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개개인
의 임상적 오류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병원이나 의사가 의료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인 접근’을 추구함.
◦제4기에서의 주요 변화
- 제재 위주의 질 개입 계획 대신에 메디케어 환자들에게 시행되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좀 더 교육적인 심사과정을 사용한다. 새로운 과정의 목표는 행해진 진료에서 질 문제를
발견하고, 질 문제와 부정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인 환류(educational feedback)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나 병원의 문제 혹은 전 국가적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 개별적인 환자 심사의 양을 줄이고(입원환자의 15∼20%→ 6∼10%) 경향파악과 지역간/
병원간 결과변이의 분석을 시행한다.
- PRO가 새로운 심사 기준(review criteria)을 정하거나 새로운 심사기준을 배포할 때 적어
도 30일 전에 주 의사협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한다.
- 의사 평가자는 반드시 심사를 받는 주의 면허를 가지고 그 지역 병원의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주당 20시간 이상을 진료에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메디케어 환자들을
진료해야 한다.
-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거나 기존의 심사기준을 바꿀 때에는 해당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질 문제의 최종 결정에 대해 의사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경향 분석 : basic methodology to be used by PROs in the HCQ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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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발견 : (예) 유방암 치료의 지역적 차이
∙ 문헌 검토와 전문가 패널 검토를 통한 적절한 가설의 설정
∙ 치료 시 사용되는 방법의 비교를 위해 환자들간 차이의 보정
∙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데이터 분석
∙ 결과의 해석과 보고 - 교육적 환류 활동의 시작

(3) 새로운 자료체계 도입
◦NCH(National Claims History): 메디케어가 지불한 모든 청구서들을 모은 청구지불기록의
체계로 NCH는 전통적인 HCFA files에 비해 보다 완전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그것
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데 1년당 10억 줄 이상의 항목을 포함.
◦UDCS(Uniform Clinical Data Set): 퇴원환자 중 10%의 표본(1년 당 약 100만명)에 대해
상세한 임상 정보를 모은 것.

나. HCQIP(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Program)

◦1994년 HCQII는 HCQIP(The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Program)로 발전하였는
데, HCFA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 효율성, 효과,
및 비용감소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간략히 말해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감시 위주
의 질 통제를 지양하고 경향분석을 이용한 내부적 질 향상을 지향하는 것임.
◦HCQIP의 핵심적 목표
- 의료의 질과 의료에 대한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것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
-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상태에서 의료이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환자나 의료제공자와 대화하는
것
- 불량한 의료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것.
-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

8. 결론
◦미국에서 PRO는 HCFA와 계약을 맺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입원과 시술을 심사하
고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을 심사함. 그러나 PSRO가 비용 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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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보장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연방정부의 결론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심사와 규제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PRO는 경향분석과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변
신을 꾀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임.5)
◦현재 우리나라의 심사기구도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데, 심사가 적정 진료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심사기준을 둘러싼 보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진
료심사도 대부분의 심사가 산정착오, DRG 분류착오, 코딩착오 등의 행정적 착오와 해당 질병
에 대한 진료기준을 초과한 투약이나 검사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의 질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보험 심사가 단순히 지불 심사가 아니라 적정 진료의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의료의 적절성과 질을 심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여
러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행조건 중의 하나가 DRG를 이용한 포괄수가제의 실시
를 바탕으로 한 현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의료의 질에 대한 심사기능의 강화를 모색해야 함.

그림 CMS의 PRO manual

5) 예를 들어 교육적인 접근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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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Quality Circles/Peer Review Groups As a
Methods of Quality Improvement In Europe.
Result of a Survey In 26 European Countries.
1. Introduction
◦1979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시작된
PRGs(peer review groups, 동료심사집단)와 QCs(quality circles)는 1차 의료에서 중요한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QI) 수단이 되어 왔고, 수많은 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동료심사는 전문적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게 하며 의료의 질 평가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의료 영역에서 QI를 위해 적합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다.
◦QCs/PRGs는 환자 진료에 관한 질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활동
들을 하는,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의사들의 집단(혹은 다른 보건의료전문직이 포함된 다직
제 집단)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전통적인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이나 전문직의
자각(professional self-awareness) 이상의 것들을 포함한다.
◦EQuiP(Evaluating Quality in practice)6)은 유럽에서 두 개의 survery를 수행하였는데 이
는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QI의 다양한 양상에 관한 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동료심사 활동
의 포괄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EQuiP은 1999년에 QC/PRG가 활동하는
국가에 대해 새로운 survey를 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Hannover Medical School의 The
Quality Improvement Research Unit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Practice가 이 연구를
완료하도록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survey는 ① 유럽에서의 QC/PRG 발전에 관한 포괄적
검토, ② 동료심사 활동의 다양한 양상에 관하여 가능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양적이며 질적
인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
로 배우며, 여러 국가들이 적합한 동료심사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용될 수 있었다.

2. Methods
◦QCs/PRGs는 진료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하
고, 자율성을 가지며,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지속적인 GP(혹은 다직제의) 동료 집단으로 정
의된다. ‘전통적인’ CME만을 하는 집단이나 Balint group7)은 제외된다.
6) EQuiP(evaluating quality in practice)은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가정의학과의사 및 GP들의 진
료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EQuiP은 전문적 지
식과 방법론의 공유․교환하는 구조를 제공하고 QA에 대한 개발 및 평가 프로젝트를 지원한
다(http://www.equip.ch/e_1/about.html).
7) 1950년대 Michael Balint라는 정신분석가가 가정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시
작되었다. 자신의 환자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신의학자와 함께 구성된 소수의 의사
자조 집단이다. 자신의 환자에 대해 갖는 무의식적인 감정에 의해 의사 자신이 감정적 고통을
입거나 올바른 진단 및 치료를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ttp://www.whonamedit.com/synd.cfm/13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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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의 26개 유럽 국가들의 발전 단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3단계 디자인의 survery가
채택되었다. 1단계는 모든 참여 국가들의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한 기초 자료 획득이고, 2단
계는 출간되거나 미출간된 문서들을 검색하고 국가의 핵심 인물(national resource persons)
과 접촉하는 것이며, 3단계는 다양한 국가들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를 찾아내어 서술하는 것
이다.
◦1단계 동안, 표준화된 질문서가 개발되어 EQuiP의 26개 국가 모두의 대표에게 우송되었
다. 질문서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GP와 QCs/PRGs 수(4개 문항), GP의 포함/참여
율, QCs/PRGs의 주요 목표/목적(1개 문항), QCs/PRGs를 지원, 감독, 훈련, 촉진, 평가하는
기관의 이름(5개 문항), 추가 정보에 관한 문서나 전문가 정보원(情報源)(2개 문항) 등이다.
◦동시에 MedLine DB와 Research Unit의 내부 DB, QI와 GP에 관한 국제 저널에 대한
hand search, EQuiP의 회의 보고서에 대한 분석(1991년 이후의) 등의 문헌 검색이 수행되었
다. 검색은 관련 조직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여 보완되었다.
◦2단계로 국가의 전문가들과 접촉하여, 양적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결과를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정보원(情報源)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고활동 QC/PRG 국가와 저활동 혹은 무활동 국가를 구분하기 위한 GP 참여율의 기준은
10%로 정하였다.
◦QCs/PRGs의 활성화를 선호할 GP의 몇 가지 특성들이 이 survey에서 밝혀졌고, 전문가
들에 대한 추가 질문 및 문서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능한 요인들로는 GP의 고용 상태
(피고용자/고용자), 보수의 유형(봉급, 인두제 상환, 행위별 수가제 상환), 주로 근무하는 의
료기관 유형(단독/집단 개원, 보건소), GP의 문지기 역할, practice list의 유무, 1차 의료에서
직무 교육을 받은 GP의 비율 등이 있다. 연관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 자승 검정이
사용되었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분석한 후, 6개 국가의 8개 프로젝트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들 국가의 EQuiP 대표들은 이에 대해 간략하지만, 구조화된 보고서를 기고하도록 요
구되었다.

3. Results
◦질문서는 2000년에 26개 국가의 EQuiP 대표에서 E-mail을 통해 배포되었다. 1단계의 응
답률은 100%였다. 이 과정에서 35명의 추가적인 전문가들을 알게 되어, 2000년 이후 접촉하
였고 이들의 응답률은 50%였다. QI/동료심사 관련 문서는 26개 중 18개 국가로부터 수집되
었다.
◦참여 국가, QCs 수, QCs/PRGs에서 GP 비율, PRG의 주요 목표/방법 등이 Table 1에 나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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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s/PRGs의 수, 참여율은 고활동 국가(groupⅠ)와 무활동, 저활동 국가(groupⅡ)를 구별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그리스, 핀란드, 이스라엘은 소수의 PRG만이
활동을 보이고 GP는 1차진료의사 중 소수(QCs/PRGs에 참여하는 GP들이 100명을 넘지 못
함)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활동 국가에 포함된다. 오스트리아는 고활동 국가 중 예외적인 경
우인데, QC/PRG에 대한 GP의 참여율이 9%에 불과하지만, QCs/PRGs와 참여하는 GP의 수
가 많기 때문이다(110 groups, 1000여명의 GP가 참여함).
◦영국의 감사 활동(audit activity)은 소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
로 팀 형태로 practice based, problem oriented되어 이루어진다. QCs/PRGs에 대한 정의에
도 불구하고, 방법이나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사 집단(audit group)에 대한 참여를
QC/PRG 활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 스페인의 경우, 응답자들은 PRG의 존속
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QI와 관련하여 GP를 훈련시키는 광범위한 프로그램들이 존
재하지만, 어떠한 집단도 동료심사의 원칙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고 제
시되었다.
◦고활동 국가 10개에서 GP의 참여율은 9∼86%로 다양하다. 8개 국가는 낮은 활동을 보였
고, 나머지 8개 국가는 활동이 전혀 없었다. 참여율은 자료가 있는 국가의 경우 정확한 수치
이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국가의 핵심 인물(national key persons)의 추정치에 기초
하였다.
◦QC/PRG 활동의 주요 목표는 21개 국가에서 CME를 포함하고 있었고, 13개 국가에서는
질 관리(quality management)와 임상진료지침 시행 혹은 채택(guideline implementation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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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ation)을, 11개 국가에서는 감사 활동을, 7개 국가에서는 다른 목적(eg. 의료기관 방문,
재신임 제도)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양한

조직들(정부,

전문가,

과학자

조직)이

QCs/PRGs

지원(supporting),

감독

(supervising), 촉진(facilitating) 기구 역할을 하였다. 18개 국가에서, 전문가 조직은 주요한
지원 기구이다. 대학의 부서 혹은 연구소가 11개 국가에서, 정부나 공공 기관이 6개 국가에
서 언급되었다. 모든 groupⅠ 국가에서, physician과 GP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은 지원, 훈
련, 감독 기능에 관련되어 있었다.
◦진료 조직(practice organization), 단독 개원 비율, GP의 지위, 문지기 의사로서의 기능, 1
차 의료에 있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GP의 비율이 QCs/PRGs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 검정되었다(Table 2).

◦1차 의료에서 직무 교육을 받은 GP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한 국가에서 QC/PRG 활동의
발달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였다. 다른 요인들은 덜 중요하였지만, 대부분 상호 관련되어
있었다.

가. Discussion of the quantitative findings
◦지금까지, QCs나 PRGs의 활동은 일반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이 survey는 EQuiP에 속한 26개 유럽 국가들 가운데 10개 국가에서 상
당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97년 survey에서 QCs/PRGs는 네덜란드, 영국, 아
일랜드 등 3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widely used)’, 12개 국가에서 ‘종종 이용되
(occasionally used)’었다. 그 이후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
아 등 7개 국가에서의 발전이 뚜렷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QCs/PRGs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국가적 조건과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CME8)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CME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
8) 전통적인 CME는 ‘순수한’ 과학적․임상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환자의 관점, 일상적인 진료
환경,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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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지만, 의료의 질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단계에서 국가의 핵심 인물에 의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2단계에서 추가적인 답
변을 획득하는 것을 통해, 이 판단이 적절했던 것임을 확인해야 했다. 이 survey에서, 등록
체계나 필요한 수치가 없는 많은 국가들의 양적 자료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추정치에 의존
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들은, 특히 수치가 믿을 수 없는 경우, 추가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과도기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이 연구에서 자세히
소개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폴란드, 체코 공화국,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의 예에
서 QI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 QCs/PRGs의 급속한 성장이 반드시 의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General practice에 대한 소집단 활동, 감사, 질 관리 모형의 영향
평가 결과는 모호하였으며, QI에 대한 명확하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동료심사 활동에 관한 공통된 관심사는 전문직의 자율성과 자발적 참여 원칙을 통한 발전
일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QCs/PRGs의 확산은 관심 있는 GP들이 주도한 결과 자발적으
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강제적인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 참여는 일부는 재신
임 계획과 연관되었지만, 전문직의 의무처럼 되었다.
◦다양한 국가들의 QC/PRG 활동의 발전 단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예
비적인 자료 분석을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는 general practice 체계가 매우 다른 경우는 소
수이고 QC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찾는데 필요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
형적으로 사적 진료 영역의 GP(가정의학과의사로서 안정적인 지위에 있고 전문직으로서 강
한 정체성이 있는 경우)는 QCs/PRGs에서 활동할 것이다. QC 발달은 훈련된 GP들이 피고
용인 상태에 있고 1차 보건의료전문직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체계에서는 어렵다.
◦의료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동료심사 활동은 general practice에서 전문직의 발달과 중복
된다. 네덜란드가 그 좋은 예이다. General practice를 위한 진료지침을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PRG를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전문직 단체 가입률을 증가시켰고 1차 의료 자원
으로서의 역할을 안정화시켰으며 (아마도) 질 향상을 가져왔다.

나. Eight exemplary programmes in six European countries(case reports)
◦6개 유럽 국가들의 서로 다른 목표를 강조하는 8개 프로그램들을 간략한 사례 보고 형태
로 제시하였다(Box 1-8). 4개의 프로그램은 주로 QC/PRG 활동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것
이고, 다른 4개는 질 향상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QC/PRG에 목적을 두었다.

다. Establishment of quality circles and implementation of peer review
◦네덜란드의 예가 Box 1에 제시되었다. 지역 단위에서 동료심사 방법을 이용하여 general
practice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Nijmegen University 지역의 234명의 GP들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 형태의 진료 수행도와 지역의 진료 지침에 따랐을 때를 비교하였다. 또한 녹음한
테잎으로 의사-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기준을 이용하여 동료에 의해 피드백 받도록
한 결과, 진료 행태의 개선을 이루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경험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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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PRGs가

외부인이

아니라

의사(‘동료’)

스스로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QCs/PRGS의 중재자는 의사 소통하기에 충분해야 하고 질 향상의 테크닉을 잘 알고 있어
야 하며, 이를 통해 일상적인 진료의 질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록하며 평가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에서, 특별 교육을 통해 GP들이 중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Box 2).
◦GP들이 QCs를 구축하도록 하고 general practice에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소집단을 이루
도록 하기 위해 2일 간의 교육을 하였다. 문제 발견, 집단 내 의사소통, 갈등 해결 기술 등
을 교육하였고, 이에 필요한 교재와 지침서가 개발되었다. 1100여명의 외래 의사들이 교육을
받았고, 2500개의 QC가 독일에서 구성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의사소통 기술과 QI 테크닉에
대한 교육이 일상적인 진료에서 질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함을 보여준다.

◦질 향상과 QC/PRG 활동에 관한 특정 문제들이 과도기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고, 1
차 의료에서 GP/가정의학과의사 형태를 구축하는 초기 단계일뿐인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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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어왔다(Box 3).
◦가정의학과의사 가운데 PRG의 교육자가 될 사람을 찾고 교육시켜, 이들이 PRG를 생성하
고

QI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School

of

Tutors를

개설하여

Leadership, QA & quality tools for group working, evidence-based medicine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2000년에 종료되었다.

◦아일랜드에서의 소집단 활동의 네트워크 조직은 특히 성공적이었는데, general practice에
서 전문직의 발달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다(Box 4).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아일랜드 GP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료심사,
진료지침 실행, 감사에 포함된 소집단 CME가 이루어졌다. CME 교사는 훈련된 지역 GP들
이었다. 120개의 소집단이 전국에 걸쳐 구성되었고 참가자들은 기술과 지식이 향상되고 상
호 지원해주었으며, 상호 의뢰가 고무되었다.

라. Profiling

peer

review

work

for

improvement in gene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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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purposes

in

quality

◦어떻게 동료심사 활동을 수행하고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질 향상
접근 방법으로 이를 통합해낼 수 있는지에 관한 4개의 예이다.
◦덴마크에서 매우 실행 가능하고 따라서 중요한 QI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스칸디나비
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Box 5).
◦단순한 전향적 다양한 CME 활동이 동반된 진료활동분석에 기초하여 1차 의료인에 대한
질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1차 의료 영역에서 호발하는 문제들을 해결하
기에 적절한 audit cycle에 따르는 통합적 질 발달 방법(Audit Project Odense, APO)이 시
작되었다. Audit은 자료 수집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마련된 차트에 등록하고, 등록된 결과 분
석을 포함한 질 문제 파악 및 그에 따른 교육 과정이 뒤따르며,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1∼2
년 후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프로젝트에는 덴마크 GP의 2/3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질 향상과 졸업후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의 관심은 다직제의 가정진료팀을 만드는 것이었다(Box 6). 환자들이 다양한 의료
제공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체계에서 GP들이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residential care의 과정에 대한 협력과 감독에 관하여 GP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
◦가정진료팀의 구조에 대해 GP들이 숙지하고, 모든 팀 구성원 간의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QI 용어와 철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QI에 대
한 일반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residential care에서 PRG가 다른 전문직과 협력하도록 격려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많이 이용되지는 않지만, 보다 많은 지역에서 활용될 때 중요성
을 인정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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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의 독일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동료심사 활동이 질 향상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지, 일상적인 보고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합리적인 처방을 촉진하고, 일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게 처방하도록 하며, 의사
들의 처방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GP들은 중재자 교육을 받게 하였고 QC 활동에 참여하
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기마다 자신의 처방 자료를 보여주었고, evidence-based
recommendation에 따라 조언해주었다. 프로그램은 독일의 두 지역에서 성공적이었고, 처방
비용도 5∼15% 감소시켰다. 또한 외래뿐만 아니라 고가 진료 항목에까지 영향을 주도록 발
전되어 갔다.

◦전문 진단기구 영역은 특히 중요하다. 네덜란드의 또 다른 예는 어떻게 비용-효과적인 방
식으로 진단에 관한 동료심사를 수행했는지 보여준다(Box 8).
◦외부검사 order에 대해 피드백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의사들이 중요한 임상적 문
제와 관련하여 동료 의사들과 비교된 일련의 검사 목록들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였다.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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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침을 소개하였고, 개인별, 집단별 수정 계획을 만들도록 하여, 검사 order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피드백과 상호 교육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불필요한 검사가 감소하
였다.

4. Conclusion
◦이 survey는 유럽에서 동료심사 활동과 QCs의 발달에 관한 첫 번째 포괄적 검토이다. 10
개 국가에서 상당한 발달이 있었다. QCs/PRGs의 목적과 개념은 국가들마다 다르다.
General practice에서의 전문직 발달 패턴은 QCs/PRGs 발달을 촉진하고 QCs/PRGs의 발달
은 다시 이를 지원한다.
◦다수의 QCs/PRGs가 구축되는 초기 단계가 지나면, 동료심사 활동은 전문적 감독,
practice 중심의 교육 및 평가 방법으로 변화하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접
근 방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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