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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
The change 01 medicine is from hospital to patients. Patients wanl 10 know the best hospital and procedures of Irealment 01

diseases‘The evalua1ion 01 general hospital and public hospital based regional area was performed since 2004. The evaluation
。f general hospilal was performed each 3 years. The evaluation 01 pu미ic hospilal based regional was performed each 1 year
At lirst period，evalualion 01 general hospital was focused on hard，ware，such as number 01 hospilal bed. adequate parking
area‘01 behavior. At second period，evaluation 01 general hospilal was focused on soft ware，such as reasonal mechanism 01
hospilal. In luture，the evalualion 01 general hospilal and public hospilal based regional area 에11improve of check poinls，then
any time and 'pass or failure. (J Med Ufe SC12009;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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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명가가 때년 킥f각 지역의료원과 적

십자영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병원의 운영 효윤성 제

고뜯 위한 평가 및 관리 강회흘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공공의료기

관과 의료기관 둥에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의료기관명가의 경과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과 앞으로 변화되는 의료기관명가제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한다

1994년 6월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명가제도 도입이 건의원

이후 1994년 12월 보건복지부 예규 쳐1684호에 근거하여 의료기

관서비스명가 협의회가 구성되었으여 이후 1995년 1월 영가섣무

협의회가 구성 1995년 9훨 의료기관서비스명가지정서 발간‘및

배포 1995년 12월 3차의료기관 39개병원 대상으로 시험영가 칠
시 이후 400영상이상의 56개 병원 시협명가 둥으로 확대 이후

300영상 미만 30개영원대상과 300명상이상 16개병원을 대상으

로 시험평가 실시하였으며 1999년 12월 보건의료기온엄 져152조

에 보건의료서비스명가 근거를 마련하여 2αm년 5년간 시험명가

한 결과분석과 2001년 12현 12원 공공의료기관 33개 병원 대상

으로 시험명가이후 2002년 3웬 의료기관 병가 관련 의료법 제

47조 2신섣한 이후 2003년 8월 의료법 시행령 충 개정령 및 개

r 서 론

과거 의료는 의료공긍자 즉 영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소비자인

환자플 대상으로 의료서비스가 행뼈지고 있었다 그러한 현대

의 의료는 의료주체가 영원에서 의료소비자인 환자 중심으로 연

화하연서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영에 대해 알 권리와 치료의 의사

결정을 할 권리 퉁 환자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것

을 반영하연서 각 의료기관마다 의료서비스 향상과 친견，의료의

진 향상 동을 워하여 많은 노력을 정주하고 있다 이러한 것의

일환으로 객관적인 의료기관융 평가한 수 있는 쩌|도가마련되었

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

제로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라는 영칭으로 시작되었으며

2003년 3원 의료법 쳐I 47조 2의 ‘보건복지부장광은 의료의 진

향상올 촉진하기 r우;;-~여대흉령령이 정하는 8에따라 의료기관

에 대한 명가될 섣시하여야 한다 라는 법제화 과정이 의료기관

명가의 시작이었으며 현재 2주기 의료기관명가될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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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업

꽁공영원 운영평가제도의 명가문항은 총 5개의 영역욕로 양질

의 의료‘합리적 운영.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민주적 창여，지

방자치단체의 지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가분야는 2개부문. 17개 분야로 구성되었￡며 내용은 표 1과
감다 조사는 대상병원옴 2일 동안 현지 실시와 담당자와의 연당

과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담과 설문조사 퉁이 이루어졌다 2주
기 명가유행은 1주기와 유사하여 명가분야의 개연되어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서별 엉무성과의 2개의 영역은 동일하지만 부서별

엽무성과는 9개의 명가부문으로 구성되었다 내용별로 1주기에
미비한 점이 보충되어 구성되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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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업무성과

엉가!!，Ol

Table 1. 의료기관명가분야의 구성

현재 의료기관명가는 수시명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3년
주기로 1주기 의료기관명기에서는 명가실시 3개월 전에 일정융

용보하였으며 2주기 의료기관명가에서는 명가 실시 7일전에 홍

보룹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병원에서 기록하는 란쏠 용해

현재 확인명 7잭}는것과 모든 부원옹 명가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직접 기숱하는 부원-으로나누어져 있다 명가 진행은 도상계획표

등 작성하여 싣시하도혹 하였으나 명가위원의 능력에 따라 도상

계획괴는 상관없이 위원의 연의에 의해 실시하기도 하였다

정시행규칙 공표를 하였으며 12004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제 1
주기 의료기관명가가 시작하여 3년에 결쳐 시행하였으며 2∞4
년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및"500영상 종합병윈 78개를 대상으로

온 명가블 설시하였고. 2005년에은 260영상 ~500영상 종합영원

79개틀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260영상 미만 종합병

원 및 300병상 이상 영원 118개월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
부터 2주기의 의료기관명가가 진행되고 었으며. 2007년도에 종

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명상 종합병원 86개를 대상으로 명가가

설시되었으며 2008년에도 실시되었다

공공병원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흉이 2005년 7원에 쩨정된

이후 지역거점 공공영원의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

가촉부로 이관되어 2006년 10월에 지역거정 공공병완 34개소와
적십자영원 6개소 총 40개 병원에 대"S~여 실시되었으며 매년 명

가가 이루어지고 운영명가 분석결과가 공표되었다

의료기관올 이용하는 소비자인 환자의 경우 전문적인 의학지
식이 부」족하여의료서비스에 대한영가를 할 수 없는 문제정을

보완하고 의료인 퉁이 최선을 다하여 환자휠 휠보고 치료함 수

있도록 하여 진료과정에서 부좌용 얀생 풍 의료사고흘 사전에 예

방하며 의료 HI에 상용하는 보건의료서비스툴 제공되도확 유도하

기 위함과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수익위주에서 환자위주로

보건의료 체공 형태의 변화가 옐요하며 의료기관간의 서비스 격

차륜 해소하고 일정수준의 의료서비스흘 국민틀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순올 잭관적 전문적으로

보장할 뀔요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성이 질적 측연으

로 전환되고，의료에 대한 권랴의식이 신장되어 양질의 서비스틀

요구하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서비스 수준 둥이 사후

관리를 강화함 멸요가 있어 이러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명가틀 봉

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융 도모하고 의료기관 이용사의 왈면

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 퉁이 쩨공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의료기관명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병원 운영명가제도는 지방 의료원을 지역거정 공공병원으

로 육성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정근성 제고와 공공병원

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꽁꽁성 강화 추진으로 민간과 차별되

는 서비스 제공과 운영 효올화를 위한 명가체계 구축，지역주민

과 병원직원의 운영장여와 운영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퉁 지원

을 봉하여 연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S~여 섣

시되고있다

.프 l륭긴관멸가의 도입 배경과 목점

L_ 듀~륭 21관염 7f분아
평가위원자격요건

명가유형의 구분은 300명상미만의 중소형과 300명"lt 이상의 대

형병원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의 차이를 두었으며 현실성과 조사

방법올 고려하여 의료기관 명가에 연수적인 것은 정규문항으로

명가기준이 원"S~는 것과 조사방법과 현실적인 사항촬 고려하여

시엄문항으로 나누어 명가플 하였으며. 1차 의료기관명 7에서는

명가위원은 의료기관명가의 책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

로 영가요원의 자격요건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차이가 었으며

(Table. 2). 자격요건이 충촉된 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얻어

명가위원융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자격융 획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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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주기의 경우에는 실체명가요원의 3배룹 교육과정올 이수하

게 하여 이 중 출신학교‘ 전문분야 풍을 나누어 해당 1의료기관에

겹치지 않게 평가위원융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위원도 약 1주전
에 해당의료기관이 어느 곳인지 확인을 하였다 지역거점 공공병

원 운영명가의 명가위원은 의사‘간호사，공공보건의료사업담당

자 의무기록사， 행정당당자.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총 6인으로 구

성되어 명가룹 설시하였으며 의료기관명가의 명가요원의 자격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Table. 3) 명가반 구성에는 현 근무영원과의

이해관계가 병가절과에 미치지 않도록 평가대상영원 규모 동을

고려하여 쿄〕차배치를하였다

원의 승위둔 위하여 실시한 의료기관명가가 아니지만 신문과 방

송 둥융 몽하여 각 분야에 정수가 공개되어 순위가 매겨져 상위

권에 진입하지 못한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항의하는 경

우가 많았으며 2주기에는 많은 의료기관이 좋은 성적이 무더기

로 나와 의료기관명가의 무용론 둥이 나오기도 하였다

지역거점 공공영원 운영명가는 명가륭 받은 당해에 결과뜯 공

표하였으며 이러한 운영병가에 의해 예산을 치둥지원하고 있다

〔 의원관열간임릴i첩과뺀람먼 ←;::〕

Table 2 의료기관평가의 영가요원 자격요건

Table 3. 지역거정 공공병원 운영명가의 명가요원 자격요건

의사 지역거정 공풍병원 근무경쩍 2년 이상이며 전문의 이상

지역거정 공공병원 근무경혁이 5연 이상이며 수간호사긍
간호사 이상 (또는지역거점 꽁꽁영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Q1간

호사)

공용보건의료 지역거정 공공영센 근무경력 5언 이상이며 꽁꽁보건의료
사업담당자 사엉당당정력 2연이상인 담당자

의무지꽉싣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지역거정 꽁꽁영윈의무기록사
의우기꽉사

지역거정 꽁꽁명윈 근무경역 3년 이상인 행정당당자，
행정담당자 l방자치단체등의 지역거정 공공병원 당당자

시민딘체 공공의료에 대한 기온 이해가 있는 회원

자 격 요 건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αJ4 의료기관 명가 지칭서 낀004.6

2 보건꽉지가촉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뼈 의료기관 명가 지칭서

2αJ8.5
3 보건복지가촉부，한국보건산엉진흉원 2αJ8 지역거정 공공병원운

영명가지칭서 2008.4

1주기 의료기관명가의 중점사항으로는 부서중심의 명가，명가

영역의 중보 명가영역의 면충，비임상적인 성과워주의 명가，임

상적 질에 대한 명가 미홈，측정이 가농한 것에 대하여서 만 명

기윤 하였으며 평가제도 목표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고 명가결과

룹 순위릎 매끼는 부작용과 일시적인 대웅이 가능한 명71문항이
많고 명가요원이 처음으로 교욕이후 명가를 하였기 때문에 명가

용원에 대한 선문성과 객관성의 결어 여러 가지 명가프로그행과

중복되는 문제 둥의 문제정을 나타내었다

2주기 의료기관명가는 이러한 1주기 명가의 문제점을 개선하

여 명가영역 중복해소와 진료과정을 공식적으로 평가 포짤적인

명가와 잉상짙 지료의 도입과 1주기 명가요원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으로 인해 상근 명가요원의 객관성의 확보와 여러 명가프로

그햄과의 충꽉사행” 대하여 그 명기플 직접 인정히는 동의 보완

이 되었다 여전히 일시적인 대웅이 기능한 영가 문항이 있고 2
주기 첫 번째 명가이후 모두 상위등급올 받은 영왼이 37개소가
되어 이러한 명가가 3주기 때에는 개선이 되어야 한 것이다

또한 간호동급이 다륜 의료기관이 폭 갇은 기준으로 명가달

받는 것은 월합리한 점이 있어 병상수 및 간호둥급 풍운 갇이 고

려한 명가 문항이 개발되고 2010부터 시작되는 제 3주기 의료기
관영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인증쩨 도입이 조심스럽

게 타진되고 있으며 언제라고 제도적인 보완이 되고 언제라도 객

관적으로 인중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 것이다

지 격 요 건

평가결과의 발표

500영상이상병원의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전문의 이상

500영상 이상 영원의픈우경력이 10년。1상이며 수간호시급
이상

500영상 이상 병원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약사

500영상 이상 병원의 근무경력이 5앤 이상인 의우기짝사

500영상 이상 병원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주입영양사
이상

뼈영상 이상 병원의근우 경력이 7년 이상인 병원관리행정당
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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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기 의료기관명가는 명가받은 다음해에 발표가 되었으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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