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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n Korea, there are many kinds of evalua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evaluations 
are increasingly burdensome for medical institutions because evaluation agencies, evaluation timing, and 
evaluation methods are diffe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valua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and ultimately to provide quality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Methods: In this study, 2,310 indicators of 19 kinds of evalua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were analyzed. 
Results: 1,424 indicators were available for on-site surveys and 886 indicators were not available for on- 
site surveys. There were 4 kinds of evaluation that can be integrated in total, 12 kinds of evaluation that 
can be integrated partially, and 3 kinds of evaluation that need to mainta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Conclusion: In order to provide patient-centered quality medical services through reduction of burden due 
to the evalua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deeply discuss the efficiency of evaluation 
integration and result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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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평가통합 및 효율화 방안 

김경숙

Ⅰ. 서 론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1981년 병

원신임평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요양급여 적정

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

정 및 평가,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여러 종류의 평가들이 

시행되고 있다[1]. 이들 대부분의 평가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들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시행되

고 있어 해당 평가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상대적으

로 용이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의료기관

의 시설 향상과 인력 충원, 그리고 부서 간 협동하고 단합

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2], 의료기관의 서비스 또는 성과 

향상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3-7]. 그러나 평가들마

다 평가목적과 평가시기, 평가지표 등이 제각각 다르기 때

문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각종 평가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당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될 뿐 아니라, 

시간외 근무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평가들은 여전히 각각 시행되고 있고,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8-9],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의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각종 평가들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나 의료기관에서는 

그로 인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

무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대

한 정부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951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

하여 환자안전과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

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11].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시행하다가 201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인

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였고, 2011년 

급성기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12].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전문조사위원이 의료기관 현

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체 제정한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제도이고, 조사결

과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 지정 등을 위한 기본 요

건으로도 활용되고 있다[13]. 

  현 의료법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이 시행할 수 있

다’는 내용이 동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다[14]. 그러나 각

각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대상의 모든 평가

들을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이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평가로 인해 소

요되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관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감소를 도모하

고,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

는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정부와 평가 시행 기관, 의료기

관, 소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

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어[15], 이제는 각종 평가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시

행하여 그 결과를 각각 활용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국가

적인 차원에서 모든 평가와 평가지표들을 일제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평가 시행과 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한 시점이다. 즉 하나의 체계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의 모

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평가 시행과 함께 평가결

과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모색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관련 연구는 의료

기관 평가제도와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성과, 직원 만족도 등을 다루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평가 그 자체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문 상황이

다[16-18]. 또한 여러 평가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윤태 등[19]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

관 대상의 평가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인증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 운영, 그리고 인증

전담기관보다 상위개념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러 기관들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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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평가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다시 신설하여 평

가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부

담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추가 법적 정비도 필

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

안인 인증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한 평가통합과 효율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의료기관 대상의 평가는 총 19종으

로, 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ㆍ연구중심병원ㆍ한방전문병

원 지정을 위한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병원 신임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

원 운영평가, 완화의료전문기관ㆍ뇌사판정 대상자관리 전

문기관 평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ㆍ특수의료장비 품질

관리 검사,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혈액

관리 업무 심사평가, 인체유래물은행 허가, 유전자검사 정

확도 평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위한 평가, 의료기

관 회계기준 운영사업 보고와 관련된 평가이며, 19종 평가

의 평가지표는 총 2,310개이다[1]. 이들 평가는 평가 시행

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상이하고, 평가 시행기관 역시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국립

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으로 다양하며, 평가주기와 평가

방법도 상이하다(Table 1). 이 연구는 이들의 평가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의료법에 명시된 인증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한 평가통합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현 인증전담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나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

가지표는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분석 및 연구수행 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된 총 19종의 2,310개의 평가지표가 현 

인증전담기관의 평가방식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

하여 우선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로 분류하였다. 이 

때 구조지표에는 실제 수행이나 관리 전 단계에서 이미 기

본적으로 구축된 인프라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인력, 장비, 

문서 등과 같은 구조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지표들로 구성하

였고, 과정지표에는 실제 수행이나 관리 단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력관리나 장비관리, 조직관리, 경영관리 등에 해당

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또한 결과지표에는 실제 수행이나 

관리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산출물 관련 경영성과나 실적 

등의 지표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전문가 1인에게도 구조지

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이에 대

한 측정자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

tics (Ver.24.0)를 활용하여 Kappa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

과 Kappa값이 0.88로 확인되어 일치율이 좋았고, 그 다음

으로는 모든 평가지표들을 현장조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는 현 인증 조사위원이나 전문분야의 

조사위원들이 현장에서 관련 자료 확인이나 질문 등을 통하

여 조사가 가능한지를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평가 통합 가능성 정도와 통합적인 결과 활용 방안

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구조ㆍ과정ㆍ결과지표별 범주 분석

  의료기관 대상의 19종 평가의 평가지표 총 2,310개를 검

토한 결과, 중복지표는 25개였다. 2개 이상의 평가에서 중

복되어 적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는 인력부문 중 간호사 수, 

의사 수, 운전기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 및 필수진료과목에 배치된 전속 전문의 배치와 관

련된 것이었고, 시설부문에서는 대기실, 회의실, 수술실, 화

장실 있는 병상, 목욕실, 산책공간, 처치실, 간호사실, 면담

전용 사무실 관련 지표였으며, 원심분리기와 같은 장비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본 요건으로 제시한 지표들

이었다(Table 2). 결과적으로는 25개를 제외한 총 2,285개

의 평가지표가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적용되고 있었고, 이

를 다시 구조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구조지표는 988개, 과정지표는 1,101개, 결과지표는 

196개의 지표들로 구분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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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aluation status for medical institutions

Classification
Cycle

(Start yr)
Methods Agency

No. of 
indicators
(N=2,310)

No. of 
institutions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Tertiary Hospitals

3 yrs (2011)
Document review, On-site 
survey

HIRA1) 19 44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Specialty Hospitals

3 yrs (2011) Document review, etc.  HIRA 95 92

Designation of Research-driven 
Hospitals

3 yrs (2012)
Document review, Verbal 
evaluation, etc.  

KHIDI2) 37 0

Designation of Specialty Oriental  
Medicine Hospitals 

3 yrs (2011) Document review, etc.  HIRA 28 7

Quality Assessment every yr (2001)
Claimed data, Medical 
records, etc.  

HIRA 187 83,783

Evaluation of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3 yrs (2010)
Document review, Satisfaction 
survey, etc.  

NHIS3) 791 3,994

Evaluation of Hospitals Credibility every yr  (1981)
Document review, On-site 
survey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71 267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every yr  (2003)
Document review, On-site 
survey

NMC4) 78 469

Evaluation of Public District 
Hospitals 

every yr  (2006)
Document review, On-site 
survey, etc.  

NMC 120 39

Evaluation of Palliative Care 
Medical Institutions 

every yr  (2005)
Document review, On-site 
survey

NMC 53 44

Evaluation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3 yrs (1995)
Document review, On-site 
survey

Korea Institute of 
Medical Technology, etc.

27 30,308

Quality Assessment of Specific 
Medical Imaging Equipments 

every yr  (2003)
Document review, Close 
examination

KIAMI5) 50
devices : 

5,777

Designation of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 Institutions 

by case (2006) On-site surve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48 114

Evaluation of Brain Death Victims 
Management Institutions 

every yr  (2003) On-site survey KCDC6) 55 36

Evaluation of Blood Management 2 yrs (2007) On-site survey KCDC 157 119

Permiss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Banks

by case (2005)
Document review,  On-site 
survey

KCDC 13 42

Evaluation of Genetic Testing 
Accuracy

every yr (2006) On-site survey KIGTE7) 72 61

Registration of Foreign Patients 
Attraction Institutions

by case (2009) Document review KHIDI 5 1,814

Report on the Oper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Institutions

every yr (2004) Accounting report review KHIDI 4 275

1) HIRA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 KHIDI :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3) NHIS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4) NMC : National Medical Center
5) KIAMI : Korean Institute for Accreditation of Medical Imaging
6) KCDC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7) KIGTE : Korean Institute of Genetic Testing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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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uplicate indicators status

Classification Indicator
Number of 
evaluations

Number of duplicate 
indicators

Type of evaluations1) 

Human Resource Number of nurses 4 3 A, H, J, O

Number of doctors 3 2 A, H, J

Driver 2 1  H, O

Clinical pathologist 2 1 E, O

Social worker 2 1 E, J

Placement of full-time specialists for each 

essential medical subjects 
2 1 B, D

Placement of full-time specialists in special 

medical subjects
2 1 B, D

Facility or Device Waiting room 4 3 F, H, N, O

Private office for interview 3 2 H, J, N

Centrifugal separator 2 1 F, O

Meeting room 2 1  F, H

Operating room 2 1 A, H

Bed with toilet 2 1 E, J

Bath room 2 1 E, J

Walking space 2 1 E, J

Treatment room 2 1 H, J

Nursing unit 2 1 H, J

Etc. Hospital accreditation 3 2 A, C, I

Total - 25

1) A.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Tertiary Hospitals

  B.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Specialty Hospitals

  C. Designation of Research-driven Hospitals

  D. Designation of Specialty Oriental  Medicine Hospitals 

  E. Quality Assessment

  F. Evaluation of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G. Evaluation of Hospitals Credibility

  H.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I. Evaluation of Public District Hospitals 

  J. Evaluation of Palliative Care Medical Institutions 

  K. Evaluation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L. Quality Assessment of Specific Medical Imaging Equipments 

  M. Designation of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 Institutions 

  N. Evaluation of Brain Death Victims Management Institutions 

  O. Evaluation of Blood Management

  P. Permiss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Banks

  Q. Evaluation of Genetic Testing Accuracy

  R. Registration of Foreign Patients Attraction Institutions

  S. Report on the Oper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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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tegory analysis by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 indicators

Classification
Number of 
indicators

Total

Structure Facility Facility status 137 988

Human resource Workers status 142

Equipment Equipment status 229

Management Management status 86

Meet basic requirements 22

Document Management document/ Manual existence 186

Procedure/System
existence

24

Medical status Amount of treatment 105

Medical subject 21

Patients status Patient composition 24

Number of managed patients 12

Process Human resource Workers management 43 1,101

Equipment Equipment management 94

Inspection 500

Management Organization management 117

Business management 13

Task Document management 74

Task management 106

Patient Patient management 154

Outcome Outcome Business performance 25 196

Performance 161

Adequacy Appropriate health care 10

Total 2,285 2,2851)

1) Exclusion of duplicate indicators

2. 평가별 현장조사 가능여부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 활용된 19종의 평가, 총 2,310개의 평가지표

가 인증전담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지표인

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Table 4), 1,428개의 지표는 현장조

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나머지 882개의 지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인증전담기관의 현장조사를 통

해 확인이 가능한 1,428개의 지표는 구조지표 989개, 과정

지표 406개, 결과지표 33개로 구성되었고, 인증전담기관의 

현장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882개의 지표는 구조지표 20개, 

과정지표 695개, 결과지표 167개였다.  

  한편, 자료 분석 시 인증전담기관의 현장조사로 확인 가능

한 지표에는 대부분의 구조지표가 포함되었고, 과정지표 중

에서는 수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관리상황을 문서 등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었고, 결과지표 중에서는 개선

사항이나 실적 등 실제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들이 포

함되었다. 또한 인증전담기관의 현장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지표는 평가 시행기관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서만 수집할 

수 있는 진료실적의 증감률이나 신고건수, 진료비, 기관의 

경영수지 등의 자료나 현 조사위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등의 전문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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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mber of indicators available for on-site survey by evaluation

Classification

Structure 
indicators

Process 
indicators

Outcome 
indicators

Sum
Total

yes no yes no yes no yes no

Designation and Ealuation of Tertiary Hospitals 19 0 0 0 0 0 19 0 19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Specialty Hospitals 95 0 0 0 0 0 95 0 95

Designation of Research-driven Hospitals 11 0 8 8 1 9 20 17 37

Designation of Specialty Oriental  Medicine Hospitals 28 0 0 0 0 0 28 0 28

Quality Assessment 45 4 6 86 0 46 51 136 187

Evaluation of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233 1 127 429 0 1 360 431 791

Evaluation of Hospitals Credibility 298 10 63 29 14 57 375 96 471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60 5 6 6 0 1 66 12 78

Evaluation of Public District Hospitals 14 0 31 25 5 45 50 70 120

Evaluation of Palliative Care Medical Institutions 36 0 5 6 5 1 46 7 53

Evaluation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0 0 0 27 0 0 0 27 27

Quality Assessment of Specific Medical Imaging Equipments 8 0 1 41 0 0 9 41 50

Designation of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 Institutions 10 0 27 11 0 0 37 11 48

Evaluation of Brain Death Victims Management Institutions 13 0 31 3 2 6 46 9 55

Evaluation of Blood Management 74 0 74 9 0 0 148 9 157

Permiss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Banks 13 0 0 0 0 0 13 0 13

Evaluation of Genetic Testing Accuracy 27 0 27 15 2 1 56 16 72

Registration of Foreign Patients Attraction Institutions 5 0 0 0 0 0 5 0 5

Report on the Oper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Institutions 0 0 0 0 4 0 4 0 4

Total 989 20 406 695 33 167 1,428 882 2,310

3. 의료기관 대상 평가통합 가능성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평가들 중 Table 4의 

결과에 근거하여 인증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한 평가통합 정

도를 분류한 결과(Table 5),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한방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와 인체유래물은행 허가를 위한 

평가는 인증전담기관의 조사위원을 통해 조사가 가능한 지

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평가통합 시행이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만 평가통합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평가는 연구중심병원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건강검진기관 평가, 병원 신임평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

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완화의료전문기관평가, 특수의

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평가,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뇌사판정 대상자관리 전문기관 평가, 혈액관리 업무 심사평

가, 유전자검사 정확도평가였다. 현행 평가체계 유지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는 전문기관에서만 평가할 수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나 의료기관이 등록신청을 해

야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그리고 대차대조표, 손

익계산서 등의 전문 지표가 있는 의료기관회계기준 운영사

업 보고에 관한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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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sibility of evaluation integra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Classification Evaluation

Can be fully integrated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Tertiary Hospitals

Designation and Evaluation of Specialty Hospitals

Designation of Specialty Oriental  Medicine Hospitals 

Permission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Banks

Can be partially integrated

Designation of Research-driven hospitals

Quality Assessment

Evaluation of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Evaluation of Hospitals Credibility

Evaluation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Evaluation of Public District Hospitals 

Evaluation of Palliative Care Medical Institutions 

Quality Assessment of Specific Medical Imaging Equipments 

Designation of Medical Device Clinical Trial Institutions 

Evaluation of Brain Death Victims Management Institutions 

Evaluation of Blood Management

Evaluation of Genetic Testing Accuracy

Maintenance of the present situation

Evaluation of Diagnostic Radiation Devices 

Registration of Foreign Patients Attraction Institutions

Report on the Oper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Institutions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의료법 제58조에 명시된 인증전담기관을 통한 

평가통합 가능성과 방안 마련을 통하여 환자 중심의 양질

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

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

는 19종 평가의 총 2,310개의 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통합이 가능한 평가 4종, 일부만 통합 가능한 평

가 12종, 현행 유지 평가 3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모든 

평가는 해당 평가와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20-23], 평가에서의 전문성 확

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

여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평가통합 및 효율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Figure 1). 첫째, 전체 평가통합을 위

해서는 인증전담기관의 조사위원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

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전문

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일부만 통합 가능한 평가와 관련

하여 현 인증 조사위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전문영역

의 평가지표의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팀에 포

함시켜 통합조사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 전문가로도 평가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청구자료 등의 평가 시행기관만

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경우는 현행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다른 영역의 평가결과와 통합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기관 평가는 해

당 의료기관의 전체 체계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역시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이를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과 의

료기관 종사자들이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평가

들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에 보

다 더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ㆍ심리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각종 평

가들로 인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

은 해당 평가별로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평가결과가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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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시행기관이 제각각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평가통합과 효율화 추진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풀어

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이를 위하여 정부, 현 평가 시행기관들, 의료기관 관계자

들이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

인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

구는 평가지표들의 분류에 있어서 연구자의 판단으로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기존 연구[19]에서 

제시된 2가지 평가 효율화 방안 중에서 현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인 인증전담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운영방식을 연

구하였으며, 의료기관 대상의 총 19종 평가지표들을 분석

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료기관 대상의 평가통합과 

효율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

구팀이 구성되어 이 연구결과보다도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료소비자인 환자를 가장 최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치료적인 환경 조성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 Integration and efficiency strategies of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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