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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년에 이어 2년 연속 12년도 포털사이트 ‘다음’ 우수블로그로 선정

2. 콘텐츠의 연계성 : 현재 운영 중인 다음블로그, 네이버블로그, 팟캐스트 방송 3개를 연계할 

수 있는 1개의 주제 콘텐츠 제작으로 해당 콘텐츠에 3개 매체의 링크를 삽입하여 방문자들

이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의 모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

   (ex. 다음 블로그 - 내 몸에서 나는 악취, ‘액취증’ 콘텐츠 제작 → 팟캐스트 ‘암내... 그리고 

입냄새. 당신의 선택은? 콘텐츠로 연결) 

3. 12년~13년 6월까지 다음 블로그 콘텐츠 중 79개 다음뷰 베스트에 등극으로 다수의 뷰클릭

과 공유가 이루어짐

4.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과 건강을 믹스하여 콘텐츠 제작, 방문자들의 관심

을 불러 일으킴

<콘텐츠 하단에 주제와 관련 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팟캐스트 링크 삽입>

<다음 뷰 베스트로 인하여 다수의 뷰클릭과 공유가 이루어짐>

Biology/보충자료 Web address
- 다음 블로그 : http://blog.daum.net/yeshira 
- 다음 뷰 : http://v.daum.net/my/aL6K_E5a39s0 
- 팟캐스트와 연동 콘텐츠 : http://blog.daum.net/yeshira/1890 
* 다음뷰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메타 블로그로 다양한 분야, 웹사이트 등을 모아놓은 곳



회사소개:

○ 진료비 심사

병의원,약국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 진료내용의 평가

의약학적면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진료비 확인신청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응급의료비 대불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귀중

한 생명에 위협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우리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정책의 지원

진료비의 허위 · 부당청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업무를 지원합니다.

신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적용여부 및 금액에 대한 경제성과 적용여부의 적정성

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