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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3

요  약  문

1. 조사개요

1.1 조사의 목적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시설․환경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정보 산출

과 문제점 발굴을 목적으로 함

◦특히 2012년도는 입원환경 현황조사의 첫 실시연도로써, 조사 본연의 목적과 부합

하되, 그동안 각종 현황파악이 미흡하였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상

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그 동안의 조사, 평가, 정책 등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위주로 진행되어 중

소규모, 특히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은 전무한 실정임

1.2 조사방법

◦조사팀이 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확인 및 관계자 면담 후 조사지 작성

1.3 조사내용

◦의료기관별 일반현황, 시설현황, 병상운영현황, 병동현황, 입원병실현황, 시스템현

황, 인력현황, 진료실적, 병실환경, 수술실 및 중환자실 환경, 급식 환경, 세탁물 관

리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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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사대상 기관

◦모집단 : 개원 1년 이상의 병원 및 병상 보유 의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특수병원, 정신병․의원, 군병원 등 제외

◦표본수 : 병원 122개소, 의원 135개(총 50개 지역, 257개 의료기관)

- 이 중 조사시점 당시휴․폐업한병원 11개소 및 의원 9개소, 요양병원으로 전환

한 병원 3개소, 병원으로 전환한 의원 1개소, 조사 협조 거부 의원 2개소 발생.

일부 휴․폐업 병․의원 및 조사 협조 거부 의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병상보유

병․의원으로 대체조사 실시

◦최종 조사대상 기관 : 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총 50개 지역, 252개 의료기관)

2. 조사결과

2.1 자료원별 병상 운영현황

◦현재 활용되고 있는 병상수 통계간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와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

수, 실제 가동병상수를 상호 비교한 결과, 자료간 병상수가 서로 일치하는 의료기

관은 전체 조사대상의 36.1%였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 43.1%, 의원 30.1%가 세 자료간 일치하였으며, 소재지역

별로는특․광역시 27.9%, 시지역 45.9%, 군지역 30.8%가 일치하여 의원과 특광

역시의 불일치 비율이 높았음. 병상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불

일치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와 실제 가동병상수가 일치하는 의료기관

은 조사대상 전체의 51.6%이었으며, 36.9%는 허가병상수가 가동병상수보다 많았

고, 11.5%는 허가병상수가 가동병상수보다 적었음

- 의원급의 경우 실제병상가동을하지않는 의료기관이 58개소로 신고․관리되는

자료와 큰 차이를 나타냄. 이들 의원의 대부분은 5병상 미만의 신고 의료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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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이 아닌주사실, 처치실, 진료실, 검사실 등에 설치된 병

상을 허가병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였음

2.2 건물 및 운영시스템 현황

1) 건물현황

◦(건물소유형태) 의료기관 건물을 병원장 또는 법인이 소유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

상 기관의 54.8%이었으며,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67.2%)이 의원(44.1%)보다 높

은 편임. 지역유형별로는 군지역의건물 소유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시지역

54.1%, 특·광역시 52.9% 순이었음

◦(건물종류) 병원은 100%가 의료시설, 의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99.3%로, 병․

의원간 차이가 뚜렷함

- 건축법에서는의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어있지 않지만, 의료법에

서 제시하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살펴보면(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등을 갖추

도록 하는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서비스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해

당기준의적용을 받지않음. 최소한의 서비스수준 유지 측면에서의료기관의 기

능에 기반한 법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임

◦(건물 면적) 허가병상수 기반 병상당 건물연면적은 전체 평균 62.1㎡이며, 의료기

관종별로는 병원 45.4㎡, 의원 77.7㎡로 상대적으로 입원 대비 외래환자수가 많은

의원이 병상당 건물연면적이 큰 편이었음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72.4㎡, 시지역 57.3㎡, 군지역 49.6㎡으로 특․광역시

의 병상당 건물연면적이 큰 편임

2) 시스템현황

◦(의무기록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조사대상기관

의 60.7%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이의무기록을 시행하는 기관도 52.8%를 차지

함. 영상의무기록 시행기관은 10% 수준임(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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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시스템을 전자-종이-영상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의 20.2%로써 이중에서도 전자-종이간 혼용사용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

음. 종이 사용의 경우 보험사 등 서류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

록(EMR)과 병행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의료기관종별 전자의무기록(EMR) 시행율은 병원 65.5%, 의원 56.6%으로 병원

은 전자의무기록(EMR) 시행율이 높았고, 지역유형별 전자의무기록(EMR) 시행

율은 특·광역시 65.4%, 시지역 57.8%, 군지역은 56.4%로 특․광역시에서의 전자

의무기록(EMR) 시행율이 높았음

◦(처방전달시스템; OCS) 전체 시행율은 69.4%이었고, 의료기관종별 시행율은 병원

87.9%, 의원 53.7%로 병원의 시행율이 높은 편이며, 지역유형별 시행율은 특·광역

시 68.3%, 시지역 67.9%, 군지역 76.9%로 군지역의 시행율이 높았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 전체 시행율은 49.2%이었으며, 의료기관종별시

행율은병원 76.7%, 의원 25.7%로병․의원간차이가큰편인데반해, 지역유형별로

는 특·광역시 50.0%, 시지역 48.6%, 군지역 48.7%으로 지역간 차이가 미미함

- 의원의 경우 PACS 시행율이 낮은 이유는 x-ray 등 영상장비 설치율이 병원보

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비상전력체계; UPS) 의료기관 전체 시행율은 7.9%에 불과하며, 일부 시행 41.3%

를 포함하여 조사대상의 49.2%가 시행중이었음. 의료기관종별 시행율(전부 및 일

부 시행 포함)은 병원이 81.1%인 반면, 의원은 22.1%가 시행하여 병․의원간 차이

가 큰 편이며,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50.0%, 시지역 48.6%, 군지역 48.7%로 차

이가 크지 않음. 수술실을 가동하는 의료기관에 있어서 수술실 비상전력체계

(UPS) 시행율은 50.3%로써 병원의 시행율이 74.2%로 높았으며, 지역유형간 차이

는 크지 않음

◦(종합) 의료기관내 EMR, PACS, OCS, UPS 등 각종 시스템 시행율은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편임. 다만, 종합병원(의료기관 평가결과)

과 비교하면 병원, 의원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시행율을 나타냄



요약문 7

2.3 병실 규모 및 차액 현황

◦(상급병실 병실규모) 상급병실은 전체 조사대상 병상수의 24.8%에 해당하였으며,

1～5인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음. 이 중 병상수 기준으로 2인실 비율이 28.9%

로 가장 많았고 1인실이 27.6%를 차지하였음

- 상급병실 중 1인실 병상수의 비율은 의료기관종별로 병원 25.7%, 의원 42.7%,

지역유형별로 특·광역시 26.7%, 시지역 24.5%, 군지역 43.4%로 의원과 군지역에

서 1인실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기준병실 병실규모) 기준병실은 상급병실과 중복되는 1～5인실부터 최대 18인실

까지 운영되고 있었으며, 병상수 기준으로 6인실 비율이 30.1%, 5인실 비율이

19.4%로써 5～6인실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임. 7～18인실 병실수는 전체 기준병상

수의 30%에 해당함. 특히 8인실의 경우 병상수를 기준으로 6인실, 5인실 다음으로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었음

- 의료기관종별 7인실 이상 병상수 구성비는 병원 33.3%, 의원 4.3%로써 병원의

경우 의원에 비해 기준병실의 실당 병상수가 많은 편이었으며,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40.2%, 시지역 24.8%, 군지역 22.9%로 병실당 병상수의 측면에서 한

정해서 볼 때, 특․광역시의 기준병실 환경이 가장 열악한 편이었음

◦(기준병상 비율) 의료기관별 기준병상 비율은 평균 70.8%이었으며, 병원 71.5%, 의

원 69.6% 수준으로 병․의원간 차이가 크지 않음.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69.5%, 시지역 66.9%, 군지역 84.8%로 군지역의 기준병상 비율이 높고 특․광역시

와 시지역의 기준병상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음

◦(병상당 병실면적) 상급병실은 평균 11.4㎡, 기준병실은 평균 6.5㎡으로 상급병실

의 병상당 면적이 평균 4.9㎡(약 1.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경우 상급병실 11.8㎡, 기준병실 6.5㎡, 의원의 경우 상

급병실 10.2㎡, 기준병실 6.4㎡으로 기준병실의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 상급병실

의 경우 병원의 병상당 병실면적이 더 컸음

- 지역유형별로는 상급병실의 경우 특․광역시 11.4㎡, 시지역 11.3㎡, 군지역 12.0

㎡, 기준병실의 경우 특․광역시 6.3㎡, 시지역 6.3㎡, 군지역 7.0㎡으로 군지역의

병상당 병실면적이 더 큰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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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병실차액료) 조사대상 전체 평균은 62천원으로, 1인실 94천원, 2인실 54

천원, 3인실 37천원, 4인실 27천원이었으며, 의료기관간 가격 편차가 가장 큰 그룹

은 1인실이었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경우 1인실 105천원, 2인실 58천원, 3인실 39천원, 4인

실 27천원, 의원의 경우 1인실 67천원, 2인실 42천원, 3인실 25천원으로 병원의

병실차액료가 더 비싼편이었음. 또한 병원급 1인실의 경우 가장 비싸면서 의료

기관간 편차도 큰 편이었음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70천원, 시지역 59천원, 군지역 42천원으로 특․광역

시 병실차액이 가장 비쌌으며, 또한 기관간 편차가 가장 큰 편이었음

2.4 병동(nursing unit) 현황

◦(병동당 병실수 및 병상수) 조사대상 기관의 병동당 평균 병실수는 12실이었으며,

병상수는 43.7병상임

- 의료기관종별 병동당 병실 및 병상수는 각각 병원 14실, 53.8병상이며, 의원 7실,

18.0병상으로 병원의 병동당 병실(병상)수가 의원보다 많은 편임

- 지역유형별 병동당 병실 및 병상수는 각각 특·광역시 12.0실, 44.0병상, 시지역

11.7실, 41.3병상, 군지역 12.5실, 48.5병상으로 군지역의 병동당 병실(병상)수가

다소 많은 편임

◦(병동내 간호인력수) 병동에 배치된 간호인력수는 평균 6.7명으로 간호사가 4.6명,

조무사가 2.1명 수준임

- 의료기관종별로 병원은 간호사 6.2명, 조무사 2.2명, 의원은 간호사 0.5명, 조무사

1.7명으로 병원이 의원에 비해 병동당 간호인력수가 절대적으로 많았음. 그 외

보조원은 0.4명 수준으로 병․의원 모두 미미한 수준임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간호사 6.3명, 조무사 1.7명, 시지역 간호사 3.4명, 조

무사 2.3명, 군지역 간호사 3.8명, 조무사 2.3명으로 특․광역시의 병동당 간호인

력수가 시지역과 군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었음

◦(병동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조사대상기관의 병동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는 평

균 8.7병상이며,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 7.8병상, 의원 12.0병상으로 병원의 간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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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당 병상수가 다소 적은 편이었음(단, 종합병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7.7병상, 시지역 9.0병상, 군지역 10.2병상으로 군지역

의 간호인력당 병상수가 많은 편임

2.5 의료(보조) 인력 현황

◦(자료원별 인력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 관리하는 의료인력수와 의료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인력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인력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

균 0.4명 정도의 차이를나타내었으며, 간호사는 1.3명, 조무사는 1.9명의 차이로 인

력종류별로는 조무사의 신고 및 실제 근무인력수간 차이가 가장 컸음(신고<활동)

- 의료기관종별로는 의사의 경우 병원이 0.7명 정도의 차이(신고<활동)를 보이며,

의원은거의차이가없음. 간호사의경우병원 2.5명차이(신고<활동), 의원 0.1명

차이(신고>활동), 간호조무사의경우병원 3.3명차이(신고<활동), 의원 0.7명차

이(신고<활동)로 대체로인력수가많은병원에서신고및실제근무인력수간차

이가 컸음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에서의 차이가 큰 편이었음

◦(백병상당 의료인력수) 백병상당 의사수는 전체 평균 10.0명 수준이며, 의료기관종

별로는 병원 9.1명, 의원 11.4명으로 의원이 병원보다 많고 지역유형별로는 특․광

역시 11.2명, 시지역 10.2명, 군지역 6.6명으로 특․광역시가 가장 많았음. 백병상당

간호인력(간호사+조무사)수는 전체 평균 35.7명 수준이며, 병원이 32.9명, 의원이

40.0명,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41.3명, 시지역 34.7명, 군지역 26.0명으로 특․

광역시가 가장 많았음. 종합병원(의료기관평가결과)과 비교하면 의사수는 큰 차이

가 없었으나, 간호인력은 병 의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의료인력당 일평균 환자수) 의료법에 근거하여 외래환자수를 입원환자수로 환산

하고 의료인력당 일평균 환자수를 계산하면,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일평균 환자수

는 23.6명이었음.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 21.1명, 의원 27.8명으로 의원이 병원보다

의사1명당 환자수가 많았으며,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20.3명, 시지역 25.3명,

군지역 26.2명으로 군지역이 시지역과 특․광역시보다 환자수가 많은 편이었음.

간호인력(간호사+조무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3.4명이었으며, 병원 3.3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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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으로 병․의원간 차이는 크지 않았음.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의 경우 병

원 2.4명, 의원 3.9명으로 의원의 간호인력당 환자수가 훨씬 많은반면 시지역의 경

우 병원 4.0명, 의원 3.5명, 군지역의 경우 병원 4.0명, 의원 3.0명으로 병원의 간호

인력당 환자수가 많은 양상을 보임

- 의료인력당 환자수 산정은 환자수를 입원환자수에 외래환자수를 포함한 조정환

자수를 사용하였고,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수에 비해 외래환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과 병상이용률이 낮은 점 등에 기인하여 백병상당 의료인력수 분석결과

와 다소 차이를 보임

- 종합병원(의료기관평가결과)과 비교하면,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의료인력1

인당 환자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근무시간대별 인력수) 조사 해당 전일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입원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의 시간대별 의사수를 살펴보면, 주간시간대 기관당 평균 의사수는 4.8명

인 반면, 야간시간대는 0.4명으로 입원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에

는 평균 근무의사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특히 의원은 야간시간

대 근무의사가 거의 없었음. 병동 간호인력을 듀티별로 살펴보면, 오전근무 평균

4.1명, 오후근무 3.2명, 밤근무 2.3명으로 듀티당 1～2명의 차이를 나타내며 야간시

간대는 전반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냄.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이 오전근무 평균 6.2

명, 오후근무 4.2명, 밤근무 3.3명, 의원이 오전근무 1.0명, 오후근무 0.8명, 밤근무

0.7명으로 종별 차이가 컸으며, 특히 의원은 오후 및 밤근무의 경우 듀티별 평균

근무 인력이 1명 미만인 상태였음

2.6 진료실적

◦(연평균 진료실적) 병원의 연간 평균진료실적은 입원실인원 3천명, 입원연인원 24

천명 규모이며, 그 외 외래 70천명, 수술 1,500건, 분만 1,200건 규모임. 의원은 입원

실인원 500명, 입원연인원 3,400명 규모이며, 그 외 외래 31천명, 수술 300건, 분만

400건 규모임

- 지역유형별로는 입원환자수, 수술건수와 분만건수의 경우 특․광역시, 외래환자

수의 경우 시지역의 진료실적이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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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및 병상이용률)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는 전체 평균 10.8일

이며, 병원 12.7일, 의원 8일로 종별 차이가 큰 편이었음.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

시 10.2일, 시지역 11.6일, 군지역 9.8일로 시지역의 평균재원일수가가장 긴특성을

나타냄. 병상이용률은 전체 평균 53.3%이며, 병원 60.5%, 의원 42.5%로 재원일수

와 마찬가지로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이었음. 지역유형별로는 특 광역시 50.5%,

시지역 55.9%, 군지역 51.9%로 시지역의 병상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병상규모별로

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재원일수도 길고 병상이용률도 높은 경향을 나타냄

- 평균재원일수와병상이용률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편인

시지역, 병원(특히 병상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대체로 높은 특성

을 나타내는데, 유사한 환자구성을 가정할 때 시지역 병원의 높은 병상이용률은

긴 재원일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종합병원(병원경영분석)과 비교하면 평균재원일수의 경우 종합병원에 비하여

병원은 길고, 의원은 짧은 편, 병상이용률은 병․의원 모두 종합병원보다 낮은

편이었음. 병원의 경우 재원일수가 종합병원보다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용률은 낮고, 의원의 경우도 실제 설치된 병상에 비해 운영되는 병상의 비율이

40%수준으로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음

2.7 병실환경

◦(입원병실 환경) 환자이름 기재,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 침대, 보호자용 침대, 개인

사물함, 환자용 식탁, 방충망 등은 대체로 75% 이상의 구비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

었으며, 반면,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및 간호사 호출장치, 개별취침등,

병상간커튼, 손소독제 등은 30% 미만의 낮은 구비율 수준을 나타냄.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각종 구비율 수준이 높은 편이며, 지역유형별로는 대체로 특․광

역시의 각종 구비율 수준이 높은 편임. 그러나 종합병원(의료기관평가결과)에 비

해서는 병․의원의 구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병상간격) 입원실의 병상-병상간 간격은평균 1m, 병상-벽간 간격은 0.6m로미국

건축가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1.22m, 0.91m보다 낮은 수준임1)

- 의료기관종별, 지역유형별 차이는 0.1～0.2m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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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내 화장실 설치 비율) 전체 조사대상 병실의 36.3%는 병실내 화장실을 설치

하고 있었고, 의료기관유형별로는 병원 39.3%, 의원 31.7%로 병원의 설치율이 높

은 편이었으며,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43.4%, 시지역 35.2%, 군지역 22.8%로

특․광역시의 설치율이 높았음

◦(병실환경 종합) 입원병실 환경조사항목별로각 1점을 부여하고 20점을만점으로

하는 종합점수를산출해보면 전체 조사 대상기관(입원병상 가동중인 194개소) 중

20점인 경우는 병원 1개소(0.5%), 16～19점인 경우도 병원 6개소(3.1%)에 불과하

였음. 의료기관종별로 12점 이상(20개 항목의 60% 이상 충족)인 의료기관은 병원

이 42개소(36.3%), 의원이 11개소(14.1%)로, 전반적으로 점수가낮은 편임. 특히 의

원의 경우 최고 점수가 15점으로 대부분이 11점 미만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음

- 지역유형별로 12점 이상(20개 항목의 60% 이상 충족)인 의료기관은 특·광역시

가 32.9%, 시지역 24.4%, 군지역 22.6%로 특․광역시가시지역과 군지역 보다는

입원병실 환경의 종합적 수준이 높은 편임

◦(병실 환경 종합점수에 따른 진료실적 차이) 전체적으로 종합점수가 15점 이상인

군에서 진료실적이 많은 편이었고,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짧았으며, 병상이

용률의 차이는 없었음

◦(입원병실의 전반적 청결 정도) 조사자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입원병실의 전반적 청

결 정도는 Excellent 12%, Good 42.9%, Acceptable 36.9%, Poor 6.6%,

Unacceptable 1.6%, 입원 병실내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 청결정도는 Excellent

17.7%, Good 49.2%, Acceptable 25.4%, Poor 7.7%, Unacceptable 0%이었음. 전반

적으로 의원에 비해 병원, 시지역이나 군지역에 비해 특 광역시가 청결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병동 환경) 병동내 각종 시설의 구비율을 살펴보면, 환자용 냉장고(91.8%)와 식수

시설(95.6%)은 매우 높은 편, 휴식용 의자(72.4%)와 온장시설(76.1%)은 대체로 높

은 편이나, 복도 손잡이(양쪽·한쪽, 45.3%)와 별도의 배선시설 설치율(35.9%)은 낮

은 편이었음. 의료기관종별로는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우수한 편이었으며,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의 설치율이 높은 편이었음. 다만 전반적으로 종합병원

1)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 and health

care facilities. 2006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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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결과)에 비하여 병․의원의 각종 설비의 구비율 및 설치율이 낮은

편임

2.8 수술실 환경

◦(수술실 환경) 의료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비율(95.1%), 수술실 청소적합

비율(90.8%), 수술장 전용 세면대(scrub) 구비율(89.5%), 제한구역 통제 여부

(83.2%), 수술 진행중 문닫힘 비율(81.8%) 등은 비교적 80% 이상의 충족율을 나타

내고 있으나, 수술중 안내 표시 비율(38.5%)과 수술실내 양압유지 비율(21.7%)은

낮은 수준이었음. 의료기관종별로는 비교적 병원이 의원보다 우수한 편이었으며,

지역유형별로는 대체로 특․광역시가 시지역과 군지역에 비해 우수한 편이었음.

다만, 종합병원(의료기관평가결과)에 비해 병․의원의 수술실 환경이 열악한 수준

인데, 특히 수술실 내 양압 유지비율 및 수술중 안내 표시비율은 종합병원과의 차

이가 큰 편임

2.9 급식환경 및 세탁물 관리방식

◦(조리장 운영방식) 조사대상기관 중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88.1%는 조

리장을 자체 운영하고 있었으며, 5.7%는 조리장은 의료기관내 갖추고 있으나 외주

운영 형태였음

- 의료기관종별로 조리장 자체운영 비율의 경우 병원 91.4%, 의원 83.3%, 의료조

리장 외주운영 비율의 경우 병원 8.6%, 의원은 1.3%임. 의원의 경우 나머지

15.4%(12개 기관)은 원내 조리장시설이 없었으며, 이 경우 동일 건물내 타 의료

기관 등에서 환자 급식을 해결하였음

- 지역유형별로는 조리장 자체운영 비율의 경우 군지역 96.8%, 특·광역시 82.2%,

시지역 90.0%로 군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외주 운영율은 특·광역시 11.0%,

시지역 3.3%, 군지역 0%로 특․광역시의 비율이 높은 편임

◦(영양사 근무여부) 입원병상을 가동하며 원내 조리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관(182개

소)의 영양사 근무비율은 병원내 전담인력 64.8%, 외부인력(조리장운영을 외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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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때) 3.3%이며, 나머지 58개 기관(31.9%)은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았음

- 의료기관종별 병원내 전담인력 영양사 근무비율은 병원 94%, 의원 13.6%로써

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음

◦(환자식 식단제공 여부) 입원병상을 가동하며 원내 조리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82개소) 중 식단을 제공하면서 환자가 선택식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4.2%에 불

과했으며, 69.8%의 의료기관은 단일 식단 제공(환자의 선택식 불가능), 식사 제공

을 하나 식단 제공이 없는 경우는 6%(전수 의원)를 차지하였음

◦(급식 관리정도) 조사자 주관적 판단에 따른 급식 관리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

리장 관리정도의 경우 Excellent 및 Good 비율이 53.1%, 식기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이 52.0%, 식재료보관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이 53.1%수

준이었고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우수한 편이었음. 지역유형별로는 시지역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냄

◦(세탁물 관리방식) 입원병상을 가동하는 의료기관의 83.2%는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세탁물 구분 비

율이 의원에 비해 높은 편임. 세탁물 종류별 세탁물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오염세

탁물의 경우 자체세탁 33.2%, 외부세탁 65.8%로 외부세탁 비율이 높았으며, 기타

세탁물의 경우에도 자체세탁 42.9% 외부세탁 55.6%로 외부세탁의 비율이 높은 편

이었음. 의료기관종별로는 오염세탁물의 경우 외부세탁 비율이 병원 87.9%, 의원

31.1%, 기타세탁물의 경우 병원 76.5%, 의원 23.0%로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임.

지역유형별로는 오염세탁물의 외부세탁 비율은 특·광역시 63.9%, 시지역 70.1%,

군지역 58.1%, 기타세탁물의 경우 특·광역시 52.1%, 시지역 59.8%, 군지역 51.6%

로 전반적으로 시지역의 외부세탁 비율이 가장 높고 군지역의 외부세탁 비율이 가

장 낮았음

3. 정책제언

◦본 조사의 분석 결과와 관련 현황을 종합하여 살펴본 의료자원 적정화의 정책방안

으로 1. 관련 통계산출체계의 정비, 2. 병상의 구분과 정의, 3. 병실환경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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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선, 4. 병상등급제 도입과 수가차등화를 제안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 통계 산출체계의 정비

- 현재는 자료관리의 이원화 및 ‘병상’에 대한 정의 부재로 인하여 자료원간 의료

자원관련통계값에차이가나타나고있으며, 일관되고 정확한기준에 따른 자료

확보와 실태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임

- 관련 통계산출체계의 정비를통하여통합적인의료자원관리체계가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병상의 구분 및 정의

- 문헌고찰과 우리나라 현황을 종합하여 병상의 구분과 정의에 대한 방안을 종합

하고 방안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개설허가상의 병상에 대한 규정 신설

2. 관련통계의 정비

표 1 병상 구분 및 정의 등 방안 종합

구분 1안 2안

1. 의료법 규정의 목적 개설 허가상 허가병상에 대한 정의 관련 통계의 수집과 관리

2. 허가병상내 포함여부
입원실 병상 및 중환자실, 신생아실의

병상(처치 관찰 목적의 병상은 제외)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특수진료실

은 모두 제외

3. 병상의 구분
일반, 정신, 요양, 기타병상 기타 병상의 세분화(결핵, 한센, 재

활, 호스피스 등)

4. 병상의 세부적용

상급종합병원의 정신병상, 재활, 완화

병상은 정신병상 또는 기타병상으로

분류

상급종합병원의 정신병상은 일반병

상으로 분류

5. 의료법내 위치 제3조의 2 제2조의 2

6. 의료법내 내용 의료법내 정의와 구분 모두를 포함 구분은 시행규칙 등으로 하거나 제외

7. 기타(표현 등) 일반병상 급성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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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실 환경 관련 규정의 개선

- 우리나라의 병실 환경 및 시설규정은 면적기준이 유일하며, 따라서 의료기관간

병실환경에 차이가 큰 편임

72.1 

27.6 

1.9 

16.3 

17.2 

1.9 

9.3 

21.3 

3.7 
1.5 

2.3 

18.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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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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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료기관평가('07-'09) 본조사('12)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그림 1 병실환경 점수화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의료기관 분포

- 시설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최소한의 입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진입을 억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4. 병상 등급제 도입과 수가차등화

- 의료기관별 병상(병실)의 질적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동일한 수가체계

를 유지하고 있음. 입원서비스 제공의 질과 양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병원의 시

설 환경에 따른 병상등급제 도입과 제도의정착과 확산을 위한건강보험 입원료

의 차등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 있음

- 적절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과 아닌 의료기관간에 입원료를 차등화 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설에서 불필요한 장기재원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기존 입원료 총액은 고정하되, 입원환경 기반

의 병상등급에 따른 병원관리료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일당 병원관리료가 20,601원 수준이며, 병상등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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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할 경우, 1등급 25,116원～4등급 18,837원으로 산출되었음

∙종합병원은 1등급 23,114원～5등급 15,409원, 병원은 1등급 20,445원～5등급

13,63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의원의 경우 98.5%가 5등급으로 현 수준인 16,115

원보다 낮은 12,307원이 적용됨

※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입원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배제한 결과로써 실제 제도

도입시에는 이러한 조사 분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20,601
17,628

16,101 16,115

25,116
23,114

20,445
23,023

21,187
18,741

20,930
19,261

17,037
15,384

18,837
17,335

15,33315,409
13,630

12,307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원관리료적용방안(원/일)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림 2 병원관리료 차등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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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개요

1. 조사개요

1.1 조사의 배경

◦우리나라 의료자원은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포(Distribution), 효율성

(Efficiency)의 문제와 함께, 질(Quality)적 측면에서 편차가 큰 편임. 본 조사는 의

료기관의 환경적 측면, 특히 입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음

◦병원시설 환경 자체가 환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환자만족도는 의사와 환자의 관

계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병원시설은 간접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줌2).

즉, 의료기관의 환경적 측면이 진료의 과정(process) 및 결과(outcome)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동안 의료기관평가를 통하여 병실․병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인증제도 도입이후 해당 항목들은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관련현황을 파악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산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또한 그 동안의 조사, 평가

등은 주로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 위주로 진행되어 병원 및 의원 등 중소

2) Donabedian A. Explorations in quality assessment and monitoring, Vol 1.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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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은 전무함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수준을시급히 파악하고정리할 필요성있음. 의료자원 적정화

를 이용과공급측면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관리제도 및향후고려가 필요한정책방

안과 전제 사항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의료자원 이용적정화 측면의 현 관리제도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가 있음.

예를 들어 건강보험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재원일수에 따른 삭감기준3)을 제

시함. 그러나현제도는 질병군별 중증도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등 이용관리의

적극적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재원일별 삭감기준을 질병군

별로 구체화하거나, 사회적 입원 등 부족절한 재원에 대한 삭감기준을 강화하고

문지기 기능을도입하는등적극적인정책도입이필요할 것으로판단됨. 이때 재

원적정성 평가 등 전반적 이용현황에 대한 상세 파악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 의료자원 공급적정화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

며, 또한 특성에따라양적측면과 질적측면으로 구분할수있음. 자원의 종류별

로 살펴보면, 인력, 장비 등의 경우 정원제도, 간호관리료, 특수장비 규칙 등을

통해 적정화수단이 일부 존재하나 시설분야의 경우 관련된 정책이 전무한 실정

임. 시설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는 정책수단으로는 개설제도 정비, 취약지 규

명, 병상총량제, 시설기준강화, 병상등급제 등이 있음. 그러나기존의자원관리방

향과 현황파악은 주로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으며 질적 측면에서는 현황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3) 입원 16～30일의 경우 입원료 점수의 90%, 31일 이상의 경우 85% 산정(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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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의료자원의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1.2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의료자원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써, 특히 의료자원공급의질적적정화

측면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시설․환경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한 관련

정보산출과 문제점발굴을목적으로함. 나아가 현황파악과 문제점발굴을통하여

관련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러한 실태파악은 변화양상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일시

에 파악이 불가능 한 경우 가장미흡한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 있음. 아울

러 병상이용률과 인력현황 등 기존에 통계 산출이 미흡하거나 정확성 검증이 필요

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산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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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2년도는 입원환경 현황조사의 첫 실시연도로써, 조사 본연의 목적과 부합

하되, 그동안 각종 현황파악이 미흡하였던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

설․환경의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그 동안의 조사, 평가, 정책 등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위주로 진행되어 중

소규모, 특히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은 전무한 실정임

1.3 조사의 특이점

◦현지 확인 절차를 통한 실질적 실태 확인

- 기존 단순 보고통계에서 발생한 정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직접 투입되는 현지 검증 실시

- 조사초기에는 일반 현황 등 일부 문항의경우 타 조사와 중복이 존재하나, 현지

확인을 통한 일치도 평가 후 향후 정비 예정

◦연차별 시설종류별 조사진행을 통하여 의료기관 시설분야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확보의 기반 마련

◦조사도구는 지속적 검증 및 보완을 통하여 PEAT(Patient Environment Action

Team) 등 국제도구와 유사한 수준으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 PEAT
- 2001년 NHS Plan에 의해 시작, 매년 영국(England)내 모든 NHS 입원서비스 제공 시설

(10병상 이상 보유)을 대상으로,‘비임상분야의 질’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조사
- 평가자는 간호사, 의사 등 NHS staff로 구성되며, visual assessment(시각적 평가)로써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님
- 평가분야는 환경(Environment; 청소포함), 급식(Food), 사생활과 존엄성(Privacy & 

Dignity)로 구분
- 병원의 각 조사장소별 조사(inspection)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점수화되며, 5점 척도 사용

(Excellent-Good-Acceptable -Poor-Un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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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및 내용

2.1 조사방법

◦조사팀이 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확인 및 관계자 면담 후 조사지 작성

2.2 조사팀 구성

◦역할 : 현지 확인 및 관계자 면담, 조사지 작성

◦구성 : 진흥원 연구원 1인 + 조사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 담당자 1인

2.3 조사내용

◦의료기관별 일반현황, 시설현황, 병상운영현황, 병동현황, 입원병실현황, 시스템현

황, 인력현황, 진료실적, 병실환경, 수술실 및 중환자실 환경, 급식 환경, 세탁물 관

리방식 등(상세 조사항목 등은 부록의 조사표 참조)

2.4 조사대상 기관

◦표본수 : 병원 122개소, 의원 135개(총 50개 지역, 257개 의료기관)

◦최종 조사대상 기관 : 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총 50개 지역, 252개 의료기관)

※ 표본 설계 과정 참조

3. 주요 추진일정

◦조사지 개발, 조사팀 면담 및 조사일정 조정 등 : ～4월 20일

◦조사항목 의견조회(보건복지부 관련과 대상)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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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 4월 10일(서울 당산동 소재 129병상 병원급 의료기관 1개소)

◦설명회 실시(※ 4월 19(목), 서울역 회의실)

- 대상 : 조사의료기관 소재 보건소 50개소 보건행정계(과) 담당

-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일정, 협조사항 등

◦조사 대상 의료기관 통보(4월 4주)(※ 보건복지부 공문)

- 조사대상 선정 결과 및 조사내용, 일정 등 통보

- 통보방식 : 보건복지부→보건소→해당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4월 27일～6월 30일, 2개월)

◦조사결과 입력 및 정리, 자료보완 : 7월～9월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10월～11월

4. 표본설계 과정 및 결과

◦표본의 설계 과정과 추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집단은 개원 1년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따라서 2010년도 말 기

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를 추출틀로써 사용하였음. 또한 요

양병원, 한방병원, 특수병원, 정신병․의원, 군병원 등을 제외하였으며, 의원의

경우 정신과 등을 제외하고 내과, 신경과, 외과 등의 입원병상 보유 의원을 대상

으로 하였음

- 표본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기관은 병원 122개소, 의원 135개

로써 총 50개 지역, 257개 의료기관에 해당함

- 이 중 조사시점 당시휴․폐업한병원 11개소 및 의원 9개소, 요양병원으로 전환

한 병원 3개소, 병원으로 전환한 의원 1개소, 조사 협조 거부 의원 2개소 발생.

일부 휴․폐업 병․의원 및 조사 협조 거부 의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병상보유

병․의원으로 대체조사 실시(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개원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도 6개소 포함)

- 최종 조사․분석대상 의료기관은 병원 116개소와 의원 136개소로 총 252개소임

(대상 지역수는 50개 지역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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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 경우 조사 설계 당시(2010년도 말)는 군지역으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최종 분석대상에서는 시지역으로 분류되었음

그림 1-2 표본설계 과정

주 : PSU(Primary Sample Unit) : 1차추출단위(시군구)

SSU(Secondary Sample Unit) : 2차추출단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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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표본 추출 결과

(단위 : 개소, %)

구분 지역특성
모집단 표본선정 최종 분석대상

병원 의원 전체 병원 의원 전체 병원 의원 전체

기관수

전체 1,054 6,347 7,401 122 135 257 116 136 252

특․광역시 472 3,098 3,570 49 58 107 47 57 104

시 463 2,825 3,288 48 55 103 50 59 109

군 119 424 543 25 22 47 19 20 39

구성비

전체 14.2 85.8 100.0 47.5 52.5 100.0 46.0 54.0 100.0

특․광역시 6.4 41.9 48.2 19.1 22.6 41.6 18.7 22.6 41.3

시 6.3 38.2 44.4 18.7 21.4 40.1 19.8 23.4 43.3

군 1.6 5.7 7.3 9.7 8.6 18.3 7.5 7.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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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시도 시군구
해당지역 전체의료기관 표본선정 최종 분석대상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특·광역시

(19개 지역)

서울 강남구 23 116 5 5 5 5

서울 구로구 2 45 1 3 1 3

서울 동작구 4 37 2 3 2 3

서울 성동구 6 31 2 2 2 2

서울 중랑구 7 58 2 3 2 3

부산 동래구 9 46 3 3 3 3

부산 부산진구 7 87 2 4 2 4

부산 영도구 0 20 0 2 0 2

부산 해운대구 10 63 3 3 3 3

인천 부평구 15 68 4 3 4 3

인천 서구 5 54 2 3 2 3

대구 동구 7 42 2 3 1 3

대구 북구 12 63 3 3 3 3

대구 수성구 14 57 4 3 4 3

광주 서구 9 52 3 3 3 2

광주 남구 4 31 2 2 2 2

대전 유성구 2 30 1 2 0 2

대전 서구 16 106 4 5 4 5

울산 남구 18 65 4 3 4 3

시지역

(20개 지역)

경기 성남분당구 11 33 4 3 4 3

경기 수원권선구 5 31 2 3 2 3

경기 수원팔달구 8 38 3 3 3 3

경기 안양동안구 2 39 2 3 2 3

경기 평택시 12 58 4 4 4 4

경기 하남시 4 22 2 2 2 2

표 1-2 표본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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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시도 시군구
해당지역 전체의료기관 표본선정 최종 분석대상

병원 의원 병원 의원 병원 의원

경기 시흥시 5 54 2 4 2 4

경기 용인수지구 3 16 2 2 2 2

경기 이천시 5 27 2 2 2 2

경기 광주시 2 28 2 3 1 4

강원 원주시 10 53 4 2 4 2

강원 삼척시 1 9 1 1 1 1

충북 청주상당구 2 36 2 3 2 3

충북 제천시 2 29 2 3 1 4

충남 당진군 5 18 5 3 4 3

전북 군산시 3 53 2 3 2 3

전북 전주완산구 18 65 5 4 5 4

경북 구미시 5 55 2 4 2 3

경북 김천시 0 15 0 2 0 2

경남 창원시 18 56 5 4 5 4

군지역

(11개 지역)

경기 가평군 2 8 2 2 2 2

강원 홍천군 2 10 2 2 2 2

충북 음성군 3 12 3 2 2 3

충북 청원군 1 5 1 2 1 2

충남 예산군 1 15 1 3 1 3

전남 고흥군 1 8 1 2 1 2

전남 해남군 3 4 3 1 3 1

전남 화순군 3 7 3 2 3 2

경북 군위군 1 2 1 1 1 1

경북 예천군 1 3 1 1 1 1

경북 울진군 2 4 2 1 2 1

총합계 311 1,884 122 135 116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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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표본 의료기관의 병상규모별 분포

(단위 : 개소(%))

병상규모
병원 의원

모집단 표본 최종분석 모집단 표본 최종분석

1~9 - - - 3,148(49.6) 59(43.7) 60(44.1)

10~19 - - - 815(12.8) 24(17.8) 20(14.7)

20~29 - - - 2,382(37.5) 52(38.5) 56(41.2)

30~39 121(11.5) 10( 8.2) 9( 7.8) - - -

40~49 83( 7.9) 12( 9.8) 13(11.2) 1( 0.0) 0( 0.0) 0( 0.0)

50~59 73( 6.9) 8( 6.6) 9( 7.8) - - -

60~69 101( 9.6) 9( 7.4) 5( 4.3) - - -

70~79 107(10.2) 12( 9.8) 12(10.3) - - -

80~89 70( 6.6) 11( 9.0) 10( 8.6) 1( 0.0) 0( 0.0) 0( 0.0)

90~99 104( 9.9) 9( 7.4) 11( 9.5) - - -

100~199 287(27.2) 35(28.7) 33(28.4) - - -

200~299 93( 8.8) 14(11.5) 11( 9.5) - - -

300 이상 15( 1.4) 2( 1.6) 3( 2.6) - - -

전체 1,054(100) 122(100) 116(100) 6,347(100) 135(100) 136(100)

주 : 병상규모의 분류는 모집단과 표본의 경우 2010년도 말 기준, 최종분석의 경우 2011년도 말 기준임

표 1-4 표본 의료기관(의원)의 표시과목 분포

(단위 : 개소(%))

표시과목
의원수

모집단 표본 최종 분석

없음 1,481(23.3) 31(23.0) 34(25.0)

내과 254( 4.0) 7( 5.2) 7( 5.2)

신경과 15( 0.2) 0( 0.0) 0( 0.0)

외과 773(12.2) 16(11.9) 15(11.1)

정형외과 1,408(22.2) 29(21.5) 28(20.6)

신경외과 230( 3.6) 5( 3.7) 5( 3.7)

흉부외과 36( 0.6) 0( 0.0) 0( 0.0)

산부인과 994(15.7) 21(15.6) 21(15.4)

소아과 97( 1.5) 5( 3.7) 5( 3.7)

안과 343( 5.4) 12( 8.9) 11( 8.1)

이비인후과 537( 8.5) 9( 6.7) 9( 6.6)

비뇨기과 154( 2.4) 0( 0.0) 1( 0.7)

가정의학과 25( 0.4) 0( 0.0) 0( 0.0)

총합계 6,347(100.0) 135(100.0) 136(100.0)

주 : 표시과목 분류는 모집단과 표본의 경우 2010년도 말 기준, 최종분석의 경우 2011년도 말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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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사결과

1. 병상운영현황

1.1 조사개요

◦보건의료분야 통계자료 중 상세내역 파악 및 실시간 통계 산출이가능하다는 측면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는 가장 타당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

음. 그러나 자료집계의 기준과 시점, 체계 등으로 인하여보건복지부와 지역자치단

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가 각각 다른 문제점 발생

◦또한 의료법상의료기관종별 구분을 병상수에 기준하고 있고,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에 병상수가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관한 정의 부재로 인하여 병상의

개념이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음

◦조사내용 : 신고된 허가병상수와 실제 허가병상수, 가동병상수 간의 차이, 병상 종

류별 병상운영 현황 등

◦조사방법 : 담당자면담, 자료확인,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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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결과

1) 허가병상수 및 가동병상수간 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와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

는 허가병상수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28.2%의 의료기관에서 허가병상수가 불일치.

병원․의원간 차이는 크지 않음

-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병상수는 2011년도 12월 31일 기준이며, 보건소

의 허가병상수는 조사시점 당시로 두 자료간 시점의 차이가 5～6개월 존재

◦조사시점 당시 보건소에 신고된 허가병상수와 가동병상수가 일치하는 의료기관은

51.6%로 나머지 48.4%의 의료기관이 불일치하였음

- 조사대상 전체 의료기관의 36.9%는 허가병상수가 가동병상수보다 많았으며,

11.5%는 허가병상수가 가동병상수보다 적게 신고 되어 있었음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와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 실제 가동병상수간 서로 일치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6.1%였음. 의료기관종별 일치율은 병원급 43.1%, 의원급 30.1%로 병원급의 일치

율이 의원급보다 높은 편이었음

- 소재지역별로는특․광역시와 군지역의 불일치 비율이 높았으며, 시지역의 불일

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병상규모별로는 병원급에서는 1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서 불일치 비율이 높

은 편이었음. 의원급의 경우 실제 병상가동을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58개소로 신

고된 자료와 큰 차이를 나타냄. 이들 의원의 대부분은 5병상 미만의 신고․허가

의료기관으로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이 아닌 주사실, 처치실, 진료실, 검사실 등

에 설치된병상을허가병상으로신고한 경우가다수였음. 그 외에도 의원의허가

병상 기준을 넘는 30병상 이상 운영 의원도 2개소 존재(산부인과 의원으로 신생

아 베시넷을 포함한 집계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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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료원별 허가병상수 비교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일치 불일치 합계 일치 불일치 합계

전체 181 71 252 71.8 28.2 100.0

병원 83 33 116 71.6 28.4 100.0

의원 98 38 136 72.1 27.9 100.0

주 : 허가병상수는 201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와 현지조사시점(2012

년 5․6월) 당시 각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로 구분되며, 일치․불일치는 두 자료원별 허가

병상수의 일치여부를 의미함

표 2-2 허가병상수 및 가동병상수 비교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허가=가동
허가≠가동

합계 허가=가동
허가≠가동

합계
허가>가동 허가<가동 허가>가동 허가<가동

전체 130 93 29 252 51.6 36.9 11.5 100.0

병원 66 28 22 116 56.9 24.1 19.0 100.0

의원 64 65 7 136 47.1 47.8 5.1 100.0

주 : 허가병상수는 현지조사시점(2012년 5․6월) 당시 각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 가동병상수는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별로 가동하고 있는 일반병상, 신생아실병상(베시넷, 인큐베이터), 특수병상(정신병

상, 재활병상, 장기입원병상)을 포함하며, 낮병동은 제외

표 2-3 자료원별 허가병상수와 가동병상수간 비교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완전일치 하나라도불일치 합계 완전일치 하나라도불일치 합계

전체 91 161 252 36.1 63.9 100.0

병원 50 66 116 43.1 56.9 100.0

의원 41 95 136 30.1 69.9 100.0

주 : 허가병상수는 201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 현지조사시점(2012년

5․6월) 당시 각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로 구분되며, 가동병상수는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별로 가동하고 있는 일반병상, 신생아실병상(베시넷, 인큐베이터), 특수병상(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입원병

상)을 포함하며, 낮병동은 제외. 일치․불일치는 세 자료원별 병상수의 일치여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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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소재지별 허가병상수 및 가동병상수 불일치 현황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특․광역
시

시 군 전체
특․광역
시

시 군 전체

전체

일치 29 50 12 91 27.9 45.9 30.8 36.1

불일치 75 59 27 161 72.1 54.1 69.2 63.9

전체 104 109 39 252 100.0 100.0 100.0 100.0

병원

일치 16 27 7 50 34.0 54.0 36.8 43.1

불일치 31 23 12 66 66.0 46.0 63.2 56.9

소계 47 50 19 116 100.0 100.0 100.0 100.0

의원

일치 13 23 5 41 22.8 39.0 25.0 30.1

불일치 44 36 15 95 77.2 61.0 75.0 69.9

소계 57 59 20 136 100.0 100.0 100.0 100.0

주 : 허가병상수는 현지조사시점(2012년 5․6월) 당시 각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 가동병상수는

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별로 가동하고 있는 일반병상, 신생아실병상(베시넷, 인큐베이터), 특수병상(정신병

상, 재활병상, 장기입원병상)을 포함하며, 낮병동은 제외. 일치․불일치는 두 자료원별 병상수의 일치여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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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병상규모별 허가병상수 및 가동병상수 현황

구분 병상규모

허가병상수
가동병상수

허가병상수(심평원) 허가병상수(보건소)

기관수(개소) 비율(%) 기관수(개소) 비율(%) 기관수(개소) 비율(%)

전체

병상 없음 0 0.0 11 4.4 58 23.0

1～9 60 23.8 52 20.6 15 6.0

10～19 20 7.9 20 7.9 14 5.6

20～29 56 22.2 53 21.0 47 18.7

30～49 22 8.7 23 9.1 20 7.9

50～99 47 18.7 46 18.3 52 20.6

100～199 33 13.1 34 13.5 35 13.9

200～299 11 4.4 9 3.6 7 2.8

300 이상 3 1.2 4 1.6 4 1.6

합계 252 100.0 252 100.0 252 100.0

병원

30～49 22 19.0 23 19.8 19 16.4

50～99 47 40.5 46 39.7 51 44.0

100～199 33 28.4 34 29.3 35 30.2

200～299 11 9.5 9 7.8 7 6.0

300 이상 3 2.6 4 3.4 4 3.5

합계 116 100.0 116 100.0 116 100.0

의원

병상 없음 0 0.0 11 8.1 58 42.6

1～9 60 44.1 52 38.2 15 11.0

10～19 20 14.7 20 14.7 14 10.3

20～29 56 41.2 53 39.0 47 34.6

30～49 0 0.0 0 0.0 1 0.7

50～99 0 0.0 0 0.0 1 0.7

합계 136 100.0 136 100.0 136 100.0

주 : 허가병상수는 201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와 현지조사시점(2012

년 5․6월) 당시 각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로 구분되며, 가동병상수는 현지조사 당시 의료

기관별로 가동하고 있는 일반병상, 신생아실병상(베시넷, 인큐베이터), 특수병상(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입

원병상)을 포함하며, 낮병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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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상종류별 병상 운영현황

◦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병상수는 113병상 규모로 이중 99병상이 일반병상이었으며,

정신병상 7병상과, 베시넷, 재활, 장기입원병상을 각각 2～3병상씩 가동하였음

- 다만 각 의료기관별로는 편차가 큰 편

◦의원의 경우 평균 가동병상수는 13병상으로 허가병상수와 평균 2～3병상의 차이

를 나타내었으며, 일반병상과 베시넷(산부인과 의원)을 위주로 가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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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병상종류별 병상 운영현황

(단위 : 병상, %)

구분 병상수 평균값 구성비 평균값

전체

(241개소)

허가병상
허가병상(심평원) 62.3 -

허가병상(보건소) 62.9 -

가동병상

일반병상 54.1 92.9

베시넷 1.6 3.2

인큐베이터 0.2 0.9

정신병상 3.3 1.7

재활병상 0.9 0.4

장기입원병상 1.1 0.8

합계 61.3 100.0

병원

(116개소)

허가병상
허가병상(심평원) 112.6 -

허가병상(보건소) 114.0 -

가동병상

일반병상 99.1 91.5

베시넷 2.7 3.2

인큐베이터 0.3 0.3

정신병상 7.0 2.8

재활병상 1.9 0.7

장기입원병상 2.2 1.4

합계 113.2 100.0

의원

(125개소)

허가병상
허가병상(심평원) 15.6 -

허가병상(보건소) 15.4 -

가동병상

일반병상 12.4 95.0

베시넷 0.6 3.3

인큐베이터 0.1 1.7

정신병상 0.0 0.0

재활병상 0.0 0.0

장기입원병상 0.0 0.0

합계 13.1 100.0

주 : 1) 허가병상수(심평원)는 201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

2) 허가병상수(보건소)는 현지조사시점(2012년 5․6월) 당시 각 보건소에서 신고․관리하는 허가병상수

3) 가동 병상은 현지조사시점 당시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상 종류별 병상수의 합

4)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허가병상이 신고되어 있는 의료기관 241

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25개소)를 대상으로 함

5) 당초 조사표에는 중환자실 병상에 대한 조사항목이 존재하였으나, 본조사의 대상기관이 병원, 의원으로

중환자실 구비의 대상기관(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아니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대체로 중증환

자를 별도의 병실에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환자실로 판단하기 어려

움에 따라 일반병상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제2장 조사결과 39

2. 건물 및 운영시스템 현황

2.1 조사개요

◦건축법에 따르면건축물은 그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

로 구분되며, 의료시설도그 용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의료시설은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시설로 다른 건축물과는 차별되는 특수성을 가짐. 다만, 건축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과 격리병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 요건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의원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분류됨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조사내용 : 의료기관의 건물종류와 형태, 면적 및 운영시스템 등

◦조사방법 :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2.2 조사결과

1) 건물의 종류 및 운영 형태, 면적4)

가. 건물소유 형태5)

◦의료기관건물의소유형태를 조사한결과, 의료기관 건물을병원장 또는 법인이소

유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54.8%이었으며, 임대는 44.0%, 소유 및 임대를

모두 취하는 기관(두개 이상의 건물 운영)은 1.2%임

4)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 대상기관 전체 252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소)를 대상으로 함

5) 의료기관 건물의 소유 또는 임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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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건물 소유 비율(67.2%)이 의원(44.1%)보다 높은 편임

- 지역유형별로는 군지역의 건물 소유 비율이 61.5%로 가장 높았고, 시지역

54.1%, 특·광역시 52.9% 순임

- 종합하면군지역병원의 건물소유비율이 78.9%로 가장 높고, 특·광역시 의원의

건물 소유 비율이 38.6%로 가장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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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임대 복합

그림 2-1 건물 소유 형태

표 2-7 건물 소유 형태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소유 임대 복합1) 합계 소유 임대 복합1) 합계

전체

전체 138 111 3 252 54.8 44.0 1.2 100.0

특·광역시 55 47 2 104 52.9 45.2 1.9 100.0

시지역 59 49 1 109 54.1 45.0 0.9 100.0

군지역 24 15 - 39 61.5 38.5 - 100.0

병원

전체 78 35 3 116 67.2 30.2 2.6 100.0

특·광역시 33 12 2 47 70.2 25.5 4.3 100.0

시지역 30 19 1 50 60.0 38.0 2.0 100.0

군지역 15 4 - 19 78.9 21.1 - 100.0

의원

전체 60 76 - 136 44.1 55.9 - 100.0

특·광역시 22 35 - 57 38.6 61.4 - 100.0

시지역 29 30 - 59 49.2 50.8 - 100.0

군지역 9 11 - 20 45.0 55.0 - 100.0

주 : 1) 복합 : 병원 건물을 두 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소유 및 임대”의 복합 형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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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종류6)

◦건물의 종류는 병원의 경우 100%가 의료시설, 의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99.3%

로, 병․의원간 차이가 뚜렷함

- 조사대상이 허가병상을 보유하면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

하였음을 고려할 때, 의원의 경우에도 외래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의원과는 차별

화 됨

- 건축법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지 않지만,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살펴보면(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병원급 의

료기관의 경우 임상검사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등을 갖추도

록 하는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서비스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준에 적용을받지않음. 최소한의 서비스수준유지측면에서의료기관의기능

에 기반한 법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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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45.2 45.9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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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건물 종류

6)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된 의료기관 건물의 주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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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건물 종류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의료시설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합계 의료시설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합계

전체

전체 116 135 1 252 46.0 53.6 0.4 100.0

특·광역시 47 57 - 104 45.2 54.8 - 100.0

시지역 50 59 - 109 45.9 54.1 - 100.0

군지역 19 19 1 39 48.7 48.7 2.6 100.0

병원

전체 116 - - 116 100.0 - - 100.0

특·광역시 47 - - 47 100.0 - - 100.0

시지역 50 - - 50 100.0 - - 100.0

군지역 19 - - 19 100.0 - - 100.0

의원

전체 - 135 1 136 - 99.3 0.7 100.0

특·광역시 - 57 - 57 - 100.0 - 100.0

시지역 - 59 - 59 - 100.0 - 100.0

군지역 - 19 1 20 - 95.0 5.0 100.0

다. 건물 사용형태7)

◦의료기관 건물의 사용형태를 살펴보면, 건물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57.1%로써

단독 사용 42.1%보다 높은 편이었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경우 건물 단독사용 비율이 69.0%를 나타낸 반면, 의

원의 경우 일부사용 비율이 80.9%로 그 특성을 달리함

- 지역유형별로는 군지역의 단독사용 비율이 61.5%로, 특·광역시 및 시지역의

38.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종합하면, 군지역 병원의단독사용 비율이 89.5%로 가장 높고, 시지역 의원의단

독사용이 13.6%로 가장 낮았음

7) 의료기관 건물의 전체사용 또는 일부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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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건물 사용 형태

표 2-9 건물 사용 형태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단독사용
건물일부
사용

복합1) 합계 단독사용
건물일부
사용

복합1) 합계

전체

전체 106 144 2 252 42.1 57.1 0.8 100.0

특·광역시 40 62 2 104 38.5 59.6 1.9 100.0

시지역 42 67 - 109 38.5 61.5 - 100.0

군지역 24 15 - 39 61.5 38.5 - 100.0

병원

전체 80 34 2 116 69.0 29.3 1.7 100.0

특·광역시 29 16 2 47 61.7 34.0 4.3 100.0

시지역 34 16 - 50 68.0 32.0 - 100.0

군지역 17 2 - 19 89.5 10.5 - 100.0

의원

전체 26 110 - 136 19.1 80.9 - 100.0

특·광역시 11 46 - 57 19.3 80.7 - 100.0

시지역 8 51 - 59 13.6 86.4 - 100.0

군지역 7 13 - 20 35.0 65.0 - 100.0

주 : 1) 복합 : 건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단독 및 건물일부 사용” 복합 형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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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물 면적8)

◦분석대상기관 전체 의료기관의 건물연면적9)은 평균 2,510㎡이며, 의료기관종별로

병원이 4,503㎡, 의원이 637㎡, 지역유형별로 특·광역시 2,571㎡, 시지역 1,888㎡, 군

지역 3,991㎡이었음

◦허가병상수 기반 병상당 건물연면적10)을 산출해보면, 전체 평균 62.1㎡로써, 의료

기관종별로는 병원 45.4㎡, 의원 77.7㎡로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임

※ 의원의 경우 입원보다 외래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당 면적이

병원보다 커질 개연성 있으며, 실제 진료실적 분석 결과 의원의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

자비율이 병원보다 컸음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72.4㎡, 시지역 57.3㎡, 군지역 49.6㎡으로 특․광역시

의 병상당 건물연면적이 큰 편임. 종합하면, 시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당

건물연면적이 가장 적고, 특․광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당 건물연면적이

가장 큰 편이었음

- 병상규모별로는 병상규모가 커질수록 병상당 연면적수준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

타남

◦의료기관의 주차장면적11)은 전체 평균 820㎡으로, 의료기관종별로 병원 999㎡, 의

원 495㎡이었으며,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평균 562㎡, 시지역 696㎡, 군지역

1,780㎡이었음

8)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 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허가병상이 신고되어 있는 의료기관

241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25개소)을 대상으로 함

9)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된 의료기관 건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병실면적과는 다른 의미임. 병실

면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병실규모 현황에서 별도 제시함

10) 건물연면적을 조사시점 당시 허가병상수로 나누어 산출

11)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된 의료기관 건물의 주차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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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건물연면적

(단위 : ㎡)

구분 병상규모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전체

1～9 49 406 23 351 21 445 5 499

10～19 17 820 6 897 6 914 5 613

20～29 49 805 17 757 24 854 8 758

30～49 22 2,311 11 2,356 10 2,358 1 1,342

50～99 43 4,072 20 4,386 16 2,547 7 6,658

100～199 31 5,127 8 5,343 16 3,691 7 8,165

200～299 8 6,479 2 9,373 4 6,117 2 4,310

300 이상 4 12,415 2 13,669 - - 2 11,161

전체 223 2,510 89 2,571 97 1,888 37 3,991

병원

30～49 22 2,311 11 2,356 10 2,358 1 1,342

50～99 43 4,072 20 4,386 16 2,547 7 6,658

100～199 31 5,127 8 5,343 16 3,691 7 8,165

200～299 8 6,479 2 9,373 4 6,117 2 4,310

300 이상 4 12,415 2 13,669 - - 2 11,161

전체 108 4,503 43 4,708 46 3,214 19 7,160

의원

1～9 49 406 23 351 21 445 5 499

10～19 17 820 6 897 6 914 5 613

20～29 49 805 17 757 24 854 8 758

전체 115 637 46 572 51 693 18 646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허가병상이 신고되어 있는 의료기관 241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25개소)

중 건물연면적 미기재 의료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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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병상당 건물연면적

(단위 : ㎡)

구분 병상규모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전체

1～9 49 130.3 23 140.2 21 130.7 5 82.9

10～19 17 62.2 6 63.1 6 73.3 5 47.7

20～29 49 30.5 17 30.9 24 31.3 8 27.3

30～49 22 56.5 11 60.2 10 54.5 1 35.3

50～99 43 52.3 20 60.1 16 33.7 7 72.6

100～199 31 34.5 8 36.3 16 27.3 7 48.9

200～299 8 27.3 2 39.3 4 26.1 2 17.8

300 이상 4 31.7 2 42.5 - - 2 20.9

전체 223 62.1 89 72.4 97 57.3 37 49.6

병원

30～49 22 56.5 11 60.2 10 54.5 1 35.3

50～99 43 52.3 20 60.1 16 33.7 7 72.6

100～199 31 34.5 8 36.3 16 27.3 7 48.9

200～299 8 27.3 2 39.3 4 26.1 2 17.8

300 이상 4 31.7 2 42.5 - - 2 20.9

전체 108 45.4 43 53.9 46 35.4 19 50.7

의원

1～9 49 130.3 23 140.2 21 130.7 5 82.9

10～19 17 62.2 6 63.1 6 73.3 5 47.7

20～29 49 30.5 17 30.9 24 31.3 8 27.3

전체 115 77.7 46 89.7 51 77.2 18 48.4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허가병상이 신고되어 있는 의료기관 241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25개소)

중 건물연면적 미기재 의료기관 제외

2) 병상당건물연면적은 조사시점당시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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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주차장 면적

(단위 : ㎡)

구분 병상규모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의료
기관수

평균값

전체

1～9 16 736 8 643 8 829 - -

10～19 31 940 12 422 15 516 4 4,084

20～29 25 1,232 6 959 13 1,186 6 1,603

30～49 7 796 3 224 3 1,494 1 422

50～99 3 1,541 1 1,452 - - 2 1,586

100～199 19 591 8 685 9 627 2 57

200～299 6 903 1 242 3 174 2 2,326

300 이상 20 281 5 185 12 284 3 427

전체 127 820 44 562 63 696 20 1,780

병원

30～49 16 736 8 643 8 829 - -

50～99 31 940 12 422 15 516 4 4,084

100～199 25 1,232 6 959 13 1,186 6 1,603

200～299 7 796 3 224 3 1,494 1 422

300 이상 3 1,541 1 1,452 - - 2 1,586

전체 82 999 30 603 39 879 13 2,273

의원

1～9 19 591 8 685 9 627 2 57

10～19 6 903 1 242 3 174 2 2,326

20～29 20 281 5 185 12 284 3 427

전체 45 495 14 475 24 399 7 864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허가병상이 신고되어 있는 의료기관 241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25개소)

중 주차장면적 미기재 의료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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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시스템 현황12)

가. 의무기록시스템 실시 현황13)

◦의무기록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MR)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조사대상기

관의 60.7%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종이의무기록을 시행하는 기관도 52.8%를 차

지함. 영상의무기록 시행기관은 10% 수준임(중복응답)

- 의무기록시스템을 전자-종이-영상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의 20.2%로써 이중에서도 전자-종이간 혼용사용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

음(별도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종이 사용의 경우 보험사 등 서류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았음)

- 의료기관종별 전자의무기록(EMR) 시행율은 병원 65.5%, 의원 56.6%으로 병원

은 전자의무기록 시행율이 높았고, 지역유형별 전자의무기록(EMR) 시행율은

특․광역시 65.4%, 시지역 57.8%, 군지역은 56.4%로 특․광역시에서의 전자의

무기록 시행율이 높았음

- 전자의무기록(EMR) 시행율을 종합하면 특·광역시 병원의 시행율이 74.5%로 가

장 높았으며, 시지역 의원은 54.2%로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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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의무기록시스템 실시 현황

12)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 대상기관 전체 252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소)을 대상으로 함

13)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 관리방식으로 종이, 영상 또는 전자시스템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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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의무기록시스템 사용 현황

표 2-13 의무기록시스템 시행 형태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 병원 의원

시행 기관수 시행율 시행 기관수 시행율 시행 기관수 시행율

전체

의무기록시스템(전자) 153 60.7 76 65.5 77 56.6

의무기록시스템(종이) 133 52.8 52 44.8 81 59.6

의무기록시스템(영상) 25 9.9 15 12.9 10 7.4

특·광역시

의무기록시스템(전자) 68 65.4 35 74.5 33 57.9

의무기록시스템(종이) 51 49.0 17 36.2 34 59.6

의무기록시스템(영상) 13 12.5 9 19.1 4 7.0

시지역

의무기록시스템(전자) 63 57.8 31 62.0 32 54.2

의무기록시스템(종이) 62 56.9 25 50.0 37 62.7

의무기록시스템(영상) 10 9.2 4 8.0 6 10.2

군지역

의무기록시스템(전자) 22 56.4 10 52.6 12 60.0

의무기록시스템(종이) 20 51.3 10 52.6 10 50.0

의무기록시스템(영상) 2 5.1 2 10.5 - -

주 : 1) 종이의무기록은 종이에 의무기록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형태, 영상의무기록은 마이크로필름, 광화일, CD

등에 의무기록을 이미지파일화하여 보관하고 검색 및 조회하는 형태, 전자의무기록은 이미지파일(영상의

무기록)이 아닌 텍스트 또는 코드기반으로 구성된 의무기록형태임. 종이, 영상, 전자의무기록간 복수응답

2) 시행율은 전체 조사대상기관 252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소) 중 해당 시스템을 시행하는 기관수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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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방전달시스템(OCS)14) 시행 여부

◦처방전달시스템(OCS)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체 의료기관의 69.4%수준임

- 의료기관종별시행율은병원 87.9%, 의원 53.7%으로 병원의 시행율이 높은 편이

며, 지역유형별 시행율은 특·광역시 68.3%, 시지역 67.9%, 군지역 76.9%로 군지

역의 시행율이 높았음

- 종합하면 특·광역시 병원의 처방전달시스템(OCS) 시행율이 91.5%로 가장 높고

특·광역시 의원의 시행율이 49.1%로 가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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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율 미시행율

그림 2-6 처방전달시스템(OCS) 시행여부

14) 의사처방 및 처치내역을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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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처방전달시스템(OCS) 시행여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시행 미시행 합계 시행 미시행 합계

전체

전체 175 77 252 69.4 30.6 100.0

특·광역시 71 33 104 68.3 31.7 100.0

시지역 74 35 109 67.9 32.1 100.0

군지역 30 9 39 76.9 23.1 100.0

병원

전체 102 14 116 87.9 12.1 100.0

특·광역시 43 4 47 91.5 8.5 100.0

시지역 44 6 50 88.0 12.0 100.0

군지역 15 4 19 78.9 21.1 100.0

의원

전체 73 63 136 53.7 46.3 100.0

특·광역시 28 29 57 49.1 50.9 100.0

시지역 30 29 59 50.8 49.2 100.0

군지역 15 5 20 75.0 25.0 100.0

다.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15) 시행 여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시행하는경우는전체의료기관의 49.2% 수준임

- 의료기관종별 시행율은 병원 76.7%, 의원 25.7%로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인데

반해,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50.0%, 시지역 48.6%, 군지역 48.7%으로 지역

간 차이가 미미함

※ 의원의 경우 PACS 시행율이 낮은 이유는 x-ray 등 영상장비 설치율이 병원보다 낮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15) 영상장비를 통해 진단한 의료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 및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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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시행여부

표 2-15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시행여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시행 미시행 합계 시행 미시행 합계

전체

전체 124 128 252 49.2 50.8 100.0

특·광역시 52 52 104 50.0 50.0 100.0

시지역 53 56 109 48.6 51.4 100.0

군지역 19 20 39 48.7 51.3 100.0

병원

전체 89 27 116 76.7 23.3 100.0

특·광역시 39 8 47 83.0 17.0 100.0

시지역 37 13 50 74.0 26.0 100.0

군지역 13 6 19 68.4 31.6 100.0

의원

전체 35 101 136 25.7 74.3 100.0

특·광역시 13 44 57 22.8 77.2 100.0

시지역 16 43 59 27.1 72.9 100.0

군지역 6 14 20 30.0 7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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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전력체계(UPS)16) 실시 여부

◦비상전력체계(UPS)의 시행여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전체에 시행하는 경우는

7.9%에 불과하며, 일부 시행 41.3%를 포함하여 조사대상의 49.2%가 시행중임

- 의료기관종별 시행율(전부 및 일부 시행)은 병원이 81.1%인 반면, 의원은 22.1%

가 시행하여 병․의원간 차이가 큰편이며, 지역유형별로는특·광역시 50.0%, 시

지역 48.6%, 군지역 48.7%로 차이가 크지 않음

◦수술실 비상전력체계(UPS)17)는 50.3%로써 병원의 시행율이 74.2%로 높았으며,

지역유형간 차이는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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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비상전력체계(UPS) 시행여부

16) 정전시 일정시간동안 비상전력공급을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17)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수술실을 가동하는 의료기관 165개소(병원 93개소,

의원 72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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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비상전력체계(UPS) 시행여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전체 시행 일부 시행 미시행 합계 전체 시행 일부 시행 미시행 합계

전체

전체 20 104 128 252 7.9 41.3 50.8 100.0

특·광역시 7 45 52 104 6.7 43.3 50.0 100.0

시지역 9 44 56 109 8.3 40.4 51.4 100.0

군지역 4 15 20 39 10.3 38.5 51.3 100.0

병원

전체 14 80 22 116 12.1 69.0 19.0 100.0

특·광역시 5 37 5 47 10.6 78.7 10.6 100.0

시지역 6 34 10 50 12.0 68.0 20.0 100.0

군지역 3 9 7 19 15.8 47.4 36.8 100.0

의원

전체 6 24 106 136 4.4 17.6 77.9 100.0

특·광역시 2 8 47 57 3.5 14.0 82.5 100.0

시지역 3 10 46 59 5.1 16.9 78.0 100.0

군지역 1 6 13 20 5.0 30.0 65.0 100.0

주 : 비상전력체계(무정전 전원 공급장치)가 6개 조사장소(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분만실. 신생아실)

에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전체 시행’임

74.2 
83.7 

69.4 
57.1 

19.4 21.4 18.9 14.3 

50.3 
59.2 

43.8 42.9 

25.8 
16.3 

30.6 
42.9 

80.6 78.6 81.1 85.7 

49.7 
40.8 

56.2 57.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병원 특·광역시

병원

시지역

병원

군지역

병원

전체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시행 미시행

그림 2-9 수술실 비상전력체계(UPS) 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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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수술실 비상전력체계(UPS) 시행여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시행 미시행 합계 시행 미시행 합계

전체

전체 83 82 165 50.3 49.7 100.0

특·광역시 42 29 71 59.2 40.8 100.0

시지역 32 41 73 43.8 56.2 100.0

군지역 9 12 21 42.9 57.1 100.0

병원

전체 69 24 93 74.2 25.8 100.0

특·광역시 36 7 43 83.7 16.3 100.0

시지역 25 11 36 69.4 30.6 100.0

군지역 8 6 14 57.1 42.9 100.0

의원

전체 14 58 72 19.4 80.6 100.0

특·광역시 6 22 28 21.4 78.6 100.0

시지역 7 30 37 18.9 81.1 100.0

군지역 1 6 7 14.3 85.7 10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수술실을 가동하는 의료기관 165개소(병원 93개소,

의원 72개소)를 대상으로 함

마. 종합

◦각 운영시스템 시행율을 종합하고 2007～2009년도 의료기관평가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본 조사의 병․의원이 종합병원이상 보다 시행율이

높았으나(프로그램의 단순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처방전달시스템(OCS)

은 낮은 편이었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은 병원은 높은 편이나 의원

은 낮은 편으로 각각 나타났음. 비상전력체계(UPS)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 비해

구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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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의료기관평가 및 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정보화 및 비상전력체계 현황

(단위 : %)

구분 EMR OCS PACS UPS 5)

종합병원

2007
1)

31.4 100.0 97.7 94.2

2008
2)

34.2 97.4 94.7 76.3

2009
3)

46.0 93.5 37.9 69.0

병 원
2012 4)

65.5 87.9 76.7 12.1

의 원 56.6 53.7 25.7 4.4

주 : 1) 2007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

2) 2008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76개소

3) 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4) 2012년 본 조사는 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소 대상

5) UPS의 경우 의료기관 내 무정전 전원장치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분만실, 신생아실을 포함

하여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임

3. 병실 규모 및 차액 현황

3.1 조사개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제4호에 따르면 상급병상을 5인실

이하로 규정하고 이들 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산정한 입원료(기본입원료)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다만 실당 병상수만을 규정하고 있어실

제 병실의 규모와 병실차액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음

◦조사내용 : 상급병실 및 기준병실 현황, 병실별 규모 및 병상수, 병실차액 등

◦조사방법 :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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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입원료(이하 "기본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
만, 규칙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또는 요양기관변경
통보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
합병원은 제외한다): 50퍼센트

(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70퍼
센트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3.2 조사결과18)

1) 병실 규모19)20)

가. 병실규모별 병실 및 병상분포 현황

◦조사대상 중 병상가동 의료기관 194개소의 총 병실수는 3,726실이며, 병상수는 총

18)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19) 병실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실, 2인실, …’ 와 같이 구분

20) ‘실제 가동’ 병상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언제라도 사용가능한 상태로 설치 및 준비되어 있는 병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조사시점 당시 환자에 의해 이용중인 병상과 이용하지 않는 병상을 포함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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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병상임

- 상급병실수는 1,789실로 조사대상 전체 병실수의 48.0%이며, 상급병실의 병상수

는 총 3,303병상으로 조사대상 전체 병상수의 24.8%(병원 24.9%, 의원 24.0%)에

해당하였음

◦상급병실은 1～5인실 중 1～2인실 비율이 전체 상급병실수의 77.6%로 다수를 차

지하였으며, 병실수 기준으로는 1인실 비율이 50.9%로 가장 많았고, 병상수 기준

으로는 2인실 비율이 28.9%로 1인실 27.6%에 비하여 다소 많았음

- 의료기관종별로 상급병실 중 1인실의 비율은 병실수 기준 병원 48.8%, 의원

63.9%이었으며, 병상수 기준 병원 25.7%, 의원 42.7%로의원의 1인실비율이높

은 편이었음

- 지역유형별로 상급병실 중 1인실의 비율은 병실수 기준으로 특·광역시 51.0%,

시지역 47.0%, 군지역 62.6% 수준이며, 병상수 기준으로 특·광역시 26.7%, 시지

역 24.5%, 군지역 43.4%로 군지역의 1인실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기준병실의 병실규모는 상급병실에 해당하는 1～5인실부터 최대 18인실까지 운영

되고 있었으며, 병실수 기준으로 6인실 비율이 25.9%, 5인실 비율이 20.1%, 병상수

기준으로 6인실 비율이 30.1%, 5인실 비율이 19.4%로써 5～6인실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임. 7～18인실 병실수는 전체 기준병실수의 19.1%를 차지하였으며, 병상수

기준으로 30%에 해당함. 특히 8인실의 경우 병상수를 기준으로 6인실, 5인실 다음

으로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기관종별 기준병실의 병실수는 병원의 경우 6인실 29.0%, 5인실 21.4%순이

었으며, 의원의 경우 3인실 25.6%, 4인실 23.2%순으로 병․의원간 차이를 나타

냄. 7인실 이상 병실수 구성비는 병원 22.5%, 의원 2.1%(병상수 기준 병원

33.3%, 의원 4.3%)로써 병원의 경우 의원에 비해 기준병실의 실당 병상수가 많

은 편임

- 지역유형별로 기준병실의 병실수, 병상수는 특․광역시와 시지역의 경우 6인실

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군지역의 경우 5인실의 비율이 가장 많았음. 7인실 이상

의 병상수는 특․광역시 40.2%로 가장 많았고, 시지역 24.8%, 군지역 22.9%로

병실당 병상수의 측면에서 한정해서 볼 때, 특․광역시의 기준병실 환경이 가장

열악한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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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병실구분 및 병실규모별 병상분포 현황

구분
병실
규모

병실 병상

병실수 (개) 비율 (%) 병상수 (개) 비율 (%)

전체 병원 의원 전체 병원 의원 전체 병원 의원 전체 병원 의원

상급

병실

1인실 911 752 159 50.9 48.8 63.9 911 752 159 27.6 25.7 42.7

2인실 477 413 64 26.7 26.8 25.7 954 826 128 28.9 28.2 34.4

3인실 195 176 19 10.9 11.4 7.6 585 528 57 17.7 18.0 15.3

4인실 177 170 7 9.9 11.0 2.8 708 680 28 21.4 23.2 7.5

5인실 29 29 - 1.6 1.9 - 145 145 - 4.4 4.9 -

합 계 1,789 1,540 249 100.0 100.0 100.0 3,303 2,931 372 100.0 100.0 100.0

기준

병실

1인실 109 85 24 5.6 5.3 7.3 109 85 24 1.1 1.0 2.0

2인실 91 33 58 4.7 2.1 17.7 182 66 116 1.8 0.7 9.9

3인실 143 59 84 7.4 3.7 25.6 429 177 252 4.3 2.0 21.4

4인실 333 257 76 17.2 16.0 23.2 1,332 1,028 304 13.3 11.7 25.8

5인실 389 345 44 20.1 21.4 13.4 1,945 1,725 220 19.4 19.5 18.7

6인실 502 467 35 25.9 29.0 10.7 3,012 2,802 210 30.1 31.8 17.8

7인실 128 123 5 6.6 7.6 1.5 896 861 35 9.0 9.8 3.0

8인실 170 168 2 8.8 10.4 0.6 1,360 1,344 16 13.6 15.2 1.4

9인실 30 30 - 1.5 1.9 - 270 270 - 2.7 3.1 -

10인실 26 26 - 1.3 1.6 - 260 260 - 2.6 2.9 -

11인실 5 5 - 0.3 0.3 - 55 55 - 0.5 0.6 -

12인실 3 3 - 0.2 0.2 - 36 36 - 0.4 0.4 -

13인실 4 4 - 0.2 0.2 - 52 52 - 0.5 0.6 -

14인실 2 2 - 0.1 0.1 - 28 28 - 0.3 0.3 -

17인실 1 1 - 0.1 0.1 - 17 17 - 0.2 0.2 -

18인실 1 1 - 0.1 0.1 - 18 18 - 0.2 0.2 -

합 계 1,937 1,609 328 100.0 100.0 100.0 10,001 8,824 1,177 100.0 100.0 10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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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상급병실 병실규모별 병실수 및 병상수 현황

(단위 : %)

구분
병실
규모

전체 병원 의원

전체
특·광역
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광역
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
역

군지
역

병실수

비율

1인실 50.9 51.0 47.0 62.6 48.8 49.8 44.4 59.3 63.9 59.6 61.3 87.1

2인실 26.7 23.5 28.3 30.7 26.8 22.6 28.8 33.2 25.7 29.8 25.8 12.9

3인실 10.9 11.7 11.7 6.2 11.4 12.0 12.4 7.1 7.6 9.6 8.1 -

4인실 9.9 11.1 11.8 0.4 11.0 12.6 13.1 0.4 2.8 1.1 4.8 -

5인실 1.6 2.7 1.1 - 1.9 3.1 1.3 - -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병상수

비율

1인실 27.6 26.7 24.5 43.4 25.7 25.3 22.4 39.9 42.7 39.2 39.2 77.1

2인실 28.9 24.6 29.5 42.6 28.2 22.9 29.0 44.6 34.4 39.2 33.0 22.9

3인실 17.7 18.3 18.3 12.9 18.0 18.3 18.7 14.3 15.3 18.9 15.5 -

4인실 21.4 23.3 24.7 1.1 23.2 25.6 26.5 1.2 7.5 2.8 12.4 -

5인실 4.4 7.1 3.0 - 4.9 7.9 3.4 - -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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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기준병실 병실규모별 병실수 및 병상수 현황

(단위 : %)

구분
병실
규모

전체 병원 의원

전체
특·광역
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광역
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역 군지역

병실수

비율

1인실 5.6 3.3 1.5 14.2 5.3 1.8 0.3 15.1 7.3 9.9 5.8 5.8

2인실 4.7 5.6 5.2 3.0 2.1 3.5 0.2 2.7 17.7 14.9 23.9 5.8

3인실 7.4 7.2 7.5 7.4 3.7 1.7 2.9 6.8 25.6 32.2 24.5 13.5

4인실 17.2 19.7 13.9 18.6 16.0 19.3 12.3 16.7 23.2 21.5 20.0 36.5

5인실 20.1 12.9 22.5 25.7 21.4 13.2 25.2 26.2 13.4 11.6 12.3 21.2

6인실 25.9 24.8 32.6 18.2 29.0 28.3 38.3 18.8 10.7 9.1 11.0 13.5

7인실 6.6 7.8 7.2 4.3 7.6 9.4 8.6 4.5 1.5 0.8 1.9 1.9

8인실 8.8 12.5 7.2 6.3 10.4 15.2 9.0 6.8 0.6 - 0.6 1.9

9인실 1.5 2.0 2.0 0.4 1.9 2.4 2.6 0.4 - - - -

10인실 1.3 2.6 0.4 1.1 1.6 3.1 0.5 1.2 - - - -

11인실 0.3 0.6 - 0.2 0.3 0.7 - 0.2 - - - -

12인실 0.2 0.3 - 0.2 0.2 0.4 - 0.2 - - - -

13인실 0.2 0.6 - - 0.2 0.7 - - - - - -

14인실 0.1 0.3 - - 0.1 0.4 - - - - - -

17인실 0.1 - - 0.2 0.1 - - 0.2 - - - -

18인실 0.1 - - 0.2 0.1 - - 0.2 -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병상수

비율

1인실 1.1 0.6 0.3 3.1 1.0 0.3 0.1 3.2 2.0 2.9 1.6 1.4

2인실 1.8 2.0 2.0 1.3 0.7 1.2 0.1 1.2 9.9 8.7 13.5 2.8

3인실 4.3 3.9 4.3 4.8 2.0 0.8 1.5 4.4 21.4 28.4 20.8 9.6

4인실 13.3 14.4 10.5 16.2 11.7 13.0 8.5 14.4 25.8 25.2 22.7 34.9

5인실 19.4 11.8 21.3 27.9 19.5 11.1 21.9 28.1 18.7 17.0 17.4 25.2

6인실 30.1 27.1 37.0 23.8 31.8 28.6 40.0 24.2 17.8 16.0 18.6 19.3

7인실 9.0 10.0 9.6 6.5 9.8 11.0 10.5 6.8 3.0 1.7 3.8 3.2

8인실 13.6 18.2 10.9 11.0 15.2 20.5 12.5 11.7 1.4 - 1.5 3.7

9인실 2.7 3.2 3.5 0.7 3.1 3.6 4.1 0.8 - - - -

10인실 2.6 4.7 0.8 2.4 2.9 5.3 0.9 2.7 - - - -

11인실 0.5 1.2 - 0.4 0.6 1.4 - 0.5 - - - -

12인실 0.4 0.7 - 0.5 0.4 0.7 - 0.5 - - - -

13인실 0.5 1.4 - - 0.6 1.6 - - - - - -

14인실 0.3 0.8 - - 0.3 0.9 - - - - - -

17인실 0.2 - - 0.7 0.2 - - 0.8 - - - -

18인실 0.2 - - 0.7 0.2 - - 0.8 - - - -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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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별 기준병실 및 기준병상 비율21)

◦의료기관별 전체 병실수 중 기준병실의 비율은 평균 55.7%로써 병원이 52.1%, 의

원이 61.1%를 나타내었으며, 병상수 기준으로는 전체 평균 70.8%로, 병원 71.5%,

의원 69.6% 수준으로 병․의원간 큰 차이는 없음

- 지역유형별로는 병실수 기준 특·광역시 52.2%, 시지역 52.4%, 군지역 73.1%, 병

상수 기준 특·광역시 69.5%, 시지역 66.9%, 군지역 84.8%로 군지역의 기준병상

비율이 높고 특․광역시와 시지역의 기준병상 비율은 평균보다 낮은 편

- 종합하면, 군지역 병원의 기준병상 비율이 가장 높고 시지역 의원의 기준병상비

율이 가장 낮았음

52.1 
45.9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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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의료기관별 기준병실 및 기준병상 비율 평균값 비교

21) 기준병실수(또는 기준병상수)를 의료기관 전체 병실수(또는 병상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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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의료기관별 기준병실 및 기준병상 비율 평균값 비교

(단위 : %)

구분
기준병실 비율 기준병상 비율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55.7 52.2 52.4 73.1 70.8 69.5 66.9 84.8

병원 52.1 45.9 50.2 72.2 71.5 67.0 70.4 85.4

의원 61.1 63.6 55.2 74.5 69.6 73.9 62.4 83.9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기준병실수(또는 기준병상수)를 의료기관 전체 병실수(또는 병상수)로 나누어 산출

다. 병실규모별 병상당 병실면적22)

◦병실별 면적을해당병실의병상수에나누어 병상당면적을산출해 보면, 상급병실

의 경우 평균 11.4㎡, 기준병실의 경우 평균 6.5㎡으로 상급병실의 병상당 면적이

평균 4.9㎡(약 1.8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경우 상급병실 11.8㎡, 기준병실 6.5㎡, 의원의 경우 상

급병실 10.2㎡, 기준병실 6.4㎡으로 기준병실의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 상급병실

의 경우 병원의 병상당 병실면적이 더 컸음

- 지역유형별로는 상급병실의 경우 특․광역시 11.4㎡, 시지역 11.3㎡, 군지역 12.0

㎡, 기준병실의 경우 특․광역시 6.3㎡, 시지역 6.3㎡, 군지역 7.0㎡으로 군지역의

병상당 병실면적이 더 큰 편이었음

◦병실규모별로 병상당 병실면적을 비교하면, 실당 병상수가 많을수록 병상당 면적

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다만, 1,2인실을 제외하고 3인실～8인실간에

는 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임

- 예를 들어, 3인실의 경우 병원의 상급병실은 7.6㎡, 기준병실은 7.1㎡, 의원의 상

급병실은 7.3㎡, 기준병실은 6.2㎡으로 서로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음(합리적인

통계량 비교를 위해 병실규모별 관찰병실수가 50개 이상인 경우만 비교23))

22) 병실별 면적을 해당 병실의 병상수로 나누어 산출

23) 관찰병실수가 적을 경우, 통계량이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음. 의원 기준병실(1인실)의 경우 관찰병실수가

24개로 비교적 관찰수가 적어 이상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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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병실 면적기준은 1인실 6.3㎡ 이상, 2인실이상의 경우 1인당 4.3㎡ 이상으

로 의원의 기준병실에서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다소 발견되었음

※ 의료기관평가결과(2009)에 따르면 평가대상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

원)의 기준병실은 4인실∼8인실이었으며, 평균면적은 7.3±5.8㎡수준으로써, 병․의

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병실당 병상수는 많고, 평균면적은 적은 편임(병원 1～18인실,

평균 6.5㎡, 의원 1～8인실, 평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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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병실규모별 병상당 병실면적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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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병실구분 및 규모별 병상당 병실면적 현황

(단위 : ㎡)

구분 병실구분(인실)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병실수 평균값 병실수 평균값 병실수 평균값 병실수 평균값

전체
상급병실 1,668 11.4 672 11.4 739 11.3 257 12.0

기준병실 1,789 6.5 553 6.3 701 6.3 535 7.0

병원

상급

병실

전체 1,448 11.8 597 11.9 625 11.6 226 12.0

1 738 18.2 314 18.7 290 18.4 134 16.6

2 375 9.5 130 10.0 170 9.3 75 8.6

3 148 7.6 62 7.3 70 8.1 16 6.6

4 158 7.6 71 8.0 86 7.2 1 7.5

5 29 6.8 20 6.7 9 7.0 - -

기준

병실

전체 1,507 6.5 459 6.5 563 6.3 485 6.8

1 85 14.6 10 13.6 2 18.0 73 14.5

2 33 7.7 19 5.1 1 9.5 13 8.8

3 53 7.1 3 9.6 17 6.5 33 6.7

4 207 6.3 55 6.5 71 5.9 81 6.3

5 336 6.4 68 6.5 141 6.4 127 6.3

6 449 6.1 146 6.2 212 6.0 91 6.2

7 118 6.2 47 6.1 49 6.2 22 6.3

8 159 5.9 74 6.1 52 6.0 33 5.2

9 26 6.1 9 5.9 15 6.3 2 6.1

10 26 5.4 17 5.3 3 6.2 6 5.1

11 5 6.5 4 6.8 - - 1 5.3

12 3 6.9 2 7.1 - - 1 6.6

13 4 6.3 4 6.3 - - - -

14 1 7.4 1 7.4 - - - -

17 1 5.3 - - - - 1 5.3

18 1 7.1 - - - - 1 7.1

의원

상급

병실

전체 220 10.2 75 9.4 114 10.4 31 11.7

1 145 13.6 47 13.1 71 13.6 27 14.9

2 52 7.7 21 6.9 27 8.3 4 7.8

3 16 7.3 6 7.6 10 7.2 - -

4 7 5.9 1 4.6 6 6.3 - -

기준

병실

전체 282 6.4 94 5.8 138 6.4 50 7.3

1 21 15.2 9 13.2 9 15.5 3 16.8

2 51 6.3 14 5.6 34 6.2 3 8.9

3 71 6.2 29 5.4 36 6.9 6 5.7

4 64 5.8 18 5.6 28 5.7 18 6.0

5 35 5.7 13 5.5 11 5.2 11 6.9

6 33 5.5 10 4.8 16 5.4 7 7.5

7 5 5.3 1 6.0 3 4.7 1 5.6

8 2 4.5 - - 1 4.1 1 4.9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병실수는 통계량을 산출하는 병실수임(면적 미기재 의료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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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병실 차액24)

◦상급병실에 부과되는 병실차액료는 평균 62천원으로, 1인실 94천원, 2인실 54천원,

3인실 37천원, 4인실 27천원이었으며, 1인실의 편차가 가장 큰 편이었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경우 1인실 105천원, 2인실 58천원, 3인실 39천원, 4인

실 27천원, 의원의 경우 1인실 67천원, 2인실 42천원, 3인실 25천원으로 병원의

병실차액료가 더 비싼편이었음. 또한 병원급 1인실의 경우 가장 비싸면서 의료

기관간 편차도 큰 편이었음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70천원, 시지역 59천원, 군지역 42천원으로 특․광역

시병실차액이 가장 비쌌으며, 또한 기관간 편차가 가장 큰 편이었음

- 종합하면 특·광역시 병원의 병실차액료가 76천원으로 가장 비싸면서 편차가 크

고, 군지역 의원의 병실차액료가 가장 싸면서 편차가 적은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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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상급병실 병실차액료 평균값 비교

24) 건강보험에서 산정한 기본입원료 외에 추가로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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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상급병실 병실차액료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전 체 62 50.8 65 53.2 51 40.5

1인실 94 61.6 105 63.7 67 47.3

2인실 54 32.9 58 33.0 42 29.8

3인실 37 27.6 39 29.1 25 12.3

4인실 27 16.8 27 17.0 28 16.4

5인실 30 20.2 30 20.2 - -

특·광역시

전 체 70 55.4 76 58.1 45 35.0

1인실 105 68.0 122 67.9 58 42.3

2인실 62 38.2 72 38.1 38 27.2

3인실 45 34.9 48 36.4 28 17.1

4인실 34 19.5 35 19.7 20

5인실 41 13.1 41 13.1 - -

시지역

전 체 59 49.1 59 50.7 60 44.7

1인실 95 59.0 102 62.1 81 50.7

2인실 53 27.5 53 26.3 52 31.7

3인실 31 17.8 33 18.9 23 9.4

4인실 21 12.2 19 10.3 30 18.3

5인실 8 3.5 8 3.5 - -

군지역

전 체 42 29.3 47 29.9 26 21.3

1인실 57 32.2 65 31.3 35 25.5

2인실 30 19.0 35 19.2 15 7.1

3인실 20 9.1 20 9.1 - -

4인실 25 - 25 - - -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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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동 현황25)

4.1 조사개요

◦조사내용 : 병동당 병상규모와 간호인력 수준 등

- 단, 분석결과는 특수병동(정신, 재활, 장기입원 등)을 제외한 일반병동을 대상으

로 함

◦조사방법 :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현지확인

4.2 조사결과26)

1) 병동당 병실 및 병상수

◦조사대상 기관의 병동당 평균 병실수는 12실이었으며, 병동당 평균 병상수는 43.7

병상임

- 의료기관종별 병동당 병실 및 병상수는 각각 병원 14실, 53.8병상이며, 의원 7실,

18.0병상으로 병원의 병동당 병실(병상)수가 의원보다 많은 편임

- 지역유형별 병동당 병실 및 병상수는 각각 특·광역시 12.0실, 44.0병상, 시지역

11.7실, 41.3병상, 군지역 12.5실, 48.5병상으로 군지역의 병동당 병실(병상)수가

다소 많은 편임

- 종합하면 군지역 병원의 병동당 병실(병상)수가 14.9실, 59.6실로 가장 많았음.

반면, 군지역 의원은 병동당 병실(병상)수가 가장 적은 편이었음

25) 본 분석에서 사용된 병동의 개념은 nurse unit으로 nurse station 1곳에서 관리하는 병실의 집합을 말함

26)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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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병동당 병실 및 병상수 평균값 비교

표 2-25 병동당 병실수 및 병상수

(단위 : 개)

구분
병동당 병실수 병동당 병상수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전체 12.0 7.6 43.7 28.6

특·광역시 12.0 7.7 44.0 29.5

시지역 11.7 7.8 41.3 29.7

군지역 12.5 6.9 48.5 29.7

병원

전체 14.0 7.8 53.8 27.3

특·광역시 13.6 8.1 52.2 25.5

시지역 14.1 8.3 52.5 29.5

군지역 14.9 6.1 59.6 26.0

의원

전체 6.7 3.5 18.0 9.2

특·광역시 7.4 4.0 19.1 9.1

시지역 6.6 3.0 17.6 9.7

군지역 5.5 3.7 16.9 8.8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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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동당 간호(보조)인력수27)

◦조사대상 기관의 병동내 간호인력수는 평균 6.7명으로 간호사가 4.6명, 조무사가

2.1명 수준임

- 의료기관종별로 병원은 간호사 6.2명, 조무사 2.2명, 의원은 간호사 0.5명, 조무사

1.7명으로 병원이 의원에 비해 병동당 간호인력수가 절대적으로 많았음. 그 외

보조원은 0.4명 수준으로 병․의원 모두 미미한 수준임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간호사 6.3명, 조무사 1.7명, 시지역 간호사 3.4명, 조

무사 2.3명, 군지역 간호사 3.8명, 조무사 2.3명으로 특․광역시의 병동당 간호인

력수가 많았고, 시지역과 군지역은 적은 편이었음

그림 2-14 병동당 간호(보조)인력수 비교

27) 조사해당전일 각 병동별 소속·배치된 간호인력(간호사 및 조무사) 및 보조원수의 합(수간호사와 조사해당전

일 off 포함, 장기휴직자 등은 제외)으로 실제 근무 인력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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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병동당 간호인력 및 보조원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간호

인력

간호사 수 4.6 4.9 6.2 4.9 0.5 1.2

조무사 수 2.1 2.5 2.2 2.6 1.7 2.3

간호인력 소계 6.7 5.0 8.4 4.6 2.2 3.0

보조원수 0.4 1.1 0.5 1.3 0.1 0.2

특·광역시

간호

인력

간호사 수 6.3 6.1 8.3 5.8 0.3 0.6

조무사 수 1.7 2.5 1.8 2.7 1.6 1.8

간호인력 소계 8.0 6.0 10.1 5.5 1.9 1.9

보조원수 0.3 0.7 0.4 0.8 0.1 0.3

시지역

간호

인력

간호사 수 3.4 3.8 4.7 3.8 0.7 1.5

조무사 수 2.3 2.7 2.5 2.7 1.8 2.6

간호인력 소계 5.7 4.3 7.2 3.8 2.5 3.5

보조원수 0.4 1.1 0.5 1.3 0.0 0.2

군지역

간호

인력

간호사 수 3.8 3.2 5.0 2.8 0.4 0.8

조무사 수 2.3 2.1 2.6 1.9 1.4 2.4

간호인력 소계 6.1 3.7 7.6 2.7 1.8 2.9

보조원수 0.7 1.7 1.0 1.9 0.1 0.3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해당인력수는 병동 근무인력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병

상수도 일반병동내 병상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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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28)

◦조사대상기관의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는 평균 8.7병상이며, 의료기관종별로는 병

원 7.8병상, 의원 12.0병상으로 의원의 간호인력당 병상수가 많은 편임

-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7.7병상, 시지역 9.0병상, 군지역 10.2병상으로 군지역

의 간호인력당 병상수가 많은 편임

◦2007～2009년 의료기관평가 결과와 본 조사결과의 간호사1인당 병상수를 비교하

면 다음과 같음

- 의료기관평가 결과에서도 의료기관 규모별로 간호사1인당 병상수에 차이를 나

타내는데,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간호사1인당 병상수가 적은 경향을 나타냄

- 본 조사대상과 가장 근접한 수준인 2009년 평가(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등)의

경우 간호사1인당 병상수가 6.1병상으로 본 조사의 병원 14.6병상, 의원 12.6과

2.1～2.4배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병

원 7.8병상, 의원 12.0병상)와 비교하더라도 종합병원보다 간호인력당 병상수가

많은 편임

14.6 

10.3 

17.6 17.4 

12.6 12.6 12.1 
14.0 14.4 

10.5 

16.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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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병원 특·광역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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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체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단위 :  개

간호사 1인당 병상수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그림 2-15 병동당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평균값 비교

28) 병동내 간호사 및 간호인력수를 병동내 병상수로 나누어 산출. 병동내 간호사 및 간호인력수는 병동 근무

인력이며, 병상수는 일반병동 내 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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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병동당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단위 : 개)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간호사 1인당 병상수 14.4 16.0 14.6 16.6 12.6 9.5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8.7 7.1 7.8 6.0 12.0 9.4

특·광역시
간호사 1인당 병상수 10.5 11.7 10.3 11.8 12.6 10.1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7.7 6.3 6.4 4.5 12.9 9.1

시지역
간호사 1인당 병상수 16.9 18.3 17.6 19.2 12.1 9.6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9.0 6.4 8.2 4.7 11.3 9.4

군지역
간호사 1인당 병상수 17.1 17.3 17.4 17.9 14.0 10.9

간호인력 1인당 병상수 10.2 9.7 9.8 9.4 12.4 11.3

주 :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해당

인력수는 병동 근무인력에 대한 조사결과이며, 병상수도 일반병동내 병상수만 해당

표 2-28 의료기관평가 및 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간호사1인당 병상수

(단위 : 개)

구분 2007
2008

2009
2012

대형 중소형 병원 의원

간호사1인당 병상수 3.5 4.6 5.9 6.1 14.6 12.6

주 : 1) 2007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

2) 2008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76개소(대형 39개소, 중소형 37개소)

3) 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300병상 이상 병원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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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보조) 인력 현황

5.1 조사개요

◦보건의료서비스는 훈련된보건의료인력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보건의료서

비스의 특성이 노동집약적(labour intensive)이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팀접근(team

approach)이 전제되는 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임. 즉 적정한 보건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가 중요한 조건임

◦조사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관리하는인력수와실제 근무인력수간

차이, 기관별인력현황, 병상당 인력현황, 근무시간대별인력현황, 인력당환자수등

◦조사방법 :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5.2 조사결과

1) 신고 및 활동 인력수간 차이29)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 관리하는 의료인력수와실제 근무한 인력간의 차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사인력의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 0.4명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간호사는

1.3명, 조무사는 1.9명의 차이로 인력종류별로는 조무사의 신고 및 실제 근무 인

력수간 차이가 가장 컸음(신고<활동)

- 의료기관종별로는 의사의 경우 병원이 0.7명 정도의 차이(신고<활동)를 보이며,

의원은거의차이가없음. 간호사의경우병원 2.5명차이(신고<활동), 의원 0.1명

차이(신고>활동), 간호조무사의 경우 병원 3.3명 차이(신고․관리<활동), 의원

0.7명 차이(신고<활동)로 대체로 인력수가 많은 병원에서 신고 및 실제 근무 인

력수간 차이가 컸음

29)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 의료기관(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소)을 대상으로 함

30) 신고인력수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1년 말 기준)에서 신고․관리하는 인력수. 활동인력수란 본 조사 당시

조사된 결과로써 2011년 1년간 실제 근무한 인력수임(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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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에서 차이가 큰 편이었음

표 2-29 신고 및 활동인력수간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체 병원 의원

신고
인력수

활동
인력수

차이
신고
인력수

활동
인력수

차이
신고
인력수

활동
인력수

차이

전체

의사인력 4.1 4.5 0.4 7.1 7.8 0.7 1.6 1.6 0.0

간호인력
간호사수 8.2 9.5 1.3 16.8 19.3 2.5 0.9 0.8 -0.1

조무사수 5.9 7.8 1.9 8.7 12.0 3.3 3.5 4.2 0.7

특·광역시

의사인력 4.5 5.0 0.5 8.0 9.0 1.0 2.0 1.9 -0.1

간호인력
간호사수 7.9 11.8 3.9 16.7 24.8 8.1 0.8 1.0 0.2

조무사수 5.3 7.6 2.3 7.4 12.0 4.6 4.3 5.8 1.5

시지역

의사인력 3.6 3.8 0.2 5.8 6.1 0.3 1.7 1.7 0.0

간호인력
간호사수 7.8 7.0 -0.8 15.7 13.8 -1.9 1.5 1.1 -0.4

조무사수 5.9 7.5 1.6 8.6 10.9 2.3 3.8 4.9 1.1

군지역

의사인력 4.5 5.0 0.5 8.0 9.0 1.0 1.3 1.3 0.0

간호인력
간호사수 9.8 10.3 0.5 19.7 20.3 0.6 0.7 1.1 0.4

조무사수 7.7 9.2 1.5 12.2 14.8 2.6 3.4 4.7 1.3

주 : 1) 신고인력수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1년 말 기준)에서 신고․관리하는 인력수. 활동인력수란 본 조사

당시 조사된 결과로써 2011년 1년간 실제 근무한 인력수임(FTE; Full Time Equivalent 기준)

2)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 의료기관(병원 116개소, 의원 136개소)을 대상으로 함

3) 차이는 활동인력수를 신고인력수로 뺀 값임

2) 병상당 인력현황

가. 백병상당 의료인력수

◦2011년도 1년간 평균 근무인력수를 근거로 백병상당 의료인력수31)를 산출하면 다

음과 같음

◦백병상당 의사수는 전체 평균 10.0명 수준이며, 의료기관종별로는병원 9.1명, 의원

11.4명으로 의원이 병원보다 높은 편임

31) 백병상당 의료인력수는 2011년도 평균 근무인력수 및 허가병상수를 근거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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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역유형별로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데, 특․광역시의 경우 병원 11.9명,

의원 10.0명으로 병원의 백병상당 의사수가 의원보다 높았으며, 시지역과 군지

역의 경우 병원보다 의원의 백병상당 의사수가 많은 특성을 나타냄

- 지역유형 전반적으로는 특․광역시의 백병상당 의사수가 11.2명으로 많은 편이

며, 군지역의 백병상당 의사수가 6.6명으로 가장 적음

◦백병상당 간호인력(간호사+조무사)수는 조사대상 기관 전체 평균 35.7명 수준이며,

병원이 32.9명, 의원이 40.0명으로 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원이 병원에 비해 병상당

인력수준이 높은 편임

- 다만 의사와 마찬가지로지역유형별로 다른 특성을나타내는데특․광역시의경

우 병원이 의원보다 백병상당 간호인력수가 많고, 시지역과 군지역은 의원이 병

원보다 병상당 간호인력수가 많은 특성을 나타냄

- 지역유형별 백병상당 간호인력수는 특·광역시 41.3명, 시지역 34.7명, 군지역

26.0명으로 특․광역시의 병상당 간호인력수가 가장 높았음

◦보조원 인력을 포함한 백병상당 간호 및 보조인력수는 전체 평균 38.2명으로 의료

기관종별 및 지역유형별 간호인력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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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백병상당 인력수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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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0 백병상당 의료인력수

(단위 : 명/백병상당)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의사 수 10.0 10.2 9.1 8.3 11.4 12.4

간호인력 수 35.7 33.8 32.9 25.3 40.0 43.5

간호 및 보조인력 수 38.2 39.0 34.5 26.3 43.7 52.4

특·광역시

의사 수 11.2 10.2 11.9 10.1 10.0 10.4

간호인력 수 41.3 36.6 43.9 30.9 36.4 45.9

간호 및 보조인력 수 44.6 46.0 45.3 31.8 43.3 66.0

시지역

의사 수 10.2 11.3 7.4 6.5 13.7 14.6

간호인력 수 34.7 34.8 26.6 19.4 44.9 45.7

간호 및 보조인력 수 36.6 37.3 28.3 21.0 47.1 49.2

군지역

의사 수 6.6 4.8 6.5 4.7 6.8 5.1

간호인력 수 26.0 20.5 22.7 10.6 31.2 30.1

간호 및 보조인력 수 28.0 20.6 24.9 11.9 33.0 29.7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백병상당 의료인력수는 2011년도 평균 근무인력수를 근거로 백병상당 인력수를 산출함. 의료인력수는

FTE(Full Time Equivalent)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병상수는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함

나. 의료기관평가 결과와 비교

◦백병상당 의료인력수를 2009년 의료기관평가 대상기관인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의사수의 경우 26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과 본 조사대상인 병원과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의원의 경우 종합병원에 비해 병상당 의사수가 더 많은 경향을 나타

냄. 다만 병상이용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 필요

- 간호(보조)인력수의 경우 26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비해 본 조사대상의 백병

상당 인력수가 낮은 편이었음. 본 조사대상의 경우 간호인력의 구성에서 간호사

수가 적은 편임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간호인력 수준이 낮은 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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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의료기관평가 및 본 조사 대상기관의 백병상당 의료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9년도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본 조사 결과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 병원 의원

의사인력 간호(보조)인력
의사

간호
(보조)
인력

의사
간호
(보조)
인력전문의 전공의 인턴 일반의 전체 간호사 조산사 조무사 기타 전체

백병상당

인력수
9.1 0.6 0.4 0.4 10.6 34.9 0.3 7.7 2.5 45.5 9.1 34.5 11.4 43.7

주 : 관찰기관은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및 300병상 이상 병원 2개소임(2009년도 평가결과)

3) 의료인력당 환자수 현황32)

가. 의료인력당 일평균 환자수

◦조사대상 기관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일평균 환자수는

23.6명 수준임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 21.1명, 의원 27.8명으로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이며,

의원이 병원보다 의사1명당 환자수가 많았음. 다만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 대비

외래환자수의 비율이 병원보다 훨씬 높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지역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 20.3명, 시지역 25.3명, 군지역 26.2명으로 군

지역이 시지역과 특․광역시보다 의사1명당 환자수가 많은 편이었음

◦간호인력(간호사+조무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3.4명 수준임

- 의료기관종별로는병원 3.3명, 의원 3.5명으로전체적으로는병․의원간차이가크

지 않으나, 지역유형별로는특․광역시의경우병원 2.4명, 의원 3.9명으로의원의

간호인력당환자수가훨씬많은반면시지역의경우병원 4.0명, 의원 3.5명, 군지역

의경우병원 4.0명, 의원 3.0명으로병원의간호인력당환자수가많은양상을보임

◦종합하면 특․광역시의 경우 전반적인 의료인력당 환자수가 타지역 유형에 비해

작은편이나병원과 의원간차이가 큰편인데, 대체로 의원이 병원보다의료인력당

환자수가 많은 경향을 보임

32) 환자수는 외래환자를 의료법에 근거 입원환자수로 환산한 조정환자수로써 산출함(의사의 경우 외래환자 3명

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사의 경우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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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병상당 의료인력수는 의원이 병원보다 높은 편으로 의료인력당 환자수 비교결

과와차이를보임. 이러한원인은의료인력당환자수산정은환자수를입원환자수

에외래환자수를포함한조정환자수를사용하였고, 의원의 경우입원환자수에비

해외래환자수가상대적으로많은점과병상이용률이낮은점등에기인한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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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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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의료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수 평균값 비교

표 2-32 의료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수

(단위 : 명/일)

구 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의사1인당 환자수 23.6 15.8 21.1 14.6 27.8 17.0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3.4 2.3 3.3 2.1 3.5 2.7

특 광역시
의사1인당 환자수 20.3 15.3 15.8 10.7 29.8 19.2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2.9 2.1 2.4 1.7 3.9 2.4

시지역
의사1인당 환자수 25.3 16.4 24.7 16.2 26.1 17.0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3.8 2.6 4.0 2.2 3.5 3.2

군지역
의사1인당 환자수 26.2 14.3 24.3 15.2 29.2 12.7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3.6 1.8 4.0 1.7 3.0 1.7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의사 1인당 일평균 조정환자수 =총의사수
일평균입원환자수일평균외래환자수÷

3) 간호인력 1인당 일평균 조정환자수 =총간호인력수
일평균입원환자수일평균외래환자수÷

4)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조무사수의 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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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평가 결과와 비교

◦2007～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의 의료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수와 비교하면, 의

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의료인력1인당 환자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표 2-33 의료기관평가 및 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수

(단위 : 명/일)

구분 2007
2008

2009
2012

대형 중소형 병원 의원

의사1인당 환자수 5.3 9.3 16.0 15.2 21.1 27.8

간호사1인당 환자수 2.0 2.4 3.7 3.2 3.3 3.5

주 : 1) 2007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

2) 2008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76개소(대형 39개소, 중소형 37개소)

3) 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300병상 이상 병원 2개소

4) 2012년 본 조사 : 현재 입원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 간호사의

경우 조무사인력을 포함한 결과임

4) 근무시간대별 인력현황

가. 근무시간대별 의사인력수33)

◦조사 해당 전일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입원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의 시간대별

의사수를 살펴보면, 주간시간대 기관당 평균 의사수는 4.8명인 반면, 야간시간대는

0.4명으로 차이가 큰 편임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경우 주간시간대 6.9명, 야간시간대 0.6명, 의원의 경우

주간시간대 1.6명, 야간시간대 0.0명으로써, 입원환자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 야

간시간대에는 평균 근무의사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특히 의원

은 야간시간대 근무의사가 거의 없었음

- 지역유형별로 평균야간 근무 의사수를기준으로 살펴보면특․광역시 0.4명, 시

지역 0.3명, 군지역 0.5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았음

33) 조사 해당 전일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주간 및 야간시간대 의사수이며, 8시간 FTE(Full Time

Equivalent)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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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근무시간대별 의사인력수 평균값 비교

표 2-34 근무시간대별 의사인력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주간근무 4.8 4.6 6.9 4.8 1.6 1.3

야간근무 0.4 0.6 0.6 0.7 0.0 0.2

특·광역시
주간근무 6.0 5.6 8.3 5.6 1.7 1.7

야간근무 0.4 0.5 0.6 0.5 0.1 0.2

시지역
주간근무 3.8 3.4 5.5 3.7 1.6 1.2

야간근무 0.3 0.7 0.6 0.9 0.1 0.2

군지역
주간근무 5.1 4.6 7.4 4.5 1.3 0.7

야간근무 0.5 0.6 0.8 0.6 0.0 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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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듀티별 간호인력수34) 배치현황

◦조사 해당 전일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입원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의 근무듀티

별 간호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오전근무 평균 4.1명, 오후근무 3.2명, 밤근무

2.3명으로 듀티당 1～2명의 차이를 나타내며 야간시간대는 전반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냄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이 오전근무 평균 6.2명, 오후근무 4.2명, 밤근무 3.3명, 의

원이 오전근무 1.0명, 오후근무 0.8명, 밤근무 0.7명으로 종별 차이가 컸으며, 특

히 의원은 오후 및 밤근무의 경우 듀티별로 평균 1명 이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음

- 지역유형별로는 특 광역시가 오전근무 4.9명, 오후근무 4.0명, 밤근무 2.6명 수준

이며, 시지역이 오전근무 3.1명, 오후근무 2.5명, 밤근무 1.8명, 군지역이 오전근

무 5.3명, 오후근무 3.1명, 밤근무 2.9명으로 오전근무와 밤근무의 경우 군지역이

가장 많고, 오후근무는 특․광역시가 많은 인력배치를 나타냄. 시지역은 전반적

으로 듀티별 간호인력수준이 낮은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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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듀티별 간호인력수 평균값 비교

34) 간호인력수는 수술실, 외래 등을 제외한 병동 근무 간호사 및 조무사의 FTE(Full Time Equivalent) 적용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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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듀티별 간호인력수

(단위 : 명)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듀티1(Day) 4.1 5.1 6.2 5.7 1.0 1.0

듀티2(Evening) 3.2 3.4 4.2 3.5 0.8 0.9

듀티3(Night) 2.3 2.6 3.3 2.9 0.7 0.6

특·광역시

듀티1(Day) 4.9 6.0 7.1 6.5 0.9 0.9

듀티2(Evening) 4.0 4.0 4.9 4.1 1.0 1.1

듀티3(Night) 2.6 2.8 3.6 3.0 0.8 0.6

시지역

듀티1(Day) 3.1 3.5 4.8 3.9 1.0 1.0

듀티2(Evening) 2.5 2.4 3.5 2.5 0.7 0.7

듀티3(Night) 1.8 1.6 2.6 1.6 0.7 0.5

군지역

듀티1(Day) 5.3 6.3 8.0 6.7 1.0 1.2

듀티2(Evening) 3.1 3.8 4.5 4.1 0.6 1.1

듀티3(Night) 2.9 4.0 4.3 4.5 0.6 0.7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산출된 인력수는 수술실, 외래 등을 제외한 병동 근무 간호사 및 조무사의 FTE(Full Time Equivalent)

적용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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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료실적 현황

6.1 조사개요

◦국제비교를 위한 보건의료통계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OECD Health Data

에 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 의료자원 공급 및이용 분야의 총지표(193개) 중 152개

항목을 산출(78.8%)하고 있음. 그러나입원관련 지표를살펴보면 재원일수, 평균재

원일수, 병상이용률, 병상회전율 등 주요항목이 미제출상태임(OECD Health Data

2012(2010년도 기준). 국가별 지표제출현황은 부록 참조). 해당 지표는 입원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에 해당하며,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산출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병원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일부 단편적으로는 산

출 가능하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과 의원급의 현황에 대하

여 정확한 통계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조사내용 : 기관별 환자수 등 진료 관련 통계량

◦조사방법 :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6.2 조사결과35)

1) 2011년 1년간 총진료실적36)

◦입원병상을 가동하는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1년 1년간 평균진료실적은 입

원실인원 2천명, 입원연인원 16천명 규모이며, 그 외 외래연인원 54천명, 수술

1,000건, 분만 900건 규모임

- 의료기관종별 연간 평균진료실적을 살펴보면, 병원은 입원실인원 3천명, 입원연

인원 24천명 규모이며, 그 외 외래 70천명, 수술 1,500건, 분만 1,200건 규모임.

의원은 입원실인원 500명, 입원연인원 3,400명 규모이며, 그 외 외래 31천명, 수

35)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 중 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병원 13개소) 제

외한 결과임

36) 2011년 1년간 의료기관의 입원 실인원 및 연인원, 외래연인원, 수술 및 분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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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300건, 분만 400건 규모임. 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원에 비해 환자수가 많

은 편이지만 외래환자수의 경우 병원과 의원간 차이가 크지 않음

- 지역유형별로는 입원 실인원수를 기준으로 병원의 경우 특․광역시의 진료실적

이 가장 많고, 다음이 군지역, 시지역순이었으며, 의원의 경우 특․광역시, 시지

역, 군지역 순이었음. 단, 외래환자수의 경우 병․의원 모두 시지역, 특․광역시,

군지역 순이었음. 수술건수와 분만건수의 경우 특․광역시의 기관당 건수가 시

지역, 군지역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었음

- 병상규모별로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진료실적이 많은 편이었음

2,990 3,743 2,388 2,445 
494 533 496 407 1,924 2,593 1,513 1,426 

24,258 22,782 24,077 
30,190 

3,443 3,600 3,620 2,596 

15,881 16,488 15,044 16,993 

70,384 
66,144 

79,027 

53,888 

31,317 30,078 32,909 29,018 

53,935 53,225 
58,274 

41,453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전체병원 특·광역시

병원

시지역

병원

군지역

병원

전체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단위 : 명

입원실인원 입원연인원 외래연인원

1,541 

1,990 

1,238 

310 293 357 

1,086 

1,493 

850 

347 

1,208 1,205 

393 

895 
1,026 

0 

500 

1,000 

1,500 

2,000 

2,500 

전체병원 특·광역시

병원

시지역

병원

군지역

병원

전체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단위 : 건

수술건수 분만건수

그림 2-20 진료실적 평균값 비교

주 : 관측치가 10 미만인 통계량은 그래프에 도식화하지 않음(예. 군지역 수술 및 분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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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진료실적 평균

(단위 : 명, 건)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입원실인원 1,924 3,906 2,990 4,890 494 421

입원연인원 15,881 19,005 24,258 20,632 3,443 2,762

외래연인원 53,935 56,995 70,384 67,573 31,317 24,073

수술건수 1,086 1,846 1,541 2,156 310 605

분만건수 895 1,163 1,208 1,349 393 518

특·광역시

입원실인원 2,593 5,882 3,743 7,101 533 560

입원연인원 16,488 20,885 22,782 22,947 3,600 2,940

외래연인원 53,225 48,605 66,144 54,271 30,078 23,012

수술건수 1,493 2,505 1,990 2,821 293 530

분만건수 1,026 1,118 1,205 1,214 578 787

시지역

입원실인원 1,513 1,654 2,388 1,829 496 350

입원연인원 15,044 16,103 24,077 16,530 3,620 2,942

외래연인원 58,274 69,199 79,027 84,739 32,909 27,985

수술건수 850 1,021 1,238 1,072 357 704

분만건수 933 1,398 1,799 1,820 240 274

군지역

입원실인원 1,426 1,383 2,445 1,280 407 307

입원연인원 16,993 22,941 30,190 25,549 2,596 1,666

외래연인원 41,453 23,543 53,888 26,415 29,018 11,129

수술건수 347 362 488 397 121 122

분만건수 168 217 45 53 415 -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병상을 가동중인 의료

기관(병원 13개소) 제외

2) 입원실인원 : 2011년 1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실제 입원·퇴원수속을 한 환자수

입원연인원 : 2011년 1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재원한 총인원수로, 입원환자 기준으로 일일 시점 재원환자

수의 합(또는 퇴원환자 기준으로는 재원일수의 합)

외래연인원 : 2011년 1년간 해당 의료기관에 외래 진료를 받은 총환자수로, 응급환자수를 포함하며 환자1

명이 1일에 2개과를 진료받는 경우 2명으로 산정(단, 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 제외)

수술 및 분만건수 : 2011년 1년간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수술 및 분만건수

3) 관측치가 1개뿐인 통계량은 표준편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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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병상규모별 진료실적 평균

(단위 : 명, 건)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입원실인원

전체 1,924 3,906

29병상 이하 494 421

30~49병상 1,679 1,424

50~99병상 3,502 7,325

100~199병상 3,129 1,917

200병상 이상 3,194 2,320

입원연인원

전체 15,881 19,005

29병상 이하 3,443 2,762

30~49병상 9,400 6,968

50~99병상 16,495 9,090

100~199병상 34,689 14,913

200병상 이상 65,881 36,560

외래연인원

전체 53,935 56,995

29병상 이하 31,317 24,073

30~49병상 48,276 34,294

50~99병상 71,857 74,525

100~199병상 78,878 68,915

200병상 이상 90,678 90,737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

(병원 13개소) 제외

2) 2011년 1년간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 및 병상이용률, 입원 대비 외래환자 비율37)

◦입원의 평균재원일수와 병상이용률, 입원 대비 외래환자수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

과 같음

37) 평균재원일수년년간의료기관별입원실인원수
년년간의료기관별입원연인원수

병상이용율의료기관별가동병상수
의료기관별일평균재원환자수년 입원연환자수÷일

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 외래연인원÷입원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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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재원일수의 경우 전체 평균 10.8일이며, 병원 12.7일, 의원 8일로 종별 차이

가 큰 편이었으며, 지역유형별로는 특․광역시 10.2일, 시지역 11.6일, 군지역 9.8

일로 시지역의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특성을 나타냄. 종합하면, 시지역, 병원

의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길고, 군지역 의원이 가장 짧은 특성을 나타냄

- 병상이용률은 전체 평균 53.3%이며, 병원 60.5%, 의원 42.5%로 재원일수와 마찬

가지로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이었음. 지역유형별로는 특 광역시 50.5%, 시지

역 55.9%, 군지역 51.9%로 시지역의 병상이용률이 가장 높았음

- 병상규모별 평균재원일수와 병상이용률을 살펴보면, 병상규모가 커질수록 재원

일수가 길고, 병상이용률도 동시에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냄

- 평균재원일수와병상이용률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평균재원일수가 긴 편인 시지

역, 병원(상대적 규모가큰 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대체로 높은 특성을 나타

내는데, 유사한 환자구성을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병상이용률은 긴 재원일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입원환자수 대비 외래환자수를 비교하면, 병원의 경우 6.2배, 의원의 경우 51.2배

로써 입원기능을 제공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원은 외래환자의 구성비가 절

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냄. 다만 군지역, 의원의 경우 그 비율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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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및 병상이용률 평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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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입원 대비 외래환자 비율

표 2-38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및 병상이용률, 입원 대비 외래환자 비율

(단위 : 일, %)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평균재원일수 10.8 13.5 12.7 16.6 8.0 5.7

병상이용률 53.3 28.1 60.5 27.4 42.5 25.7

입원대비외래환자비율 24.2 82.5 6.2 12.0 51.2 125.3

특·광역시

평균재원일수 10.2 16.8 11.2 20.2 8.2 4.9

병상이용률 50.5 30.0 56.6 30.9 38.2 24.4

입원대비외래환자비율 26.4 93.6 8.5 17.1 62.2 156.7

시지역

평균재원일수 11.6 12.0 14.4 14.5 8.1 6.6

병상이용률 55.9 25.8 62.3 22.6 47.9 27.6

입원대비외래환자비율 24.9 83.4 4.8 6.0 51.0 122.5

군지역

평균재원일수 9.8 6.1 11.9 6.7 7.6 4.6

병상이용률 51.9 30.2 68.2 29.5 34.2 19.6

입원대비외래환자비율 16.3 36.9 2.6 1.6 31.1 50.3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병상을 가동중인 의

료기관(병원 13개소) 제외

2) 평균재원일수년년간의료기관별입원실인원수
년년간의료기관별입원연인원수

,

병상이용율의료기관별가동병상수
의료기관별일평균재원환자수년 입원연환자수÷일

,

입원 대비 외래환자비율 = 외래연인원÷입원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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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병상규모별 평균재원일수 및 병상이용률

(단위 : 일, %)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재원일수

전체 10.8 13.5

29병상 이하 8.0 5.7

30~49병상 8.5 11.2

50~99병상 8.9 4.3

100~199병상 14.6 12.0

200병상 이상 37.4 47.9

병상이용율

전체 53.3 28.1

29병상 이하 42.5 25.7

30~49병상 50.2 28.0

50~99병상 56.9 26.5

100~199병상 67.8 23.1

200병상 이상 79.0 35.3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

(병원 13개소) 제외

3) 병원경영분석 결과와 비교

◦의료기관회계자료에 따른 병원경영분석자료의 종합병원 진료지표를 본 조사결과

와 비교해보면, 평균재원일수의 경우 종합병원에 비하여 병원은길고, 의원은 짧은

편, 병상이용률은 병․의원 모두 종합병원보다 낮은 편이었음. 병원의 경우 재원일

수가 종합병원보다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이용률은 낮고, 의원의 경우도 실제

설치된 병상에 비해 운영되는 병상의 비율이 50%이하로써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현상이 심각한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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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병원경영분석 및 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지표

(단위 : 일, %)

구분

병원경영분석 본 조사결과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300병상 이상 160～299 병상 160병상 미만

평균재원일수 8.4 13.2 11.6 10.2 12.7 8.0

병상이용률 91.5 87.6 89.8 78.8 60.5 42.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0병원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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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의료기관종별 평균재원일수 및 병상이용률 비교

주 :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은 2010병원경영분석결과이며, 병원 및 의원은 본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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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실 환경

7.1 조사개요

◦의료법에 따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시설관련 규정은 면적기준만 제시되어 있음

- 입원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환경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 상황에

대한 파악도 미진한 실정임

※ 의료기관의 병실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는 의료기관평가결과(2004～2009년도,

종합병원이상)가 유일함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
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
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
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내용 : 입원병실의 각종 시설 및 환경 상태

◦조사방법 : 의료기관별 기준병실 2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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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조사결과

1) 병실 환경38)39)

가. 입원병실 환경

◦입원병실의 각종 설비 및 환경을 살펴보면, 환자이름 기재,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

침대, 보호자용 침대, 개인사물함, 환자용 식탁, 방충망 등은 대체로 75% 이상의

구비율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및 간호

사 호출장치, 개별취침등, 병상간커튼, 손소독제 등은 30% 미만의 낮은 구비율 수

준을 나타냄

- 의료기관종별 입원병실 환경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각종

구비율 수준이 높은 편임

∙환자이름 기재율 : 병원 98.2%>의원 81.7%

∙주치의이름 기재율 : 병원 68.3%>의원 28.2%

∙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율 : 병원 97.9%>의원 91.2%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산소) 구비율 : 병원 20.8%>의원 3.1%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음압) 구비율 : 병원 17.2%>의원 0.7%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율 : 병원 24.2%>의원 18.9%

∙병상 간 커튼 설치율 : 병원 40.6%>의원 8.3%

∙보호자용 침대 구비율 : 병원 81.7%>의원 63.4%

∙개인사물함 구비율 : 병원 98.7%>의원 96.6%

∙환자용 옷장 구비율: 병원 55.8%>의원 51.7%

∙환자용 식탁 구비율 : 병원 98.2%>의원 95.9%

∙개별 취침등 구비율 : 병원 29.0%>의원 11.7%

38)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병실내 위생시설 관련 항목은 병실내 화장실이 설치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39) 병실환경 조사는 조사당일 각 의료기관의 기준병실 2실에 대하여 조사자가 직접 관찰 작성한 결과로써, 조사

항목은 환자이름 및 주치의이름 기재여부, 낙상방지용 장치구비 침대수,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설치여부, 간호사 호출장치, 병상간 커튼, 보호자용 침대, 개인사물함, 환자용 옷장, 환자용 식탁, 개별 취침등,

방충망 설치여부와, 의료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여부, 손소독제 구비여부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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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구비율 : 병원 87.9%<의원 88.3%

∙의료폐기물·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시행율 : 병원 58.5%>의원 52.4%

∙손소독제 구비율 : 병원 36.6%>의원 16.6%

- 지역유형별로는 대체로 특․광역시의 각종 구비율 수준이 높은 편인데, 다만 중

앙식 의료가스장치, 간호사 호출장치, 개별 취침등, 방충망 등의 경우 군지역이

특․광역시나 시지역에 비해 높은 구비율을 나타냄

∙환자이름 기재율 : 시지역 92.5%>특·광역시 91.9%>군지역 89.5%

∙주치의이름 기재율 : 특·광역시 59.7%>시지역 48.6%>군지역 48.2%

∙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율 : 특․광역시 96.8%>시지역 94.6%>군지역

94.0%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 구비율 : 군지역 25.6%>시지역 13.1%>특․광역시

10.0%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음압) 구비율 : 군지역 22.6%>특·광역시 9.2%>시지역

8.1%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율 : 군지역 25.5%>시지역 22.2%>특․광역시 20.6%

∙병상 간 커튼 설치율 : 특․광역시 34.6%>시지역 25.7%>군지역 19.3%

∙보호자용 침대 구비율 : 시지역 78.4%>특․광역시 73.5%>군지역 64.9%

∙개인사물함 구비율 : 특․광역시 100.0%>시지역 98.3%>군지역 91.2%

∙환자용 옷장 구비율 : 특․광역시 62.5%>시지역 51.1%>군지역 43.9%

∙환자용 식탁 구비율 : 특․광역시 98.5%>시지역 96.6%>군지역 96.5%

∙개별 취침등 구비율 : 군지역 28.1%>특․광역시 21.3%>시지역 21.0%

∙방충망 설치율 : 군지역 96.5%>시지역 86.9%>특․광역시 86.0%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시행율 : 특․광역시 64.0%>시지역 51.7%>군지역 50.9%

∙손소독제 구비율 : 특․광역시 38.2%>군지역 18.8%>시지역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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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입원병실 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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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입원병실 환경

(단위 : %)

항목

전체 병원 의원

전체
특·광
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역 군지역

환자이름
기재함 91.8 91.9 92.5 89.5 98.2 100.0 95.9 100.0 81.7 76.1 88.0 71.4

기재안함 8.2 8.1 7.5 10.5 1.8 0.0 4.1 0.0 18.3 23.9 12.0 28.6

주치의이름
기재함 52.6 59.7 48.6 48.2 68.3 73.9 62.2 71.4 28.2 32.6 30.7 9.5

기재안함 47.4 40.3 51.4 51.8 31.7 26.1 37.8 28.6 71.8 67.4 69.3 90.5

낙상방지용장치

설치침대

구비함 95.3 96.8 94.6 94.0 97.9 97.8 99.8 93.2 91.2 94.9 87.8 95.5

구비안함 4.7 3.2 5.4 6.0 2.1 2.2 0.2 6.8 8.8 5.1 12.2 4.5

중앙식의료가스장치

(산소)

설치함 13.9 10.0 13.1 25.6 20.8 14.7 20.2 37.8 3.1 0.9 3.9 4.8

설치안함 86.1 90.0 86.9 74.4 79.2 85.3 79.8 62.2 96.9 99.1 96.1 95.2

중앙식의료가스장치

(음압)

설치함 10.8 9.2 8.1 22.6 17.2 13.9 13.4 35.8 0.7 0.0 1.3 0.0

설치안함 89.2 90.8 91.9 77.4 82.8 86.1 86.6 64.2 99.3 100.0 98.7 100.0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함 22.1 20.6 22.2 25.5 24.2 27.2 19.4 30.2 18.9 7.9 25.9 17.5

설치안함 77.9 79.4 77.8 74.5 75.8 72.8 80.6 69.8 81.1 92.1 74.1 82.5

병상 간 커튼
설치함 28.0 34.6 25.7 19.3 40.6 49.4 38.4 25.0 8.3 6.4 9.2 9.5

설치안함 72.0 65.4 74.3 80.7 59.4 50.6 61.6 75.0 91.7 93.6 90.8 90.5

보호자용 침대
구비함 74.5 73.5 78.4 64.9 81.7 84.3 85.9 63.9 63.4 53.2 68.8 66.7

구비안함 25.5 26.5 21.6 35.1 18.3 15.7 14.1 36.1 36.6 46.8 31.2 33.3

개인사물함
구비함 97.8 100.0 98.3 91.2 98.7 100.0 99.0 94.4 96.6 100.0 97.4 85.7

구비안함 2.2 0.0 1.7 8.8 1.3 0.0 1.0 5.6 3.4 0.0 2.6 14.3

환자용 옷장
구비함 54.2 62.5 51.1 43.9 55.8 67.4 51.5 38.9 51.7 53.2 50.6 52.4

구비안함 45.8 37.5 48.9 56.1 44.2 32.6 48.5 61.1 48.3 46.8 49.4 47.6

환자용 식탁
구비함 97.3 98.5 96.6 96.5 98.2 100.0 98.0 94.4 95.9 95.7 94.8 100.0

구비안함 2.7 1.5 3.4 3.5 1.8 0.0 2.0 5.6 4.1 4.3 5.2 0.0

개별 취침등
구비함 22.2 21.3 21.0 28.1 29.0 27.0 27.3 38.9 11.7 10.6 13.0 9.5

구비안함 77.8 78.7 79.0 71.9 71.0 73.0 72.7 61.1 88.3 89.4 87.0 90.5

방충망
설치함 88.1 86.0 86.9 96.5 87.9 83.1 89.9 94.4 88.3 91.5 83.1 100.0

설치안함 11.9 14.0 13.1 3.5 12.1 16.9 10.1 5.6 11.7 8.5 16.9 0.0

의료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시행함 56.1 64.0 51.7 50.9 58.5 69.7 48.5 58.3 52.4 53.2 55.8 38.1

시행안함 43.9 36.0 48.3 49.1 41.5 30.3 51.5 41.7 47.6 46.8 44.2 61.9

손소독제
구비함 28.7 38.2 18.8 36.8 36.6 49.4 23.2 41.7 16.6 17.0 13.0 28.6

구비안함 71.3 61.8 81.3 63.2 63.4 50.6 76.8 58.3 83.4 83.0 87.0 71.4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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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결과와 의료기관평가 결과의 입원병실환경 주요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낙상방지용 장치구비율을 제외한 그 외의 항목은 종합병원에 비해 병․의원의

구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특히 간호사 호출장치 및 중앙식의료가스장

치 구비율은 차이가 큰 편임

표 2-42 의료기관평가와 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입원병실 환경 비교

(단위 : %)

항목 2007
2008

2009
2012년

대형 중소형 병원 의원

낙상방지용 장치구비 침대비율 - 100.0 96.2 99.2 97.9 91.2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 설치율 89.3 90.9 72.8 41.0 20.8 3.1

중앙식의료가스장치-음압 설치율 84.5 90.4 67.9 39.7 17.2 0.7

간호사 호출장치 설치율 98.8 86.4 63.8 64.5 24.2 18.9

병상간 커튼 설치율 94.2 - 54.1 62.0 40.6 8.3

주 : 1) 2007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

2) 2008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76개소(대형 39개소, 중소형 37개소)

3) 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300병상 이상 병원 2개소

4) 2012년 본 조사 : 현재 입원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

나. 병상-병상(벽)간 간격40)

◦입원실의 병상-병상간 간격은 평균 1m, 병상-벽간 간격은 0.6m로 미국건축가협회

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1.22m, 0.91m보다 낮은 수준임41)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상-병상간 간격의 경우 병원 0.9m, 의원 1.1m로 의원이 병

원보다 약간 넓은 편이었으며, 병상-벽간 간격은 병원 0.6m, 의원 0.5m로 0.1m

의 차이로 병원이 넓은 편임

- 지역유형별로는 병상-병상간 간격의 경우 특 광역시 0.9m, 시지역 1.0m, 군지역

40) 병상-병상간 간격은 사이드레일간 거리이며, 병상-벽간 간격은 사이드레일과 벽사이 거리임

41)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 and health

care facilities. 2006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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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병상-벽간 간격은 특 광역시 및 시지역 0.5m, 군지역 0.7m으로 전반적으

로 군지역이 넓은 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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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입원병실 내 병상간격 평균값 비교

표 2-43 입원병실 내 병상간격

(단위 : m)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
병상-병상 간격 1.0 0.5 0.9 0.3 1.1 0.7

병상-벽 간격 0.6 0.5 0.6 0.5 0.5 0.6

특·광역시
병상-병상 간격 0.9 0.4 0.8 0.3 1.0 0.6

병상-벽 간격 0.5 0.5 0.6 0.5 0.4 0.7

시지역
병상-병상 간격 1.0 0.5 0.8 0.4 1.1 0.7

병상-벽 간격 0.5 0.5 0.5 0.5 0.5 0.6

군지역
병상-병상 간격 1.1 0.5 1.0 0.4 1.2 0.7

병상-벽 간격 0.7 0.6 0.7 0.5 0.7 0.6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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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실내 위생시설42)

◦병실내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병실의 36.3%로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병원 39.3%, 의원 31.7%로 병원의 설치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지역유

형별로는 특․광역시 43.4%, 시지역 35.2%, 군지역 22.8%로 특․광역시의 설치율

이 높았음

◦병실내 화장실을 갖춘 경우에 대하여 화장실내 각종 설비 설치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문잠금장치 설치율은 91%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비상용호출기 구비율은 20.1%

로 낮았으며, 화장실 문열림 방향이 67.2%는 화장실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였음.

세면시설의 경우 97.8%가 화장실내 위치하고 있었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세면시설 위치와화장실의 문열림방향이 바깥쪽또는옆쪽인

경우 병원과 의원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문잠금장치와 비상용호출기는 병원

의 구비율이 높았음

- 지역유형별로는세면시설의 위치를제외하고 항목간차이가 다소 존재하는데대

체로 군지역의 구비율이 높은 편임

∙문잠금장치 설치율 : 시지역 93.5%>군지역 92.3%>특·광역시 88.1%

∙비상용호출기 구비율 : 군지역 30.8%>특·광역시 28.8%> 시지역 9.7%

∙화장실 문열림 방향 바깥쪽 또는 옆쪽 비율 : 군지역 69.2%>특·광역시

32.2%> 시지역 25.8%

42) 병실내 위생시설 조사는 조사당일 각 의료기관의 기준병실 2실내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조사자가 직접

관찰 작성한 결과로써 문 잠금장치 및 비상용 호출기, 화장실 문열림 방향, 세면시설 위치의 항목으로 구성

됨. 병실내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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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병실내 화장실 설치율 및 병실내 위생시설 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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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입원병실내 위생시설

(단위 : %)

항목

전체 병원 의원

전체
특·광
역시

시지
역

군지
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
역

군지
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
역

군지
역

(병실 내)화장실
설치함 36.3 43.4 35.2 22.8 39.3 49.4 36.4 22.2 31.7 31.9 33.8 23.8

설치안함 63.7 56.6 64.8 77.2 60.7 50.6 63.6 77.8 68.3 68.1 66.2 76.2

문 잠금장치
설치함 91.0 88.1 93.5 92.3 93.2 93.2 94.4 87.5 87.0 73.3 92.3 100.0

설치안함 9.0 11.9 6.5 7.7 6.8 6.8 5.6 12.5 13.0 26.7 7.7 -

비상용 호출기
설치함 20.1 28.8 9.7 30.8 28.4 36.4 13.9 50.0 4.3 6.7 3.8 -

설치안함 79.9 71.2 90.3 69.2 71.6 63.6 86.1 50.0 95.7 93.3 96.2 100.0

화장실 문열림 방향

안쪽 67.2 67.8 74.2 30.8 69.3 65.9 83.3 25.0 63.0 73.3 61.5 40.0

옆쪽 2.2 5.1 - - 3.4 6.8 - - - - - -

바깥쪽 30.6 27.1 25.8 69.2 27.3 27.3 16.7 75.0 37.0 26.7 38.5 60.0

세면시설 위치

화장실내 97.8 100.0 95.2 100.0 97.7 100.0 94.4 100.0 97.8 100.0 96.2 100.0

화장실외 1.5 - 3.2 - 2.3 - 5.6 - - - - -

화장실내외 0.7 - 1.6 - - - - 2.2 - 3.8 -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문 잠금장치 및 비상용 호출기, 화장실 문열림 방향, 세면시설 위치는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

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중, 병실내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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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원병실 환경 종합43)

◦입원병실환경조사항목별로각 1점을부여하고 20점을만점으로하는종합점수를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조사 대상기관(입원병상 가동중인 194개소) 중 20점인 경우는 병원 1개소

(0.5%), 16～19점인 경우도 병원 6개소(3.1%)에 불과하였음

- 의료기관종별로 12점 이상(20개 항목의 60% 이상 충족)인 의료기관은 병원이

42개소(전체 병원의 36.3%), 의원이 11개소(전체 의원의 14.1%)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편임. 특히 의원의 경우 최고 점수가 15점으로 대부분이 11점 미만

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음

- 지역유형별 12점 이상(20개 항목의 60% 이상 충족)인 의료기관은 특·광역시가

32.9%, 시지역 24.4%, 군지역 22.6%로 특․광역시가 시지역과 군지역 보다는 입

원병실 환경의 종합적 수준이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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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입원병실 환경 종합 현황

43) 입원병실 환경 종합: 입원병실내 환자이름 및 주치의이름 기재, 낙상방지용 침대 및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

소 및 음압), 간호사 호출장치(너스콜), 병상간 커튼, 보호자용 침대, 개인사물함, 환자용 옷장, 환자용 식탁,

개별 취침등, 방충망 구비,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손소독제 비치, 병실내 화장실 설치 및 화장

실 문 잠금장치, 화장실 비상용호출기, 화장실 문열림 방향(옆 또는 바깥쪽), 병실내 세면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각 1점을 부여. 20점이 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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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입원병실 환경 종합

구분

기관수 (개) 비율 (%)

20점
16-
19점

12-
15점

8-
11점

4-7점 3점이하 합계 20점
16-
19점

12-
15점

8-11점 4-7점 3점이하 합계

전체

전체 1 6 46 85 54 2 194 0.5 3.1 23.7 43.8 27.8 1.0 100.0

특·광역시 1 3 20 33 16 - 73 1.4 4.1 27.4 45.2 21.9 - 100.0

시지역 - 1 21 40 27 1 90 - 1.1 23.3 44.4 30.0 1.1 100.0

군지역 - 2 5 12 11 1 31 - 6.5 16.1 38.7 35.5 3.2 100.0

병원

전체 1 6 35 55 19 - 116 0.9 5.2 30.2 47.4 16.4 - 100.0

특·광역시 1 3 18 22 3 - 47 2.1 6.4 38.3 46.8 6.4 - 100.0

시지역 - 1 14 25 10 - 50 - 2.0 28.0 50.0 20.0 - 100.0

군지역 - 2 3 8 6 - 19 - 10.5 15.8 42.1 31.6 - 100.0

의원

전체 - - 11 30 35 2 78 - - 14.1 38.5 44.9 2.6 100.0

특·광역시 - - 2 11 13 - 26 - - 7.7 42.3 50.0 - 100.0

시지역 - - 7 15 17 1 40 - - 17.5 37.5 42.5 2.5 100.0

군지역 - - 2 4 5 1 12 - - 16.7 33.3 41.7 8.3 100.0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입원병실 환경 점수화: 환자이름 및 주치의이름 기재, 낙상방지용 침대 및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간호사 호출장치(너스콜), 병상간 커튼, 보호자용 침대, 개인사물함, 환자용 옷장, 환자용 식탁, 개

별 취침등, 방충망 구비,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손소독제 비치, 병실내 화장실 설치 및 화장

실 문 잠금장치, 화장실 비상용호출기, 화장실 문열림 방향(옆 또는 바깥쪽), 병실내 세면시설 설치한 경

우 각각의 항목에 1점을 부여(총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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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원병실 환경 종합점수에 따른 진료실적 차이

◦입원병실 환경 종합점수에 따라 진료실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점수구분은 20점 만점의 75%에 해당하는 1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그 미만으

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15점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수가 많은 편임

- 전체적으로 종합점수가 높은 군에서 진료실적이 많은 편이었고, 입원환자의 평

균재원일수는 짧았음. 병상이용률의 차이는 없었음

- 병원의 경우 종합점수가 낮은 군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재

원일수의차이가 큰편임을감안하면, 높은 병상이용률이 긴재원일수에의한결

과임을 알 수 있음

- 의원의 경우 종합점수가 낮은 군이 기관당 외래환자수가 많은 편이었음

표 2-46 입원병실 환경 종합점수별 진료실적 분포

구분
전체 병원 의원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입원실인원

전체 1,924 3,906 2,990 4,890 494 421

20점~15점 3,134 2,811 3,481 2,844 700 -

14점~1점 1,865 3,948 2,952 5,021 491 424

입원연인원

전체 15,881 19,005 24,258 20,632 3,443 2,762

20점~15점 23,523 21,269 26,383 21,246 3,500 -

14점~1점 15,489 18,874 24,094 20,695 3,442 2,783

외래연인원

전체 53,935 56,995 70,384 67,573 31,317 24,073

20점~15점 76,544 39,520 83,953 36,191 24,678 -

14점~1점 52,825 57,575 69,352 69,395 31,410 24,231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

전체 10.8 13.5 12.7 16.6 8.0 5.7

20점~15점 7.1 3.3 7.4 3.4 5.0 -

14점~1점 11.0 13.8 13.1 17.1 8.1 5.7

병상이용율

전체 53.3 28.1 60.5 27.4 42.5 25.7

20점~15점 53.3 25.5 54.9 27.0 41.7 -

14점~1점 53.3 28.3 60.9 27.5 42.5 25.9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정신병상, 재활병상, 장기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

(병원 13개소) 제외. 점수구분별 의료기관수 분포는 20～15점 병원 14개소, 의원 5개소, 14점～1점 병원 89개

소, 의원 73개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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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원병실 및 병실내 화장실의 전반적 청결정도44)

◦조사자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입원병실의 전반적 청결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Excellent 12%, Good 42.9%, Acceptable 36.9%, Poor 6.6%, Unacceptable 1.6%이

었음

- Excellent 및 Good의 비율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종별 입원병실 청결정도를 살펴

보면 병원 63.6%, 의원 41.3%수준으로 병원이 의원에비해 입원병실 청결정도가

높은 편임

- 지역유형별 Excellent 및 Good의 비율은 특․광역시 54.2%, 시지역 58.6%, 군지

역 45.6%로 시지역이 가장 높고, 특․광역시, 군지역 순이었음. 다만 점수분포에

있어 시지역의 경우 Poor와 Unacceptable 비율도 다른 지역유형에 비해 높은 현

상을 나타냄. 전반적으로 Excellent 및 Good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특 광역시,

병원이 65.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입원 병실내 화장실에 대한 전반적 청결정도는 Excellent 17.7%, Good 49.2%,

Acceptable 25.4%, Poor 7.7%이었으며, Unacceptable은 해당 의료기관이 없었음

- Excellent 및 Good의 비율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종별 화장실 청결정도를 살펴보

면 병원 69.3%, 의원 61.9%로 병원이 의원에 비해 청결정도가 다소 높은 편임

- 지역유형별 Excellent 및 Good의 비율은 특․광역시 77.2%, 시지역 55.0%, 군지

역 77.0%으로 시지역이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특 광역시

의원이 84.6%로 청결정도가 가장 높았음

44) 조사자가 조사당일 각 의료기관의 기준병실 2실을 방문하고 입원병실 및 병실내 설치된 화장실의 전반적

청결정도에 대해 5점척도로 점수를 부여.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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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입원병실 및 화장실 전반적인 청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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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7 입원병실의 전반적 청결 정도

구분

병실수 (개) 비율 (%)

Exce-
llent

Good Accep-
table

Poor Unaccep-
table

합계 Exce-
llent

Good Accep-
table

Poor Unaccep-
table

합계

전체

전체 44 157 135 24 6 366 12.0 42.9 36.9 6.6 1.6 100.0

특·광역시 17 55 55 6 - 133 12.8 41.4 41.4 4.5 - 100.0

시지역 17 86 53 16 4 176 9.7 48.9 30.1 9.1 2.3 100.0

군지역 10 16 27 2 2 57 17.5 28.1 47.4 3.5 3.5 100.0

병원

전체 32 110 69 11 1 223 14.3 49.3 30.9 4.9 0.4 100.0

특·광역시 14 44 28 2 - 88 15.9 50.0 31.8 2.3 - 100.0

시지역 8 54 30 7 - 99 8.1 54.5 30.3 7.1 - 100.0

군지역 10 12 11 2 1 36 27.8 33.3 30.6 5.6 2.8 100.0

의원

전체 12 47 66 13 5 143 8.4 32.9 46.2 9.1 3.5 100.0

특·광역시 3 11 27 4 - 45 6.7 24.4 60.0 8.9 - 100.0

시지역 9 32 23 9 4 77 11.7 41.6 29.9 11.7 5.2 100.0

군지역 - 4 16 - 1 21 - 19.0 76.2 - 4.8 100.0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2) 병실수는 통계량을 산출하는 병실수임(단 입원병실의 전반적 청결 정도 미기재 병실은 제외)

표 2-48 입원병실 내 화장실 전반적 청결정도

구분

병실수 (개) 비율 (%)

Exce-
llent Good

Accep-
table Poor

Unaccep-
table 합계

Exce-
llent Good

Accep-
table Poor

Unaccep-
table 합계

전체

전체 23 64 33 10 - 130 17.7 49.2 25.4 7.7 - 100.0

특·광역시 12 32 7 6 - 57 21.1 56.1 12.3 10.5 - 100.0

시지역 6 27 23 4 - 60 10.0 45.0 38.3 6.7 - 100.0

군지역 5 5 3 - - 13 38.5 38.5 23.1 - - 100.0

병원

전체 15 46 22 5 - 88 17.0 52.3 25.0 5.7 - 100.0

특·광역시 9 24 7 4 - 44 20.5 54.5 15.9 9.1 - 100.0

시지역 1 21 13 1 - 36 2.8 58.3 36.1 2.8 - 100.0

군지역 5 1 2 - - 8 62.5 12.5 25.0 - - 100.0

의원

전체 8 18 11 5 - 42 19.0 42.9 26.2 11.9 - 100.0

특·광역시 3 8 - 2 - 13 23.1 61.5 - 15.4 - 100.0

시지역 5 6 10 3 - 24 20.8 25.0 41.7 12.5 - 100.0

군지역 - 4 1 - - 5 - 80.0 20.0 - - 100.0

주 : 1)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중, 입원병실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함

2) 병실수는 통계량을 산출하는 병실수임(단 입원병실의 전반적 청결 정도 미기재 병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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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동환경45)

가. 병동환경

◦병동내 각종 시설의 구비율을 살펴보면, 환자용 냉장고(91.8%)와 식수시설(95.6%)

은매우높은편, 휴식용 의자(72.4%)와온장시설(76.1%)은 대체로높은편이나, 복

도 손잡이(양쪽·한쪽, 45.3%)와 별도의 배선시설 설치율(35.9%)은 낮은 편이었음

- 의료기관종별병동환경을 살펴보면, 식수시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

원보다 우수한 편임

∙복도 손잡이 설치율(양쪽·한쪽) : 병원 68.3%>의원 9.2%

∙병동내 휴식용 의자 설치율 : 병원 80.2%>의원 60.0%

∙배선실 설치율 : 병원 50.5%>의원 12.9%

∙환자용 냉장고 설치율 : 병원 92.3%>의원 90.8%

∙온장시설 구비율 : 병원 89.2%>의원 55.6%

∙식수시설 구비율 : 의원 96.5%>병원 95.0%

- 지역유형별병동환경은 대체로 특․광역시의 설치율이 높은 편이며, 식수시설의

경우 군지역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냄

∙복도 손잡이 설치율(양쪽·한쪽) : 특·광역시 53.6%>군지역 46.3%>시지역 38.4%

∙병동내 휴식용 의자 설치율 : 특·광역시 83.8%>시지역 65.7%>군지역 64.8%

∙배선실 설치율 : 시지역 36.6%>특·광역시 36.0%>군지역 33.3%

∙환자용 냉장고 설치율 : 특·광역시 93.4%>시지역 93.0%>군지역 83.9%

∙온장시설 구비율 : 시지역 77.3%>특·광역시 및 군지역 75.0%

∙식수시설 구비율 : 군지역 100.0%>시지역 95.3%>특·광역시 94.1%

45) 조사자가 조사당일 각 의료기관의 기준병실이 설치된 병동을 방문하고 복도의 손잡이 설치여부, 휴식용 의자

설치여부, 별도 배선실 설치여부 등을 직접 관찰하고 작성한 결과.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

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제2장 조사결과 109

95.6
91.8

76.1
72.4

45.3

35.9

95 92.3 89.2

80.2

68.3

50.5

96.5
90.8

55.6
60

9.2
12.9

0.0 

20.0 

40.0 

60.0 

80.0 

100.0 

식수시설구비율 환자용냉장고설치율 온장시설구비율 휴식용의자설치율 복도손잡이설치율

(양쪽및한쪽)

배선실설치율

단위 :  %
병동환경현황

전체 병원 의원

그림 2-29 병동환경

표 2-49 병동환경

(단위 : %)

항목

전체 병원 의원

전체
특·광
역시

시지
역

군지
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
역

군지
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
역

군지
역

복도 손잡이
설치함

양쪽 34.0 38.2 29.7 37.0 51.6 51.7 49.5 57.1 6.4 12.8 4.0 -

한쪽 11.3 15.4 8.7 9.3 16.7 21.3 14.4 11.4 2.8 4.3 1.3 5.3

설치안함 54.7 46.3 61.6 53.7 31.7 27.0 36.1 31.4 90.8 83.0 94.7 94.7

휴식용 의자
설치함 72.4 83.8 65.7 64.8 80.2 92.1 75.3 63.9 60.0 68.1 53.3 66.7

설치안함 27.6 16.2 34.3 35.2 19.8 7.9 24.7 36.1 40.0 31.9 46.7 33.3

배선실
설치함 35.9 36.0 36.6 33.3 50.5 48.3 53.6 47.2 12.9 12.8 14.7 5.6

설치안함 64.1 64.0 63.4 66.7 49.5 51.7 46.4 52.8 87.1 87.2 85.3 94.4

환자용 냉장고
구비함 91.8 93.4 93.0 83.9 92.3 93.3 93.8 86.1 90.8 93.6 92.0 80.0

구비안함 8.2 6.6 7.0 16.1 7.7 6.7 6.2 13.9 9.2 6.4 8.0 20.0

온장시설
구비함 76.1 75.0 77.3 75.0 89.2 88.8 90.7 86.1 55.6 48.9 60.0 55.0

구비안함 23.9 25.0 22.7 25.0 10.8 11.2 9.3 13.9 44.4 51.1 40.0 45.0

식수시설
구비함 95.6 94.1 95.3 100.0 95.0 93.3 94.8 100.0 96.5 95.7 96.0 100.0

구비안함 4.4 5.9 4.7 - 5.0 6.7 5.2 - 3.5 4.3 4.0 -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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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평가 결과와 비교

◦병원 및 의원을 조사대상으로 한 본 조사 결과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

관평가의 병동환경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종합병원에 비하여 병․의

원의 각종 설비의 구비율 및 설치율이 낮은 편임

표 2-50 의료기관평가 및 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병동 환경

(단위 : %)

항목
2008

2009
2012년

대형 중소형 병원 의원

복도손잡이 설치율 - - - 68.3 9.2

휴식용 의자설치율 94.9 59.5 76.2 80.2 60.0

배선실 설치율 94.9 75.7 - 50.5 12.9

환자용 냉장고 구비율 - - - 92.3 90.8

온장시설 구비율 - - 99.2 89.2 55.6

식수시설 구비율 - - - 95.0 96.5

주 : 1) 2008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76개소(대형 39개소, 중소형 37개소)

2) 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300병상 이상 병원 2개소

3) 2012년 본 조사 : 현재 입원병상을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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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술실 환경

8.1 조사개요

◦수술실은 의료기관의 각종 시설 중 위생적 측면이 가장 강조되는 영역 중 하나임

- 수술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환경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 상황에 대한

파악도 미진한 실정임

◦조사내용 : 수술실 시설 및 환경 관련 현황 파악

◦조사방법 : 의료기관별 수술실 2개에 대한 현지 확인

8.2 조사결과46)

1) 수술실 환경

◦수술실의 시설 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비율

(95.1%), 수술실 청소적합 비율(90.8%), 수술장 전용 세면대(scrub) 구비율(89.5%),

제한구역 통제 여부(83.2%), 수술 진행중 문닫힘 비율(81.8%) 등은 비교적 80% 이

상의 충족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수술중 안내 표시 비율(38.5%)과 수술실내 양압

유지 비율(21.7%)은 낮은 수준이었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비교적 병원이 의원보다 우수한 편이었음

∙제한구역 통제 여부 : 병원 89.2%>의원 72.0%

∙수술실내 양압유지 비율 : 병원 30.1%>의원 6.0%

∙수술 진행중 문닫힘 비율 : 병원 89.2%>의원 68.0%

∙수술중 안내 표시 비율 : 병원 38.7%>의원 38.0%

∙의료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비율 : 병원 97.8%>의원 90.0%

∙수술장 전용 세면대 구비율 : 병원 95.7%>의원 78.0%

46)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 중이면서 수술실을 가동하는 의료기관 143개소(병원

93개소, 의원 50개소) 대상으로 함. 조사자가 조사당일 각 의료기관의 수술실을 방문하고 수술장 제한구역

통제여부, 수술실 양압유지 여부, 수술실 청소 적합성 등을 직접 관찰하고 작성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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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유형별로는 대체로 특․광역시가시지역과 군지역에 비해 우수한 편이었음.

단, 수술중 안내 표시비율의 경우 군지역이 특․광역시, 시지역에 비해 높은 수

준을 나타냄

∙제한구역 통제 여부 : 특․광역시 88.1%>군지역 84.2%>시지역 78.5%

∙수술실내 양압유지 비율 : 특․광역시 32.2%>군지역 15.8%>시지역 13.8%

∙수술실내 청소 적합 비율 : 특․광역시 96.6%>군지역 94.7%>시지역 84.6%

∙수술 진행중 문닫힘 비율 : 시지역 83.1%>특․광역시 81.4%>군지역 78.9%

∙수술중 안내 표시 비율 : 군지역 63.2%>시지역 41.5%>특․광역시 27.1%

∙수술장 전용 세면대 구비율 : 특․광역시 93.2%>군지역 89.5%>시지역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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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수술실 환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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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수술실 환경

(단위 : %)

항목
전체 병원 의원

전체
특·광
역시

시지역군지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역군지역 전체
특·광
역시

시지역군지역

제한구역 통제
통제함 83.2 88.1 78.5 84.2 89.2 90.7 86.1 92.9 72.0 81.3 69.0 60.0

통제안함 16.8 11.9 21.5 15.8 10.8 9.3 13.9 7.1 28.0 18.8 31.0 40.0

수술실 내 양압유지
유지함 21.7 32.2 13.8 15.8 30.1 39.5 22.2 21.4 6.0 12.5 3.4 -

유지안함 78.3 67.8 86.2 84.2 69.9 60.5 77.8 78.6 94.0 87.5 96.6 100.0

수술실 내

청소 적합성

적합함 90.8 96.6 84.6 94.7 90.3 95.3 83.3 92.9 91.8 100.0 86.2 100.0

부적합 4.2 - 9.2 - 3.2 - 8.3 - 6.1 - 10.3 -

확인불가 4.9 3.4 6.2 5.3 6.5 4.7 8.3 7.1 2.0 - 3.4 -

수술 진행중 문닫힘
문 닫힘 81.8 81.4 83.1 78.9 89.2 88.4 94.4 78.6 68.0 62.5 69.0 80.0

문 닫지 않음 18.2 18.6 16.9 21.1 10.8 11.6 5.6 21.4 32.0 37.5 31.0 20.0

수술중 안내 표시
표시함 38.5 27.1 41.5 63.2 38.7 25.6 41.7 71.4 38.0 31.3 41.4 40.0

표시안함 61.5 72.9 58.5 36.8 61.3 74.4 58.3 28.6 62.0 68.8 58.6 60.0

의료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시행함 95.1 94.9 95.4 94.7 97.8 97.7 100.0 92.9 90.0 87.5 89.7 100.0

시행안함 4.9 5.1 4.6 5.3 2.2 2.3 - 7.1 10.0 12.5 10.3 -

수술장 전용

세면대(scrub)

설치함 89.5 93.2 86.2 89.5 95.7 100.0 91.7 92.9 78.0 75.0 79.3 80.0

설치안함 10.5 6.8 13.8 10.5 4.3 - 8.3 7.1 22.0 25.0 20.7 20.0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 중이면서 수술실을 가동하는 의료기관 143개소(병

원 93개소, 의원 50개소) 대상으로 함

2) 수술실내 청소적합성은 준비된 수술실 바닥에 혈액 등이 묻어있지 않는 경우 적합, 아닌 경우 부적합임

2) 의료기관평가 결과와 비교

◦본 조사 결과와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종합병원에 비해 병․의

원의 수술실 환경이 열악한 수준인데, 특히 수술실 내양압 유지비율 및 수술중 안

내 표시비율은 종합병원과의 차이가 큰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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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의료기관평가 대상 및 본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수술실 환경

(단위 : %)

항목 2007
2008

2009
2012년

대형 중소형 병원 의원

수술장 제한구역 통제비율 100.0 97.4 89.2 83.2 89.2 72.0

수술실 내 양압 유지비율 96.5 92.1 44.4 38.8 30.1 6.0

수술실 내 청소 적합비율 100.0 100.0 100.0 99.2 90.3 91.8

수술 진행중 문닫힘 비율 100.0 100.0 97.2 100.0 89.2 68.0

수술중 안내 표시비율 100.0 100.0 97.1 97.7 38.7 38.0

주 : 1) 2007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개소

2) 2008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76개소(대형 39개소, 중소형 37개소)

3) 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300병상 이상 병원 2개소

4) 2012년 본 조사 : 수술실을 실제 가동하는 의료기관 143개소(병원 93개소, 의원 50개소)

3) 수술실 환경 종합47)

◦수술실환경조사항목별로각 1점을 부여하고 7점을 만점으로하는종합점수를산

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조사대상기관(143개소) 중 수술실 환경 종합 점수가 7점인 경우는 병원 12

개소(8.4%)이었으며, 6점인 의료기관은 45개소(31.5%, 병원 29개소, 의원 16개

소)임

- 의료기관종별로 6점 이상인 의료기관은 병원이 41개소(44.1%), 의원이 16개소

(32.0%)로 병원이 의원에 비해 대체로 수술실 환경의 종합적 수준이 높은 편임.

또한 의원의 경우 7개 항목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이 없었음

- 지역유형별로 6점 이상인 의료기관은 특·광역시 21개소(35.6%), 시지역 27개소

(41.6%), 군지역 9개소(47.4%)순이었음

47) 수술실 환경 종합 : 수술장 제한구역 통제, 수술실 양압 유지, 수술실 청소 적합, 수술 진행중 문닫힘, 수술중

안내 표시,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수술장 전용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각각 1점을 부여(총점수

는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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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수술실 환경 종합

표 2-53 수술실 환경 종합

구분
기관수 (개) 비율 (%)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전체

전체 12 45 46 22 8 9 1 143 8.4 31.5 32.2 15.4 5.6 6.3 0.7 100.0

특·광역시 7 14 25 8 2 3 - 59 11.9 23.7 42.4 13.6 3.4 5.1 - 100.0

시지역 2 25 15 12 6 4 1 65 3.1 38.5 23.1 18.5 9.2 6.2 1.5 100.0

군지역 3 6 6 2 - 2 - 19 15.8 31.6 31.6 10.5 - 10.5 - 100.0

병원

전체 12 29 36 11 2 3 - 93 12.9 31.2 38.7 11.8 2.2 3.2 - 100.0

특·광역시 7 10 20 5 - 1 - 43 16.3 23.3 46.5 11.6 - 2.3 - 100.0

시지역 2 14 13 4 2 1 - 36 5.6 38.9 36.1 11.1 5.6 2.8 - 100.0

군지역 3 5 3 2 - 1 - 14 21.4 35.7 21.4 14.3 - 7.1 - 100.0

의원

전체 - 16 10 11 6 6 1 50 - 32.0 20.0 22.0 12.0 12.0 2.0 100.0

특·광역시 - 4 5 3 2 2 - 16 - 25.0 31.3 18.8 12.5 12.5 - 100.0

시지역 - 11 2 8 4 3 1 29 - 37.9 6.9 27.6 13.8 10.3 3.4 100.0

군지역 - 1 3 - - 1 - 5 - 20.0 60.0 - - 20.0 - 100.0

주 : 1)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 중 수술실을 실제 가동하는

의료기관 143개소(병원 93개소, 의원 50개소) 대상으로 함

2) “수술장 제한구역 통제, 수술실 양압 유지, 수술실 청소 적합성, 수술 진행 중 문닫힘, 수술중 안내 표시,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수술장 전용 세면대 설치”한 경우 각각의 항목에 1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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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급식 환경 및 세탁물 관리방식

9.1 조사개요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세탁서비스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의 영역은 아니나 환자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서비스 영역으로써, 위생 등의

측면에서 소홀할 수 없는 영역임

◦조사내용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세탁서비스 관련 현황

◦조사방법 : 담당자 면담 및 현지확인, 자료확인

9.2 조사결과

1) 급식 환경48)

가. 조리장 운영방식49)

◦조사대상기관 중 입원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88.1%는 조리장을 자체 운영하

고 있었으며, 5.7%는 조리장은 의료기관내 갖추고 있으나 외주 운영 형태였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조리장 자체운영 비율의 경우 병원 91.4%, 의원 83.3%, 의료

조리장 외주운영 비율의 경우 병원 8.6%, 의원은 1.3%임. 의원의 경우 나머지

15.4%(12개 기관)은 원내 조리장시설이 없었으며, 이 경우 동일 건물내 타 의료

기관 등에서 환자 급식을 해결하였음

- 지역유형별로는 조리장 자체운영 비율의 경우 군지역 96.8%, 특·광역시 82.2%,

시지역 90.0%로 군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외주 운영율은 특·광역시 11.0%,

시지역 3.3%, 군지역 0%로 특․광역시의 비율이 높은 편임

48) 조리장 운영방식은 조사시점 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영양사근

무여부, 식단제공여부, 조리장 관리 항목은 194개 의료기관 중에서도 원내에서 조리장을 운영하는(자체 운영

및 외주 운영 포함) 의료기관 182개소를 대상으로 함

49) 의료기관 조리장의 운영형태(자체운영, 외주운영 또는 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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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조리장 운영방식 현황

표 2-54 조리장 운영방식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자체운영 외주운영
조리장
없음1)

합계 자체운영 외주운영
조리장
없음

합계

전체

전체 171 11 12 194 88.1 5.7 6.2 100.0

특·광역시 60 8 5 73 82.2 11.0 6.8 100.0

시지역 81 3 6 90 90.0 3.3 6.7 100.0

군지역 30 - 1 31 96.8 - 3.2 100.0

병원

전체 106 10 - 116 91.4 8.6 - 100.0

특·광역시 40 7 - 47 85.1 14.9 - 100.0

시지역 47 3 - 50 94.0 6.0 - 100.0

군지역 19 - - 19 100.0 - - 100.0

의원

전체 65 1 12 78 83.3 1.3 15.4 100.0

특·광역시 20 1 5 26 76.9 3.8 19.2 100.0

시지역 34 - 6 40 85.0 - 15.0 100.0

군지역 11 - 1 12 91.7 - 8.3 100.0

주 : 1) 조리장 없음은 원내 조리장을 운영하지 않고 환자식을 타 의료기관측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임

2)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 및 분석대상기관 전체 252개소 중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

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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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양사 근무여부

◦입원병상을 가동하며원내 조리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관(182개소)의 영양사 근무비

율은 병원내 전담인력 64.8%, 외부인력(조리장운영을 외주로 운영할 때) 3.3%이

며, 나머지 58개 기관(31.9%)은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았음

- 의료기관종별 병원내 전담인력으로써 영양사 근무비율을비교해보면, 병원 94%,

의원 13.6%로써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임. 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영양사가 근

무하지 않음

- 지역유형별 영양사 근무비율(병원내 전담인력)은 병원의 경우 군지역 100%, 시

지역 94%, 특․광역시 91.5%로 군지역이 더 높았으며, 의원의 경우 시지역

17.6%, 특․광역시 9.5%, 군지역 9.1%로 시지역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냄

94.0 91.5 94.0 100.0 

13.6 9.5 
17.6 

9.1 

64.8 66.2 63.1 66.7 

5.2 8.5 4.0 

3.3 5.9 
2.4 

0 

20 

40 

60 

80 

100 

전체병원 특·광역시

병원

시지역

병원

군지역

병원

전체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단위 : %

병원내 전담인력 외부인력

99.1 100.0 98.0

68.1
72.1

65.5

100.0

13.6
9.5

17.6

9.1

66.7

그림 2-33 영양사 근무여부 현황



제2장 조사결과 119

표 2-55 영양사 근무여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병원내
전담인력

외부인력 근무안함 합계
병원내
전담인력

외부인력 근무안함 합계

전체

전체 118 6 58 182 64.8 3.3 31.9 100.0

특·광역시 45 4 19 68 66.2 5.9 27.9 100.0

시지역 53 2 29 84 63.1 2.4 34.5 100.0

군지역 20 - 10 30 66.7 - 33.3 100.0

병원

전체 109 6 1 116 94.0 5.2 0.9 100.0

특·광역시 43 4 - 47 91.5 8.5 - 100.0

시지역 47 2 1 50 94.0 4.0 2.0 100.0

군지역 19 - - 19 100.0 - - 100.0

의원

전체 9 - 57 66 13.6 - 86.4 100.0

특·광역시 2 - 19 21 9.5 - 90.5 100.0

시지역 6 - 28 34 17.6 - 82.4 100.0

군지역 1 - 10 11 9.1 - 90.9 10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 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 중, 원내 조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182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66개소)를 대상으로 함. 외부인력은 조리장 외주운영인 경우에 해당함

다. 환자식에 대한 식단 제공여부50)

◦입원병상을 가동하며 원내 조리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관(182개소) 중 식단을 제공

하면서 환자가 선택식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4.2%에 불과했으며, 69.8%의 의료기

관은 단일 식단 제공(환자의 선택식 불가능), 식사 제공을 하나 식단 제공이 없는

경우는 6%(전수 의원)를 차지하였음

- 의료기관종별로 식단제공 및 선택식 가능 비율은 병원 31.0%, 의원 12.1%로 병

원의 비율이 높았음

- 지역유형별로 식단제공 및 선택식 가능 비율은 병원의 경우 특․광역시 36.2%,

군지역 31.6%, 시지역 26.0%로 특․광역시의 비율이 높았지만, 의원의 경우 군

지역 36.4%로 시지역 11.8%, 특·광역시 0%로 군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50) 환자식 제공시 식단제공 및 선택식 가능, 단일식단 제공, 식단 제공 없이 식사 제공에 대한 조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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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식단제공 여부 현황

표 2-56 식단 제공여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식단 제공
및 선택식
가능

단일 식단
제공

식단 제공
안함

합계
식단 제공
및 선택식
가능

단일 식단
제공

식단 제공
안함

합계

전체

전체 44 127 11 182 24.2 69.8 6.0 100.0

특·광역시 17 47 4 68 25.0 69.1 5.9 100.0

시지역 17 62 5 84 20.2 73.8 6.0 100.0

군지역 10 18 2 30 33.3 60.0 6.7 100.0

병원

전체 36 80 - 116 31.0 69.0 - 100.0

특·광역시 17 30 - 47 36.2 63.8 - 100.0

시지역 13 37 - 50 26.0 74.0 - 100.0

군지역 6 13 - 19 31.6 68.4 - 100.0

의원

전체 8 47 11 66 12.1 71.2 16.7 100.0

특·광역시 - 17 4 21 - 81.0 19.0 100.0

시지역 4 25 5 34 11.8 73.5 14.7 100.0

군지역 4 5 2 11 36.4 45.5 18.2 10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 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 중, 원내 조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182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66개소)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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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급식 관리정도51)

◦조사자 주관적 판단에 따른 급식 관리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리장 관리정도의 경우 Excellent 및 Good 비율이 53.1%, 식기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이 52.0%, 식재료보관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

율이 53.1%수준임

- 의료기관종별 급식 관리정도는 전반적으로 병원이 의원보다 우수한 편임

∙조리장 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은 병원 62.6%>의원 35.5%

∙식기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은 병원 62.7%>의원 32.2%

∙식재료보관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은 병원 64.4%>의원 32.2%

- 지역유형별 급식 관리정도는 군지역과 특․광역시의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시지역의 경우 비교적 Excellent 및 Good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조리장 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은 군지역 60.0%>특·광역시

57.9%>시지역 47.0%

∙식기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은 군지역 60.0%>특·광역시 56.3%>

시지역 45.8%

∙식재료보관관리정도의 Excellent 및 Good 비율은 특·광역시 59.4%>군지역

56.7%>시지역 47.0%

51) 조리장 관리정도는 조리장 바닥의 건조 상태 및 식기세척구역과 조리구역 등의 분리 여부, 식기 관리는 도마

와 칼의 재료별 구분 사용여부, 그릇의 포개짐 여부, 식기세척시 식기 관리상태, 식기소독상태, 식재료 보관

관리는 식재료의 보관온도와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종합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며, 총

5점 척도로 점수 부여



122 의료기관 입원환경 현황조사 결과분석(병원 및 의원을 중심으로)

13.0 15.2 
6.0 

26.3 

3.2 
11.1 9.6 14.1 

3.6 
16.7 

49.6 
52.2 

48.0 

47.4 

32.3 22.2 
36.4 36.4 

43.5 
43.8 

43.4 

43.3 

27.0 
26.1 

32.0 

15.8 

25.8 33.3 24.2 18.2 

26.6 
28.1 

28.9 
16.7 

10.4 6.5 
14.0 10.5 

38.7 33.3 39.4 45.5 

20.3 14.1 
24.1 23.3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

병원

특·광역시

병원

시지역

병원

군지역

병원

전체

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급식관리정도현황(조리장관리정도)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15.7 15.2 10.0 

31.6 

4.8 11.1 
3.0 

11.9 14.1 7.2 
20.0 

47.0 52.2 

46.0 

36.8 

27.4 16.7 27.3 
45.5 

40.1 42.2 

38.6 

40.0 

28.7 
28.3 

32.0 
21.1 

32.3 
33.3 

36.4 
18.2 

29.9 
29.7 

33.7 
20.0 

7.8 4.3 
10.0 10.5 

35.5 38.9 33.3 36.4 

17.5 14.1 
19.3 20.0 

0.9 2.0 0.6 1.2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

병원

특·광역시

병원

시지역

병원

군지역

병원

전체

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급식관리정도 현황(식기 관리정도)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14.8 15.2 10.0 
26.3 

4.8 11.1 
3.0 

11.3 14.1 7.2 
16.7 

49.6 
56.5 

46.0 

42.1 

27.4 16.7 30.3 36.4 

41.8 
45.3 

39.8 

40.0 

28.7 
23.9 

38.0 15.8 

38.7 
33.3 

36.4 

54.5 
32.2 

26.6 
37.3 

30.0 

7.0 4.3 6.0 
15.8 

27.4 
33.3 

30.3 

9.1 14.1 12.5 15.7 13.3 
1.6 5.6 0.6 1.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체

병원

특·광역시

병원

시지역

병원

군지역

병원

전체

의원

특·광역시

의원

시지역

의원

군지역

의원

전체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급식관리정도 현황(식재료 보관관리정도)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그림 2-35 급식관리 정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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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급식 관리정도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Exce-
llent

Good Accep-
table

Poor Unaccep-
table

합계 Exce-
llent

Good Accep-
table

Poor Unaccep-
table

합계

조리장

관리

정도

전

체

전체 17 77 47 36 - 177 9.6 43.5 26.6 20.3 - 100.0

특·광역시 9 28 18 9 - 64 14.1 43.8 28.1 14.1 - 100.0

시지역 3 36 24 20 - 83 3.6 43.4 28.9 24.1 - 100.0

군지역 5 13 5 7 - 30 16.7 43.3 16.7 23.3 - 100.0

병

원

전체 15 57 31 12 - 115 13.0 49.6 27.0 10.4 - 100.0

특·광역시 7 24 12 3 - 46 15.2 52.2 26.1 6.5 - 100.0

시지역 3 24 16 7 - 50 6.0 48.0 32.0 14.0 - 100.0

군지역 5 9 3 2 - 19 26.3 47.4 15.8 10.5 - 100.0

의

원

전체 2 20 16 24 - 62 3.2 32.3 25.8 38.7 - 100.0

특·광역시 2 4 6 6 - 18 11.1 22.2 33.3 33.3 - 100.0

시지역 - 12 8 13 - 33 - 36.4 24.2 39.4 - 100.0

군지역 - 4 2 5 - 11 - 36.4 18.2 45.5 - 100.0

식기

관리

정도

전

체

전체 21 71 53 31 1 177 11.9 40.1 29.9 17.5 0.6 100.0

특·광역시 9 27 19 9 - 64 14.1 42.2 29.7 14.1 - 100.0

시지역 6 32 28 16 1 83 7.2 38.6 33.7 19.3 1.2 100.0

군지역 6 12 6 6 - 30 20.0 40.0 20.0 20.0 - 100.0

병

원

전체 18 54 33 9 1 115 15.7 47.0 28.7 7.8 0.9 100.0

특·광역시 7 24 13 2 - 46 15.2 52.2 28.3 4.3 - 100.0

시지역 5 23 16 5 1 50 10.0 46.0 32.0 10.0 2.0 100.0

군지역 6 7 4 2 - 19 31.6 36.8 21.1 10.5 - 100.0

의

원

전체 3 17 20 22 - 62 4.8 27.4 32.3 35.5 - 100.0

특·광역시 2 3 6 7 - 18 11.1 16.7 33.3 38.9 - 100.0

시지역 1 9 12 11 - 33 3.0 27.3 36.4 33.3 - 100.0

군지역 - 5 2 4 - 11 - 45.5 18.2 36.4 - 100.0

식재료

보관

관리

정도

전

체

전체 20 74 57 25 1 177 11.3 41.8 32.2 14.1 0.6 100.0

특·광역시 9 29 17 8 1 64 14.1 45.3 26.6 12.5 1.6 100.0

시지역 6 33 31 13 - 83 7.2 39.8 37.3 15.7 - 100.0

군지역 5 12 9 4 - 30 16.7 40.0 30.0 13.3 - 100.0

병

원

전체 17 57 33 8 - 115 14.8 49.6 28.7 7.0 - 100.0

특·광역시 7 26 11 2 - 46 15.2 56.5 23.9 4.3 - 100.0

시지역 5 23 19 3 - 50 10.0 46.0 38.0 6.0 - 100.0

군지역 5 8 3 3 - 19 26.3 42.1 15.8 15.8 - 100.0

의

원

전체 3 17 24 17 1 62 4.8 27.4 38.7 27.4 1.6 100.0

특·광역시 2 3 6 6 1 18 11.1 16.7 33.3 33.3 5.6 100.0

시지역 1 10 12 10 - 33 3.0 30.3 36.4 30.3 - 100.0

군지역 - 4 6 1 - 11 - 36.4 54.5 9.1 - 100.0

주 :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 중이면서, 원내 조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182개소 중

확인 불가(조사시간과 급식시간 겹침) 5개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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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탁물 관리방식52)

가.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 구분여부53)

◦입원병상을 가동하는 의료기관의 83.2%는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었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병원의 93.1%, 의원의 68.0%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구분하고 있어 대체로 병원의 세탁물 구분 비율이 의원에 비해 높은 편임

- 지역유형별 구분율은 특·광역시 86.1%, 시지역 80.7%, 군지역 83.9%로 지역유형

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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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구분여부

52) 산출된 통계량은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관련 항목 미응답기관 제외

53) 의료기관별 세탁물처리의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구분여부



제2장 조사결과 125

표 2-58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구분처리 여부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구분함 구분안함 합계 구분함 구분안함 합계

전체

전체 159 32 191 83.2 16.8 100.0

특·광역시 62 10 72 86.1 13.9 100.0

시지역 71 17 88 80.7 19.3 100.0

군지역 26 5 31 83.9 16.1 100.0

병원

전체 108 8 116 93.1 6.9 100.0

특·광역시 46 1 47 97.9 2.1 100.0

시지역 45 5 50 90.0 10.0 100.0

군지역 17 2 19 89.5 10.5 100.0

의원

전체 51 24 75 68.0 32.0 100.0

특·광역시 16 9 25 64.0 36.0 100.0

시지역 26 12 38 68.4 31.6 100.0

군지역 9 3 12 75.0 25.0 100.0

주 :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미응답기관 제외

나. 오염세탁물 및 기타세탁물 관리방식54)

◦세탁물 종류별 세탁물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오염세탁물의 경우 자체세탁 33.2%,

외부세탁 65.8%로 외부세탁비율이 높았으며, 기타세탁물의 경우에도 자체세탁

42.9% 외부세탁 55.6%로 외부세탁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 의료기관종별로는 오염세탁물의 경우 외부세탁 비율이 병원 87.9%, 의원 31.1%,

기타세탁물의 경우 병원 76.5%, 의원 23.0%로 병․의원간 차이가 큰 편임

- 지역유형별로는 오염세탁물의 외부세탁비율은 특·광역시 63.9%, 시지역 70.1%,

군지역 58.1%, 기타세탁물의 경우 특·광역시 52.1%, 시지역 59.8%, 군지역

54) 오염세탁물및기타세탁물의자체세탁, 외부세탁또는폐기처리여부. 복합은2가지이상관리방식을혼용함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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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로 전반적으로 시지역의 외부세탁비율이 가장 높고 군지역의 외부세탁비

율이 가장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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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세탁물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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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9 세탁물 관리 현황

구분
기관수 (개소) 비율 (%)

자체세탁 외부세탁 폐기/복합 합계 자체세탁 외부세탁 폐기/복합 합계

오염

세탁물

전체

전체 63 125 2 190 33.2 65.8 1.1 100.0

특·광역시 25 46 1 72 34.7 63.9 1.4 100.0

시지역 25 61 1 87 28.7 70.1 1.1 100.0

군지역 13 18 - 31 41.9 58.1 - 100.0

병원

전체 14 102 - 116 12.1 87.9 - 100.0

특·광역시 5 42 - 47 10.6 89.4 - 100.0

시지역 5 45 - 50 10.0 90.0 - 100.0

군지역 4 15 - 19 21.1 78.9 - 100.0

의원

전체 49 23 2 74 66.2 31.1 2.7 100.0

특·광역시 20 4 1 25 80.0 16.0 4.0 100.0

시지역 20 16 1 37 54.1 43.2 2.7 100.0

군지역 9 3 - 12 75.0 25.0 - 100.0

기타

세탁물

전체

전체 81 105 3 189 42.9 55.6 1.6 100.0

특·광역시 33 37 1 71 46.5 52.1 1.4 100.0

시지역 33 52 2 87 37.9 59.8 2.3 100.0

군지역 15 16 - 31 48.4 51.6 - 100.0

병원

전체 24 88 3 115 20.9 76.5 2.6 100.0

특·광역시 11 34 1 46 23.9 73.9 2.2 100.0

시지역 8 40 2 50 16.0 80.0 4.0 100.0

군지역 5 14 - 19 26.3 73.7 - 100.0

의원

전체 57 17 - 74 77.0 23.0 - 100.0

특·광역시 22 3 - 25 88.0 12.0 - 100.0

시지역 25 12 - 37 67.6 32.4 - 100.0

군지역 10 2 - 12 83.3 16.7 - 100.0

주 : 조사시점당시 입원병상을 실제 가동중인 의료기관 194개소(병원 116개소, 의원 78개소를 대상으로 함. 단

미응답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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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책제언

1. 관련 통계 산출체계의 정비

◦현재 의료자원 공급과 관련한 통계 생산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실태보고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현황자료 등이 있으며, 각 자료의 개요와

활용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두 자료는 국가통계로써 보건의료통계 중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자료임

- 그러나 자료마다 자료집계의 기준과 시점 등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자료산출의

결과가 서로 다름. 예를 들어, 2011년 보건복지통계연보(2010년도 기준)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의 병상수는 총 511,261병상55)인데 반해, 동일

한 연도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고하는 허가병상수

는 525,161병상으로 13,900병상의 차이를 보임

- 또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특수병원(결핵, 한센, 정신병원)은 그

선정기준을 알 수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들 병원을 별도로 구분하

여 관리하지 않는 등 일관되고 정확한 기준에 따른 자료 확보와 실태 분석이 불

가능한 상황임

55)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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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의료자원 공급관련 자료개요

구분 의료기관실태보고 요양기관현황자료

생성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개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변경․휴폐업 발

생시 신고 및 허가사항 기반 시군구(보건

소)별 보고자료

∙보건의료기관→보건소→시․도→보건복

지부

∙요양기관 개설혹은변경사항발생시 기관별

통보자료

∙보건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규모 ∙전국 보건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전국 보건의료기관

장단점

∙시군구별 자료 누락 등 신뢰성에 문제

∙자료내용이 단순, 상세 내용 파악 불가

∙비교적 장기적 자료 구축

∙전산DB로 실시간 관리　

∙다양한 자료내용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표의

경우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신뢰성 문제(정신

병상수 등)

∙의료기관이 변경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

을 경우 신뢰성 문제 (휴폐업사항, 허가병상

수 등)

∙본격적 자료관리기간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성주기

∙보건의료기관→시군구 : 비정기(수시)

∙시군구→보건복지부 : 매년 12월말 기준

(정기)

∙비정기(수시)

2차생성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OECD Health Data ∙건강보험통계

◦이러한 차이발생은 자료관리의 이원화 및 ‘병상’에 대한 정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실제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상의 허가병상수와 실제 허가병상수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허가병상수와 실

제 가동병상수간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음

◦개선방향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의료자원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허가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때 의

료자원 관리체계는 병상자원 뿐 아니라 인력, 장비 등을 아우르는 통합의료자원

관리체계를 지향하고, 향후 의료이용과 연계된 내용까지 포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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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병상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2. 병상의 구분 및 정의

2.1 병상 정의의 필요성과 목적

◦의료기관종별 구분을병상수에 기준하고 있고, 의료기관개설허가증에 병상수가 기

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관한 정의 부재

- 본 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병동, 주사실, 진료실 등의 병상을 허가병상

에 포함. 허가증의 병상수에 대하여 일선 보건소, 의료기관 모두 혼동

◦관련통계의 정비와 국제통계요구에 부합하는 자료제출 측면에서도 병상에 대한

정의와 구분 필요성 대두

- 보건복지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자료간 병상수 불일치

- 정신병상, 재활병상, 호스피스병상, 신생아병상 등 정책적 자료요구에 따른 현황

파악이 불가능

- 국제통계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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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상 정의 및 구분의 목적에 대한 합의 필요

- 목적에 따라 병상의정의와 구분에대한법률적위치, 내용등이달라질 수있음.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1. 개설허가상의 병상에 대한 규정 신설

2. 관련통계의 정비

2.2 병상정의 및 구분 관련 사례

1) 일본(의료법 제7조 2항)　

◦일본은 의료법에 병상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의하고 있음

- 정신병동(병원의 병상 가운데, 정신 질환을 갖는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 감염증 병상(병원의 병상 가운데,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동류 감염증,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2류 감염

증(결핵 제외), 동조제7항에 규정하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및 동조제8항

에 규정하는지정감염증 환자 및동법제6조제9항에 규정하는 신감염증의 소견

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 결핵 병상(병원의 병상 가운데, 결핵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 요양 병상(병원 또는 진료소의 병상 가운데, 주로 장기에 걸쳐 요양을 필요로 하

는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 일반병상(병원 또는 진료소의 병상 가운데, 각 호의 병상 이외의 것을 말한다.)

2) 미국 플로리다주

◦주법(The Florida Statutes) Chapter 395(Hospital Licensing and Regulation)의

Definitions

- (13) “Hospital bed” means a hospital accommodation which is ready for

immediate occupancy, or is capable of being made ready for occupancy within

48 hours, excluding provision of staffing, and which conforms to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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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equipment, and furnishings standards as specified by rule of the

agency56)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specified in this section to a single

patient.

3) OECD (OECD Health Data 2010)

◦병상자원은 Health Care Resources의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영역에

서 제공. 병상의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음

◦Curative(acute) care beds

- OECD Health Data 2010부터 “Curative”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Acute”는 부기

- 치료적 진료(curative care)를 위한 의료기관의 가용 병상

- 진단이나 치료과정을 통한 출산, 수술, 통증완화, 증상완화, 질병이나 상해의 치

료, 악화 및 합병증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병상

- 정신, 재활, 장기요양, 완화 치료를 위한 병상 제외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근거한 자료 제출. 낮병동, 응급병상, 수술

대, 회복병상, 분만대, 정상신생아병상은 제외. 모든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

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소)의 병상을 포함하며, 정신병상과 결핵병

상은 제외. 그러나 실제로 신고된 병상수를 살펴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

속의원, 조산원의 병상수가 누락되어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OECD Health

Data 2010 기준. 이전 자료는 포함)

◦Psychiatric care beds

-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병상

- 정신질환 및 약물남용치료 병원의 병상, 일반 병원의 정신병동내 병상 포함

- 일반 치료 병상, 재활, 장기요양, 완화 치료를 위한 병상 제외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근거한 자료 제출. 특수병원 중 정신병원

의 병상

56) Agency for Health Ca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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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care beds

- 만성질환과 독립적인 일상활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의 병상

- 일반 병원의 장기요양 병동내 병상 포함. 완화치료 병상 포함

- 정신병상, 재활병상 제외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양병원의 병상

◦Other hospital beds

-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병원의 병상. 재활병상 포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근거한 자료 제출. 특수병원 중 결핵과 한

센병원 병상

4) OECD(Health at a glance 2010)

◦병상은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는 모든 종류의 병상으

로 정의

- 간호시설 또는 양호시설을 제외한 종합병원, 정신 및 약물남용 병원, 기타 특수

병원의 병상을 포함

◦특성에 따라 치료병상, 정신병상, 장기요양병상으로 구분

- 치료병상(Curative care beds)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산과진료 또는 질병, 상해

에 대한 진단, 처치, 시술, 통증완화(완화의료제외), 합병증 또는 악화예방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 정신병상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말

한다. 종합병원의 정신병동 병상을 포함하며, 정신 및 약물남용 병원의 모든 병

상을 포함

- 장기요양병상은 만성장애와 독립적 일상생활정도가 감소함에 따른 장기요양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 종합병원, 특수병원의 장기요양병

동의 병상을 포함하며 완화의료병상을 포함

5)　WHO(WPRO Health Indicators database)

◦병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에게 상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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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시설

◦전체 병상수는 병원이 보유하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병상으로 구성

-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상분만 신생아를 위한 유아용침대와 베시넷

등은 포함하지 않음

6) European Commission

◦병상은 환자치료를 위하여 즉시 사용가능 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는

병원의 병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병상수는 종합병원, 정신 및 약물남용병원, 기타

특수병원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포함하며, 치료할 수 있는 최대 환자의

수로 정의

- 질병관리와 처치를 위하여 최소 하루 이상 입원하기 위한 병상을 모두 포함

- 수술대, 회복실, 응급실 들것, 데이케어병상, 정상분만아 침대, 폐쇄병동의 병상,

임시병상, 간호 또는 양호시설의 병상은 포함하지 않음

7) 미국 AHA(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환자에 의해 사용가능하도록 설치되고 관리되는 병상. 유아용침대, 소아베시넷의

수를 포함

8) 종합

◦법률규정 여부; 법률상 규정의 경우 일본사례,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주법으로

규정

◦각종 사례를 통한 공통점; 항상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의 병상으로 일시적

처치 등을 위한 병상은 포함하지 않음

◦각종 사례에서의 차이점; 정상신생아를 위한 병상의 경우 자료원별로 다름(WHO,

EC는 불포함, AHA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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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병상의 유형분류

◦병상의 정의와 구분을 위하여 병상의 유형분류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음

◦병상의 유형1(병상의 위치에 따른 분류)

1. 입원실의 병상

2. 특수진료실의 병상

- 중환자실, 신생아실(베시넷 및 인큐베이터),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회복실, 주

사실, 처치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병상의 유형2(입원환자 특성; 주질병에 따른 분류)

1. 급성기 입원 병상(일반적 내외과계 환자)

2. 정신 병상

3. 재활 병상

4. 완화(호스피스) 병상

5. 한센 병상

6. 결핵 병상

7. 한방병상

8. 요양병상

◦병상의 유형3(입원기간에 따른 분류)

1. 관찰처치 병상

2. 단기입원 병상

3. 장기입원 병상

◦병상의 유형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제 : 각종 병상의유형은입원환자가발생하였을경우 항상사용가능한상태를

유지하는 병상으로써, 이미 폐쇄된 경우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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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병상유형의 종합

병상위치 입원기간
입원 환자 특성(주질병 기준)

일반 정신 재활 완화 한센 결핵 한방 요양

입원실
단기 ◯ ◯ ◯ ◯ ◯ ◯ ◯

장기 ◯ ◯ ◯ ◯ ◯ ◯ ◯ ◯

특수

진료실

중환자실
단기 ◯

장기 ◯

신생아실
단기 ◯

장기 ◯

응급실 관찰처치 ◯

수술실 관찰처치 ◯

분만실 관찰처치 ◯

회복실 관찰처치 ◯

주사실 관찰처치 ◯

처치실 관찰처치 ◯

인공신장실 관찰처치 ◯

물리치료실 관찰처치 ◯

낮병동 관찰처치 ◯

주 : 대각선은 통상적으로 해당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유형임

2.4 병상 유형별 활용현황 분석

◦병상유형분류에따라현재입원환자의 병상 활용현황을 재원일수, 건수 구성비등

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다만, 보편적으로 병상유형에서제외되는 관찰처치병상의 경우 입원환자 진료실

적에 따른 분석이 불가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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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병상유형별 건당평균재원일수

구분
구성비(%) 통계값(일)

건수 재원일수 평균값 최소값 제1분위 중위수 제3분위 최대값

정상신생아 1.0% 0.3% 3.6 0 3 3 3 126

정신 8.7% 17.8% 23.4 0 15 30 31 365

재활 1.4% 2.7% 21.5 0 9 24 31 424

완화 0.0% 0.0% 16.0 1 5 13 29 82

결핵 0.3% 0.4% 15.0 0 6 12 26 180

한방 0.5% 0.7% 15.6 0 6 13 23 252

요양 12.0% 21.7% 20.7 0 8 30 31 353

기타(일반) 76.1% 56.5% 8.5 0 3 5 10 421

주 : 1) 구성비는 세로합이 100%. 2009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함

2) 병상유형구분

1. 정상신생아 : adrg가 'P674; 신생아, 입원시 체중 > 2499g(중요 수술 미시행, 문제 미동반)'

2. 정신 : MDC가 'U; 정신 질환 및 장애' 또는 'V;알콜/약물남용 및 알콜/약물로 인한 기질적 정신 장애'

또는 진료과목이 ‘정신과’

3. 재활 : 진료과목이 ‘재활의학과’

4. 완화 : 샘물호스피스병원 1개소

5. 결핵 :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 또는 adrg가 ‘E611; 호흡기 결핵’ 또는 ‘T641; 속립성 결핵’

6. 한방 : 의료기관종별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7. 요양 : 의료기관종별이 ‘요양병원’

8. 일반 : 1∼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표 3-4 병상유형별 평균재원일수 현황

(단위 : 일)

구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보건기관 한방병원 한의원 전체

정상신생아 4.0 3.7 3.4 - 3.8 - - - - 3.6

정신 17.7 22.2 24.5 - 19.9 - 6.3 - - 23.5

재활 23.2 25.8 20.3 - 18.2 - - - - 21.5

완화 - - 16.0 - - - - - - 16.0

결핵 9.5 12.6 19.7 - 17.6 - 12.4 - - 15.0

한방 - - - - - - - 15.7 12.6 15.6

요양 - - - 20.7 - - - - - 20.7

일반 7.6 9.5 9.6 - 6.2 4.8 8.6 -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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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병상유형별 건수구성비

(단위 : %)

구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보건기관 한방병원 한의원 전체

정상신생아 7.0 11.5 41.1 - 40.4 - - - - 100.0

정신 2.6 6.5 76.2 - 14.8 - 0.0 - - 100.0

재활 10.6 17.6 68.5 - 3.4 - - - - 100.0

완화 - - 100.0 - - - - - - 100.0

결핵 18.6 39.1 41.2 - 1.0 - 0.1 - - 100.0

한방 - - - - - - - 96.3 3.7 100.0

요양 - - - 100.0 - - - - - 100.0

일반 22.6 30.8 26.8 - 19.7 0.0 0.1 - - 100.0

전체 17.7 24.5 28.4 12.1 16.7 0.0 0.0 0.5 0.0 100.0

표 3-6 병상유형별 활용현황 종합

구분 특성 입원기간

정상신생아 평균 3일의 입원기간(의료기관종별 차이가 크지 않음) 단기

정신 평균 20일 이상 입원기간(의료기관종별 차이가 크지 않음) 장기

재활 평균 20일 이상 입원기간(의료기관종별 차이가 크지 않음) 장기

완화 평균 16일 입원기간(적극적 의료적 처치가 부재) 단기/장기

결핵 평균 16일 입원기간(의료기관종별 차이가 10일 이상) 단기/장기

한방 평균 16일 입원기간 단기/장기

요양 평균 20일 이상의 입원기간 장기

일반 평균 8.5일 입원기간(3분위값이 10일, 의료기관종별 차이가 크지 않음) 단기

기타 한센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자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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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허가병상 규정방안

◦의료법내 허가병상 규정을 전제로 허가병상의 구분과 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병상의 유형분류와 외국사례, 현재 활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허가병상의 구분(안)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급성병상과 정신병상, 요양병상, 기타병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

※ 국제분류상, 통상적으로 급성병상과 요양병상, 정신병상 분류

- 다만, 기타병상에 포함되는 상세병상 구분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현황파

악을 제안함

※ 분류된 기준에 따른 전국 병상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필요

- 이 때 의료기관종별에 따른 병상 구분 적용의 차별은 없음

-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 주질병이 정신질환이면서 정신과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병상은 정신병상으로 분류

- 단, 병동으로 구분되어 해당병상의 주요 사용목적이 병상의 구분과 부합해야 함

표 3-7 허가병상 구분(안)에 따른 병상유형별 적용(안)

병상위치 입원기간
입원 환자 특성(주질병 기준)

일반 정신 재활 완화 한센 결핵 한방 요양

입원실
단기 ◯ × × × × ◯ ◯

장기 × ◯ ◯ ◯ ◯ ◯ ◯ ◯

특수

진료실

중환자실
단기 ◯

장기 ◯

신생아실
단기 ◯

장기 ◯

◦의료법내 허가병상의 규정(안)은 다음과 같음

◦위치

- 전제 :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법률내 위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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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내 위치

1안-최선) ‘제3조의2(병상)’을 규정하고 기존의 ‘제3조의2(병원등)’은 ‘제3조의3’

등으로 넘김

2안-차선) ‘제2조의2(병상)’으로 ‘제3조(의료기관)’ 앞에서 규정

◦법률(안)

제3조의2(병상) ①이 법에서 “병상”이란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할 목적으로 설치된 침대를 말한다. 다만, 입원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상 사용가능한 침대로써, 이미 폐쇄되었거나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주사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과 같이 일시적인 처치나 관찰을 위

하여 설치된 침대는 제외한다.

②병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급성 병상 : 주로 10일 내외의의료적 처치와 시술, 진단 등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으로서 중환자실의 병상과 신

생아를 위한 베시넷, 인큐베이터를 포함한다.

2. 정신 병상 : 주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

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3. 요양 병상 : 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4. 기타 병상 : 급성, 정신, 요양 병상으로분류되지 않는 병상으로서 주로 재활,

완화 의료 등을 요하거나 한센, 결핵질환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병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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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합

◦병상의 구분과 정의 등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병상의 정의 및 구분은 그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8 병상 구분 및 정의 등 방안 종합

구분 1안 2안

1. 의료법 규정의 목적 개설 허가상 허가병상에 대한 정의 관련 통계의 수집과 관리

2. 허가병상내 포함여부
입원실 병상 및 중환자실, 신생아실의

병상(처치 관찰 목적의 병상은 제외)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특수진료실

은 모두 제외

3. 병상의 구분
일반, 정신, 요양, 기타병상 기타 병상의 세분화(결핵, 한센, 재

활, 호스피스 등)

4. 병상의 세부적용

상급종합병원의 정신병상, 재활, 완화

병상은 정신병상 또는 기타병상으로

분류

상급종합병원의 정신병상은 일반병

상으로 분류

5. 의료법내 위치 제3조의 2 제2조의 2

6. 의료법내 내용 의료법내 정의와 구분 모두를 포함 구분은 시행규칙 등으로 하거나 제외

7. 기타(표현 등) 일반병상 급성병상

3. 병실 환경 관련 규정의 개선

◦우리나라의 입원실 관련 규정을 외국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우리나라의 시설규정은 면적기준이 유일함

- 외국의 경우 위생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소한의 환경기준(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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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정분야 규정내용

우리

나라

입원실 면적 1인실 : 6.3㎡ 이상, 2인실 이상 : 1인당 4.3㎡ 이상(중심선 기준)

위생시설 - 별도규정 없음(일반 공중이용시설 규정에 따름)

일본
입원실 면적 1인실 : 6.4㎡이상, 2인실 이상 : 1인당 4.3㎡ 이상(안목치수 기준)

위생시설 - 별도규정 없음(사무소 위생규정에 따름)

독일

입원실

1인실수 병동의 10병상 중 1병상 이상(중환자 또는 임종환자용)

격리병실수
70병상 또는 각층당 1개의 전실, 화장실, 샤워실을 갖춘 1인병실

설치(전염병 환자용)

면적
1인실은 10㎡ 이상

전실 및 화장실 면적은 제외

실당수용인원 다인실 최대수용인원은 4인으로 제한

병상간격 병상간 간격은 의료기기 및 침대 이동 가능 면적을 고려

가구 및 장비
병상수와 동일한 의자와 탁자를 갖춘 공간 설치, 환자 귀중품 보

관함 설치

병동 - 환자휴게실, 금연구역

위생

시설

세면대, 변기,

샤위기 배치

모든 병실내 또는 직접 연결된 위생실에 세면대 설치

세면시설이 병실내에있을 경우 다른 환자로 부터의직접적인 시

선을 차단할 수 있을 것. 움직임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춘 장애인 위생실

6명의 환자당 화장실

8명의 환자당 손잡이 지지대 설치 1개 이상의 샤위실

미국 입원실

면적

- 1인실 : 11.15㎡ 이상(순면적, 리노베이션인 경우 9.29㎡ 이상)

- 2인실 이상 9.29㎡ 이상(순면적, 리노베이션인 경우 7.43㎡이상)

- 면적 산정시 화장실, 서랍장 라커, 옷장, alcove, 전실면적 제외

다인실침대간격 장비 및 침대의 움직임을 위해 1.22m 이상 확보

벽면과의 간격
병상의 측면과 발끝면이 벽면 또는 고정된 부착물과 0.91m 이상

확보

가구 및 장비 개별적인옷장, 라커, 전신길이의 옷과 개인물품 보관가능한 벽장

표 3-9 외국의 입원실 및 위생시설 관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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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정분야 규정내용

위생시설
세면대, 변기,

샤워기 배치

- 화장실은 복도영역을 거치지 않고 접근 가능하도록 배치

- 세면시설은 각 병실 화장실내 설치 할 것

- 2병실당 1개 또는 4병상당 1개 이상의 화장실 설치

- 화장실의 문은 바깥쪽이나 양쪽으로 열리는 문으로 설치

자료 : 1) 일본 의료법(http://www.mhlw.go.jp/shokanhourei/)

2) 권오영, 양내원. 우리나라 종합병원 병동부의 최소기준 결정을 위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

설학회지 4(7):67-74. 1998

3)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 and

health care facilities. 2006 edition

4) 독일 병원 규정(http://gesetze.berlin.de)

◦개선방향

- 우리나라도 시설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제시하고 최소한의 입원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규진입을 억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때규정검토는 현황에근거할 필요성이있으며, 본 조사결과(입원환경 현황조

사)를 활용할 수 있음

4. 병상등급제와 수가차등화 도입

4.1 입원환경에 따른 의료기관 분포 현황

◦본조사의 병실환경조사결과 및 의료기관평가의 “입원편의시설” 조사결과를 기반

으로 병실환경을 동일한 기준 하에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의료기관평가의 분석대상은 의료기관평가 2주기(2007∼2009년) 평가대상 종합

병원 282개소임57). 본 조사의 분석대상은 입원실 관찰기관수 194개소(병원 116

개소, 의원 78개소)중 2개 이상의 입원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175개소(병원

108개소, 의원 67개소)임

57) 2007년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84개소, 2008년 : 26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74개

소, 2009년 :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 12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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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은 다음의 총 18개 항목임

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구비 환자용 식탁

중앙식 의료가스 : 산소 취침등

중앙식 의료가스 : 음압 방충망

간호사 호출장치 복도의 손잡이

병상간 커튼 구비 배선실

병상간 간격 환자용 냉장고

보호자용 침대 온장시설

개인사물함 식수시설(냉·온수 공급)

환자용 옷장 휴식용 의자설치

- 점수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4점 만점)를 가중치 없이 단순합계. 총 72점 만점

◦점수화에 따른 의료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상급종합 포함)의 경우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34.4%가 1등급, 13.5%는 5등급에 해당하는데 반해, 병원과 의원

의 경우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4～5등급에 해당하였음

표 3-10 병실환경 점수화에 따른 의료기관 분포

(단위 : 개소수(%))

등급 점수

2007-2009년
의료기관평가

2012년 본 조사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 병원 의원

1등급 72점(만점) 97(34.4) 2(1.9) 0(0.0)

2등급 68점 이상 48(17.0) 2(1.9) 0(0.0)

3등급 62점 이상 55(19.5) 4(3.7) 1(1.5)

4등급 56점 이상 44(15.6) 10(9.3) 0(0.0)

5등급 56점 미만 38(13.5) 90(83.3) 66(98.5)

합계 - 282(100.0) 108(100.0) 6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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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병실환경 점수화에 따른 의료기관규모별 의료기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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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병실환경 점수화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의료기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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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병상등급제 및 수가차등화 방안 검토

1)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종별 병상(병실)의 질적 수준 차이가 큰 편이었으

며, 동일한 의료기관종별내에서도 의료기관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

◦현재는 이러한 질적 수준차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입원료 산정체계를 유지하고 있

음. 더구나 입원료의 투입원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음

-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원가 보전을 위하여 상급병실 확충 등의 방법을 추구하거

나, 시설 투자 개선 없이 현 수준을 단순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음

-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급 병실 이용 등에 따른 의료비 부담과 질 낮은 의료서비

스 이용 빈도가 늘어날 수 있으며, 병상이 수요와 무관하게 설치되고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입원서비스 제공의 질과 양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병원의 시설 환경에 따른 병상

등급제도입과,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위한건강보험입원료의 차등화방안이 고려

될 필요성 있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의 경우 최소한 원가보전 측면에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

게 하고, 시설 수준이 낮으면가격을원가이하로조정함으로써시장기전에 의해

병상의 양과 질이 조절될 필요성이 있음

◦제도도입은 부적절한 시설에서 불필요한 장기재원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고시설환경을 개선하는순기능을기대할 수있음. 또한 낮은 수준의병상은

자율적으로 시장 기전에 의해 폐쇄됨으로써 병상과잉 문제를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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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병상등급제 및 수가차등화 방안의 필요성과 방향, 기대효과

구분 제도

현재

제도 시설수준과 무관한 동일한 입원료 산정체계와 입원료의 원가보전 미흡

공급자
1. 상급병실 확충 등을 통한 원가보전 추구

2. 시설 투자 및 개선 회피

수요자 국가 의료비 부담 가중, 의료서비스 질 저하, 무분별한 병상 증설

개선방향

시설 수준에 기반한 입원료 차등

-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 최소 원가보전

- 일정 수준 미달의 시설 : 원가 이하 가격 산정

기대효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 의료서비스 질 상승, 시장기전에 의한 병상수급 자율조정

◦참고로 현재 건강보험 입원료의 구성과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1.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 포함
2.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 뿐 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 포함
3. 입원환자 병원관리료 : 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점유 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

용, 비품 및 시설관리비용(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수리비용 등), 시설 감가상각비 등 포함

◦건강보험 행위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르면, 입원료 등의 소정

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

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음. 입원료는 요양

기관 종별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따라 산정되는데, 현재의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적용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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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의료기관종별 입원료 적용기준

구분 상대가치(점) 환산지수(원) 총계(원)

상급종합

의학관리료(40%)

507.06 67.5

13,691

간호관리료(25%) 8,557

병원관리료(35%) 11,979

계 34,227

종합병원

의학관리료(40%)

466.64 67.5

12,599

간호관리료(25%) 7,875

병원관리료(35%) 11,024

계 31,498

병원

의학관리료(40%)

412.75 67.5

11,144

간호관리료(25%) 6,965

병원관리료(35%) 9,751

계 27,861

의원

의학관리료(40%)

358.86 70.1

10,062

간호관리료(25%) 6,289

병원관리료(35%) 8,805

계 25,156

주 : 환산지수는 2013년도 기준

2) 제도도입 방안(시뮬레이션 결과)

◦입원환경 기반의 병상등급에 따른 병원관리료 차등화 방안을 시뮬레이션 하였음

◦전제사항

- 1. 입원료 중 병원관리료만 차등화하되 기존의 건강보험내 병원관리료 총액은

고정

- 2. 의료기관종별 병원관리료 차이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따른 현 건강보험

입원료 적용기준을 그대로 유지

- 3. 병상등급별 병원관리료 차이는 3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은 20% 가산, 2등급은

10%가산, 4등급은 10% 감산, 5등급은 20%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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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료기관종별 병상등급별 분포는 앞서 분석된 병실환경 점수화 결과 적용

◦2011년 기준 건강보험 10대항목별 요양급여 비용실적에 따른 입원료, 내원일수 현

황은 다음과 같음

- 연간 총 입원료는 3조 9천억 규모(장기요양 등 제외)이며, 내원일당 병원관리료

는 17천원 수준으로 추정됨

표 3-13 의료기관종별 건강보험 입원료 및 내원일수 현황

(단위 : 천원, 일)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체　

입원료 825,528,388 1,190,997,735 1,322,936,612 531,393,644 3,870,856,379

병원관리료 288,934,936 416,849,207 463,027,814 185,987,775 1,354,799,733

내원일수 14,025,580 23,647,587 28,757,701 11,541,155 77,972,023

내원일당 병원관리료 20.601 17.628 16.101 16.115 17.375

주 : 병원급은 장기요양을 제외한 추정값임. 병원관리료는 입원료의 35% 적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건강보험통계연보. 2012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급종합병원은현재 일당 병원관리료가 20,601원 수준이며, 병상등급에 따라 차

등화 할 경우, 1등급 25,116원～4등급 18,837원으로 산출되었음

- 종합병원은 1등급 23,114원～5등급 15,409원, 병원은 1등급 20,445원～5등급

13,63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의원의 경우 98.5%가 5등급으로 현 수준인 16,115원

보다 낮은 12,307원이 적용됨

※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입원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배제한 결과로써 실제 제도 도

입시에는 이러한 조사 분석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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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1
17,628

16,101 16,115

25,116
23,114

20,445
23,023

21,187
18,741

20,930
19,261

17,037
15,384

18,837
17,335

15,33315,409
13,630

12,307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원관리료적용방안(원/일)

현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림 3-4 병원관리료 차등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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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료기관 입원환경 현황조사표

<의료기관 사전준비 자료>
1.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층별 배치도 등 병원현황 자료
3. 병실 차액료 현황 자료
4. 조사 해당전일 번표(근무표)(간호사 duty표, 의사 근무당직표)
5. 조사전일 및 2011년도 진료실적 통계자료

의료기관
담당자

성명 연락처

조사자 성명 연락처

작성기준일 년 월 일

1. 일반현황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설립연도

2. 시설현황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건물구분 □소유 □임대

건물종류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기타( )

건물형태
□단독사용 총 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일부사용 총 사용 층수( 층 ∼ 층) / 총 층

면적

대지면적 ㎡ 건물 단독사용일 경우

건물연면적
일반시설 ㎡ 일부 사용일 경우 사용면적

주차장 ㎡ -

주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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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현황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현지확인)

의무기록 □ 종이 □ 영상 □ 전자

처방전달시스템(OCS) □ 시행 □ 미시행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시행 □ 미시행

비상전력체계

(UPS;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 전체

□ 일부

□ 수술실, □ 중환자실, □ 응급실, □ 회복실,

□ 분만실, □ 신생아실, □ 기타( )

4. 병상운영 현황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현지확인)

구 분 현 황

허가병상수1) 병상

가동병상수
2)

일반병상 병상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제외)

총병상수 병상

1인실 병상수 병상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포함)

베시넷 개

인큐베이터 개

특수병상

정신병상3) 병상

재활병상
4)

병상

장기입원병상5) 병상

기타 ( ) 병상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말한다.

2) 가동병상수는 환자가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 병상수가 아니라,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

로서 응급실, 회복실, 분만실, 인공신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의 병상을 제외한다.

3) 정신병상은 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으로써, 병동 또는 병실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4) 재활병상은 주로 신체장애로 인해 재활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으로써, 병동 또는 병실로 구분되

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5) 장기입원병상은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 병상으로 병동(병실)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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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원 병실 현황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현지확인)

병실구분
1)

규모 병실수 병상수
2)

면적
3)

병실차액료
기준병실 상급병실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 □ 인실 개 병상 ㎡ 천원

1) 기준병실은 건강보험에서 산정한 기본입원료만을 부담하는 병실이며,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 외에 추가로 환

자 개인이 입원실 이용 비용을 부담하는 병실이다.

2) 병상수는 ‘규모×실수(예: 6인실×10개 = 60병상)’ 이며 병상수 총합은 ‘6.병동 현황’의 병상 전체와 일치되도록

기재한다.

3) 면적은 병실당 평균면적을 기재하되, 동일한 유형의 병실이라도 규모의 차이가 큰 경우 구분하여 기입한다.

의료기관에서 보관하는 면적 자료가 없는 경우, 줄자 등을 이용하여 실측하되, 기준병실에 한해서 측정하고

병상배치도에 기록한다.

주 : 정신과 병동은 제외. 층별 배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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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동 현황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현지확인)

구분 병실수 병상수

병동 간호(보조)인력수1)

(해당일 : 년 월 일)

간호사 조무사 보조원

병동1(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2(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3(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4(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5(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6(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7(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8(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9(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10(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11(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병동12(명칭; ) 개 병상 명 명 명

전체 개 병상 명 명 명

1) 간호(보조)인력수는 조사해당전일 각 병동별 소속․배치된 간호(보조)인력수의 합한 값이다.(수간호사와 조사

해당전일 off는 포함, 장기휴직자 등은 제외)

주 : 층별 배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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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보조)인력수 (†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2011

1년간1)

의사수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5)

요일제
5)

명 명

명

진료과목 ;

간호(보조)

인력수

간호사수 조무사수 보조원수

전일제
(full-time)

시간제5)

(part-time)
전일제
(full-time)

시간제5)

(part-time)
전일제
(full-time)

시간제5)

(part-time)

명 명 명 명 명 명

조사

해당

전일
2)

( 월

일)

의사수
5)

주간근무의사수 야간당직의사수 전체

명 명 명

간호

(보조)

인력수

구분
3)

듀티1 (Day) 듀티2 (Evening) 듀티3 (Night)

간호사 조무사 보조원 간호사 조무사 보조원 간호사 조무사 보조원

병동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수술실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중환자실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외래 명 명 명 - - - - - -

기타
4)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전체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 1일 평균값을 기재한다.

2) 조사해당 전일 근무 인력 작성시 off인력은 제외한다.

3) duty구분이 두 개 유형인 경우 두 개칸만 기재하고 ‘13.특이사항’에 기록한다.

4) 기타 : 검사실, 응급실 등

5) 시간제와 요일제 근무자, 조사해당전일 의사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FTE(Full time equivalent)를 적용하

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4시간 근무자가 3명일 경우 1.5명으로 산정한다.

주 : 조사해당 전일 번표(근무표) 참조 (간호사 duty표 + 의사 근무당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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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료실적(†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구분
입원
실환자수

입원
연환자수

병상가동률
평균
재원일수

외래
연환자수

수술건수 분만건수

2011년 1년간 명 명 % 일 명 건 건

작성전일

( 월 일)
명 - % 일 명 건 건

1) 입원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기재한다.

2) 입원연인원은 입원환자 기준은 일일 시점 재원환자수의 합, 퇴원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기재한다.

3) 외래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하며, 환자1명이 1일에 2개과를 진료받는 경우 2명으로 산정한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 제외).

주 : 진료실적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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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실환경(†현지확인)

구분 조사항목
기준병실 1

(총 병상)( 층 호)

기준병실 2

(총 병상)( 층 호)

병실

환자이름 기재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주치의이름 기재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낙상방지용 장치구비 침대수 개 개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설치수 개 개

중앙식의료가스장치(음압)설치수 개 개

간호사 호출장치(너스콜)수 개 개

병상간 커튼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보호자용 침대 구비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개인사물함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환자용 옷장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환자용 식탁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개별 취침등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방충망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보관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손소독제 비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전반적 청결 정도
□ Excellent □ Good
□ Acceptable □ Poor
□ Unacceptable

□ Excellent □ Good
□ Acceptable □ Poor
□ Unacceptable

병실내

위생시설

화장실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문 잠금장치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화장실 비상용호출기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화장실 문열림 방향
□ 화장실안쪽 □ 옆쪽
□ 화장실바깥쪽

□ 화장실안쪽 □ 옆쪽
□ 화장실바깥쪽

세면시설 설치여부 □ 화장실내 □ 화장실외 □화장실내 □ 화장실외

전반적 청결 정도
□ Excellent □ Good
□ Acceptable □ Poor
□ Unacceptable

□ Excellent □ Good
□ Acceptable □ Poor
□ Unacceptable

병상간격
1)

병상과 병상 m m

병상과 벽 m m

병동

복도의 손잡이(안전바) 설치여부 □양쪽 □한쪽 □없음 □양쪽 □한쪽 □없음

휴식용 의자설치 공간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별도 배선실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환자용 냉장고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온장시설 설치여부(전자렌지 가능)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식수시설 설치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병상간격은 사이드레일간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며, 병상배치도에 각 실의 구조와 실측값을 기록한다.

주 : 서로 다른 병동의 병실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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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술실 및 중환자실 환경(†현지확인)

구분 조사항목 1 2

수술실
1)

수술장 제한구역 통제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수술실 양압 유지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수술실 청소 적합성2)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수술 진행중 문닫힘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수술중 안내 표시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수술장 전용 세면대 유무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구분 조사항목 1 2

중환자실

중환자실 제한구역 통제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병상수 개 개

환자수(조사당시) 명 명

병상간 간격3) m m

환자감시장치

설치병상수

심전도 모니터 개 개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개 개

맥박산소계측기 개 개

중앙식의료가스장치(산소)설치수 개 개

중앙식의료가스장치(음압)설치수 개 개

중환자실 내 수전수 개 개

의약품 주입기기 보유대수 개 개

인공호흡기 보유대수 개 개

심전도 기록기 개 개

제세동기 개 개

후두경 개 개

엠부백 개 개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 분리보관 여부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수술실은 모든 수술실이 사용 중인 경우 담당간호사 면접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3.특이사항’란에

기록한다.

2) 수술실 청소 적합성은 준비된 수술실 바닥에 혈액 등이 묻어있지 않은 경우 ‘예’로 기재한다.

3) 병상배치도에 각 실의 구조와 실측값을 기록한다.

주 : 해당의료기관에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이 없는 경우 조사하지 않으며, ‘13.특이사항’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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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식 환경(†담당자면담 및 현지확인)

조사항목 현 황

조리장

운영방식

□ 병원(의원) 자체 운영

□ 조리장 운영 외주

□ 기타( )

영양사

근무여부

□ 병원(의원)내 전담인력 근무( 명)

□ 외부 인력 활용

□ 근무 안함

식단

제공여부

□ 식단 제공 및 환자 선택 가능(선택식)

□ 단일 식단 제공

□ 식단 제공 없음

조리장

관리

조리장관리
1)

□ Excellent □ Good □ Acceptable □ Poor □ Unacceptable

식기관리2) □ Excellent □ Good □ Acceptable □ Poor □ Unacceptable

식재료보관관리
3)

□ Excellent □ Good □ Acceptable □ Poor □ Unacceptable

1) 조리장 관리 : 조리장 바닥의 건조 상태 및 식기세척구역과 조리구역 등의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

로 판단한다.

2) 식기 관리 : 도마와 칼의 재료별 구분 사용여부, 그릇의 포개짐 여부, 식기세척시 식기 관리상태, 식기소독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 식재료 보관 관리 : 식재료의 보관온도와 유통기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2. 세탁물 관리 방식(†담당자면담 및 자료확인)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구분여부 □ 구분 □ 구분안함

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

□ 병원(의원) 자체세탁

□ 세탁실 운영 외주(원내 입주)

□ 세탁 외주(외부 세탁)

□ 병원(의원) 자체세탁

□ 세탁실 운영 외주(원내 입주)

□ 세탁 외주(외부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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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이사항

1

2

3

4

5

주 : 예시 ; 입원병상 운영안함(신고병상의 용도는 ○○○). 전체 정신병원 운영. 중환자실 없음. 조리장 없음 등

14. 병상 배치도

기준병실1 기준병실2

중환자실1 중환자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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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외국의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련 조사현황

1. 영국
◦영국의 국가통계(UK National Statistics) 중 보건복지분야(Health and Social

Care) 분류는 다음과 같음58)

구분 세분류

Health Care System

Access and Waiting Times

Health Care Patients

Hospitals and Health Care Facilities

Health Care Personnel, Finance and Performance

Specialist Health Services

Mental Health Services

Maternity and Pregnancy Services

General Practice Services

Dentistry and Eye Care Services

Pharmacy Services

Health of the Population

Lifestyles and Behaviours

Conditions and Diseases

Health and Safety

Causes of Death

Disability and Self-Reported Health

Health Inequalities

Social Care
Social Care Clients

Social Care Personnel, Finance and Performance

◦이 중 Hospitals and Health Care Facilities분야의 통계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의료

시설 및 환경 관련 조사는 HEFS 및 PEAT 두 종류가 존재함

- A&E activity, cancelled operations and critical care bed capacity: monthly

situation reports

- A&E and Ambulance weekly data

58) http://www.statistics.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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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 weekly data Acute and Non-Acute Delayed Transfers of Care: monthly

situation reports

- Bed availability and occupancy

- Breast Screening Programme, Breast Screening Programme, England

- Critical Care Beds

- Critical care bed capacity and cancelled operations: monthly situation reports

- Domiciliary Care Providers Northern Ireland

- Domiciliary Care Services for Adults, Northern Ireland

- Free Personal Care and Nursing Care in Scotland

- Hearing Aid Assessments and Re-assessments

- Hospital Activity Data

- Hospital Estates and Facilities Statistics (HEFS)

- Hospital Standardised Mortality Ratios - Quarterly Statistics

- Imaging and Radiodiagnostics

- Inpatient Patient Experience Survey - Hospital Site Final Reports

- Local Information on Alcohol and Drugs

- Long-Term Monitoring of Health Inequalities

- Mixed Sex Accommodation Breaches

- NHS Beds in Wales

- NHS Expenditure Programme Budgets for Wales

- NHS Outcomes Framework Indicators

- Older People Services Measuring Relative Needs

- Patient Environment Action Team (PEAT)

- Scottish Care Homes Census

- Statistics on NHS stop smoking services in England

- Surgical Profiles Project

◦Hospital Estates and Facilities Statistics

- 개요 : 영국 보건부(DH)에서 NHS 소속 모든 기관에 대하여 1999/2000 이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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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부지 규모, 건물 수준,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병원 청소와 음식상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조사실시기관(데이터 수집과 발표) : 보건복지정보센터(The Information Centre

for health and social care; IC)

- 조사도구 : Estates Returns Information Collection(ERIC)

- 주요내용

∙재정(Finanace) : 총투자비, 부지비, 운영유지비, 조경비, 준비금 규모 등

∙인력(Staff) : 업무분야별(Estates/Hotel services) 고용인수

∙이동서비스(Transport Services) : 의료여행경비제도(HTCS;healthcare travel

costs scheme)를 통한 지출금, 보험금, 이동거리 등

∙소방안전(Fire Safety) : 소방보고건수, 소방알람오작동빈도

∙청소(Cleanliness) : 청소서비스비용, 인력수

∙급식(Food) : 급식비용, 음식쓰레기량, 급식계획 등

∙세탁 및 린넨(Laundry&Linen) : 세탁 및 린넨 비용, 량 등

∙면적(Areas) : 총면적, 부지면적, 건물면적, 환자점유면적 등

∙기능과 공간(function and Space) : 미사용공간구성비, 가동병상수, 욕실딸린

1인실수, 환자점유병상수 등

∙Age Profile : 건축연도 등

∙건물수준(Quality of Buildings) : 건축물 위험도별 준비금 규모 등

∙열병합발전현황(CHP) : 에너지 생산량 등

∙에너지(Energy): 에너지종류별(gas, oil, coal 등) 소비량 등

∙급수서비스(Water Services) : 급수량, 비용

∙쓰레기(Waste) : 량, 비용, 재활용비율 등

∙주차(Car Parking) : 주차공간 및 대수, 평균비용, 장애인주차대수 등

◦PEAT (Patient Environment Action Team)

- 개요 : 2001년 NHS Plan에 의해 시작, 매년 영국(England)내 모든 NHS 입원서

비스 제공 시설(10병상 이상 보유)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비임상분야

의 질’의 관점에서 평가수행. 평가자는 간호사, 의사 등 NHS staff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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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ssessment(시각적 평가)로써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님

- 평가분야 : 환경(Environment; 청소포함), 급식(Food), 사생활과 존엄성(Privacy

& Dignity)로 구분. 병원의 각 조사장소별 조사(inspection) 당시의 상황에 근거

하여 점수화

- 5점 척도 사용(Excellent-Good-Acceptable-Poor-Unacceptable)

- 주요내용

∙청소상태(Cleanliness) : 각종 장비와 설비, 벽, 문, 커튼, 유리, 의자, 침상주변,

공용공간, 쓰레기통, 가구, 바닥, 냉온방설비 등의 청결상태

∙부가서비스(Additional Services) : 조명, 쓰레기관리, 린넨상태, 약품보관상태,

악취여부 등

∙접근경로정보(Access Wayfinding and Information) : 주차구역, 간판, 장애인

시설 등

∙공용공간과 시설(Social Spaces and Facilities) : 정신과 여성전용공간 여부,

가족방문구역 여부, 보호자 숙소 등

∙감염예방과 관리(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 손씻기 시설, 소독제,

프로그램 구비여부 등

∙사생활과 존엄성(Privacy & Dignity) : 숙박시설 남여구분여부, 화장실 잠금

시설, 검사 및 치료장소에서의 사생활보호여부, 환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존

엄성(적정환자복) 등

∙급식(Food) : 메뉴, 선택권, 질, 양, 온도, 서비스 등, 급식시간 준수여부 등 프

로그램 운영 관련

2.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영역분류는 다음과 같음59)

- 1.인구·세대 2.보건 위생 3.사회 복지 4.노인 보건복지 5.사회보험 6.사회 보장등

7.고용 8.임금 9.노동 시간 10.복리후생 11.노사관계 12.노동 재해·노동 안전 위

생·노동 보험 13.기타

59) http://www.mhlw.go.jp/toukei/it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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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 위생’ 영역내 총 34개의 조사통계 실시

- 이 중 의료기관 대상의 조사는 ‘의료시설조사’, ‘병원보고’, ‘병원경영수지조사’ 등

3개 조사가 존재하며, 이중 ‘병원경영수지조사’는 2003년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2개 조사 존재

- 환자조사, 수료행동조사 등의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

는 조사로써 의료기관의 구조적 환경을 파악하고자하는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의료시설조사

- 개요: 전국 의료 시설의 분포 및 정비 실태, 진료 기능 파악

- 조사 대상 : 조사 시점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의료 시설

- 조사의 종류, 주기, 방법

∙의료 시설 정태 조사: 3년에 1회, 의료시설의 관리자 자기기입방식

∙의료 시설 동태 조사: 매월, 개설·폐지 등의 신고에 근거, 도도부현지사 또는

보건소 설치 시·특별구의 장이 기입

- 조사 내용

∙정태 조사 : 시설명, 소재지, 개설자, 병상수, 진료과목, 종사자수, 환자수, 진료

정보관리, 의료안전관리체계, 간호 체제 및근무현황, 구급 의료 체제, 재택의

료 서비스, 의료 기기·설비, 수술 등 실적 등

∙동태 조사 : 시설명, 소재지, 개설자, 병상수, 진료과목 등

◦병원 보고

- 개요: 전국의병원, 요양 병상을가지는진료소의환자이용상황및병원종사자

현황 파악

- 보고의 종류, 주기, 대상

∙환자표(매월, 병원 및 요양병상 보유 진료소)

∙종사자표(연1회보고, 병원만)

- 보고 내용

∙환자표 : 재원 환자수, 신입원 환자수, 퇴원 환자수, 외래 환자수

∙종사자표 :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사 수 등

- 보고 방법 : 의료기관 관리자가 작성후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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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독일의 병원 규정 (Krankenhaus-Verordnung; KhsVO)60)

제9조 (기능실) ①모든 병동에는 다음의 기능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간호인력들을 위한 업무실 또는 업무공간

2. 의사들을 위한 업무실

3. 진찰 및 처치실

4. 직원휴게실

5. 청결작업실

6. 환자용 변기소독기계를 갖춘 오물 처리실

7. 직원들을 위한 탈의실

8. 직원화장실

9. 부엌

10. 기기 및 물품보관 창고

11. 청소, 처리 및 폐기물 처리실

②제1항 7호부터 11호까지의 공간들은 위치적으로 옆에 위치한 병동들의 경우에 공동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0조 (환자 병실) ①모든 병동에는 환자들을위해 다음의 공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공간들은 금연구역이어야 한다.

1. 병실

2.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춘 장애인 위생실

3. 8명의 환자 당 손잡이 지지대를 설치한 한 개의 샤워실

4. 6명의 환자 당 화장실

5. 환자휴게실

②한 병실에는 최대한 4개의 병상까지만 설치되어야 한다. 침대는 다른 침대들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이동될 수 있어야 한다. 공간들은 간호인력들이 환자 옆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병실

60) 2006년 8월 30일 개정, 2006년 9월 16일 시행(http://gesetze.berli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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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통로방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병동의 10병상 중 한 병상은 1인실이어야 한다. 1인실은 필요한 경우 중환자 또는 임

종을 앞둔 환자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④전염병이 있는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한 층 당 또는 70 병상 이상 당 1인실 중의 한

병실을 격리병실로 둘 수 있다. 그 격리병실은 전실(대기실),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독을 위해 환자용 변기 소독기계가 방 안에 또는 오물처리실과 직접적

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전염병을 다루는 병동이 있는 병원들은 섬유소재를 가

열 살균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⑤1인실은 면적이 10㎡ 이하여서는 안 된다.

⑥부속된 전실(대기실)과 위생실은 병실의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다.

⑦모든 병실 내에 또는 직접 연결된 위생실에는 세면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병실 내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다인실인 경우에는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

⑧각 병상에는 잠글 수 있는 귀중품 보관함이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각 병

실에는 병상 수와 동일한 수의 의자와 탁자를 갖춘 앉는 공간이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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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Prevention (Immunisation)(4)

Immunisation: Diphtheria, Tetanus, Pertussis

Immunisation: Measles

Immunisation: Hepatitis B

Immunisation: Influenza

Screening(4)

Mammography screening, survey data

Mammography screening, programme data

Cervical cancer screening, survey data

Cervical cancer screening, programme data

Diagnostic exams(6)

Computed Tomography exams, total

- Computed Tomography exams, in hospitals

- Computed Tomography exams, in ambulatory care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s, total

-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s, in hospitals

-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ms, in ambulatory care

Consultations(2)
Doctors consultations

Dentists consultations

In-patient utilisation(3)

Acute care beddays

Acute care occupancy rate

Acute care turnover rate

Average

length of stay

(23)

Average length of

stay:

in-patient and acute

care(2)

Average length of stay: in-patient care

Average length of stay: acute care

Average length of

stay

by diagnostic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Neoplasms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부록 4>  보건의료자원분야 OECD Health data 지표산출 현황61)

1. 지표 구분
◦Health care utilisation

61) 2012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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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categories(21)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of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ion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e.c.

Injury, poisoning and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All causes

Discharges

(21)

Discharge rates

by diagnostic

categories(21)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Neoplasms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of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ion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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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e.c.

Injury, poisoning and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All causes

Surgical

procedures

(16)

Surgical procedures

by ICD-9-CM

(16)

Cataract surgery

Tonsillectomy with or without adenoidectomy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s (PTCA and stenting)

Coronary bypass

Appendectomy

Cholecystectomy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Inguinal and femoral hernia

Prostatectomy (transurethral)

Prostatectomy (excluding transurethral)

Hysterectomy (vaginal only)

Caesarean section

Hip replacement

Knee replacement

Breast-conserving surgery

Mastectomy



구분 지표

Total health and social employment

(1)
Total health and social employment

Health

employment

and

education(73)

Physicians(3)

Practising physicians

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s

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

Physicians

by age and

gender(18)

Total female physicians

- Female physicians under 35 years old

- Female physicians aged 35-44 years old

- Female physicians aged 45-54 years old

- Female physicians aged 55-64 years old

- Female physicians aged 65 years old and over

Total male physicians

- Male physicians under 35 years old

- Male physicians aged 35-44 years old

- Male physicians aged 45-54 years old

- Male physicians aged 55-64 years old

- Male physicians aged 65 years old and over

Total physicians

- Total physicians under 35 years old

- Total physicians aged 35-44 years old

- Total physicians aged 45-54 years old

- Total physicians aged 55-64 years old

- Total physicians aged 65 years old and over

Physicians by

categories(11)

Generalist medical practitioners

- General practitioners

- Other generalist (non-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Specialist medical practitioners

- General paediatricians

-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 Psychiatrists

- Medical group of specialists

- Surgical group of specialists

- Other specialists not elsewhere classified

Medical doctors not further defined

Midwives(9)

Practising midwives

- Professional midwives, practising

- Associate professional midwives, practising

Professionally active midwives

부 록 175

◦Health care resources



구분 지표

- Professional midwives, professionally active

- Associate professional midwives, professionally active

Midwives licensed to practice

- Professional midwives, licensed to practice

- Associate professional midwives, licensed to practice

Nurses(9)

Practising nurses

- Professional nurses, practising

-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practising

Professionally active nurses

- Professional nurses, professionally active

-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professionally active

Nurses licensed to practice

- Professional nurses, licensed to practice

- Associate professional nurses, licensed to practice

Caring personnel

(Personal care

workers)(2)

Practising caring personnel

Professionally active caring personnel

Dentists(3)

Practising dentists

Professionally active dentists

Dentists licensed to practice

Pharmacists(3)

Practising pharmacists

Professionally active pharmacists

Pharmacists licensed to practice

Physiotherapists(1) Practising physiotherapists

Hospital

employment(7)

Total hospital employment

- Physicians employed in hospitals

- Professional nurses and midwives employed in hospitals

- Associate nurses employed in hospitals

- Health care assistants employed in hospitals

- Other health service providers employed in hospitals

- Other staff employed in hospitals

Graduates(7)

Medical graduates

Dentists graduates

Pharmacists graduates

Midwives graduates

Nursing graduates

-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 Associate professional nursing grad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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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Remuneration of health

professionals(3)

Remuneration of general practitioners

Remuneration of specialists

Remuneration of hospital nurses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37)

Hospitals(5)

Hospitals
- Publicly owned hospitals

- Not-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 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General hospitals

Hospital beds(8)

Total hospital beds
- Curative (acute) care beds

- Psychiatric care beds

- Long-term care beds
- Other hospital beds

- Beds in publicly owned hospitals

- Beds in not-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 Beds in 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

Medical

technology(24)

Computed Tomography scanners, total
- Computed Tomography scanners, in hospitals

- Computed Tomography scanners, in ambulatory sect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units, total
- Magnetic Resonance Imaging units, in hospitals

- Magnetic Resonance Imaging units, in ambulatory sector

PET scanners, total
- PET scanners, in hospitals

- PET scanners, in ambulatory sector

Gamma cameras, total
- Gamma cameras, in hospitals

- Gamma cameras, in ambulatory sector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units, total
-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units, in hospitals

- 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units, in ambulatory

sector
Mammographs, total

- Mammographs, in hospitals

- Mammographs, in ambulatory sector
Radiation therapy equipment, total

- Radiation therapy equipment, in hospitals

- Radiation therapy equipment, in ambulatory sector
Lithotriptors, total

- Lithotriptors, in hospitals

- Lithotriptors, in ambulatory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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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evention
(Immunisation)

Screening
Diagnostic
exams

Consultations
In-patient
utilisation

Average length of stay Discharge
rates by
diagnostic
categories

Surgical
procedures by
ICD-9-CM

전체in-patient and
acute care

by diagnostic
categories

총지표수 4 4 6 2 3 2 21 21 16 79

Korea 4 2 6 2 0 0 21 21 11 67

Australia 3 0 6 1 0 0 0 0 0 10

Austria 3 0 2 2 3 3 21 21 16 71

Belgium 3 0 0 0 0 0 0 0 0 3

Canada 4 0 6 0 0 0 0 0 0 10

Chile 4 2 0 0 3 3 0 0 16 28

Czech Rep. 3 2 4 2 3 3 21 21 6 65

Denmark 3 0 4 2 0 0 21 21 16 67

Estonia 4 2 6 2 3 3 21 21 14 76

Finland 3 0 0 2 1 1 21 21 16 65

France 4 2 6 2 3 3 21 21 14 76

Germany 3 0 2 2 3 3 21 21 16 71

Greece 3 0 0 0 0 0 0 0 0 3

Hungary 3 0 2 2 3 3 0 0 0 13

Iceland 2 2 6 1 0 0 0 0 0 11

Ireland 4 1 2 2 3 3 21 21 16 73

2. 국가별 제출 지표수
◦health care ut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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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evention
(Immunisation)

Screening
Diagnostic
exams

Consultations
In-patient
utilisation

Average length of stay Discharge
rates by
diagnostic
categories

Surgical
procedures by
ICD-9-CM

전체in-patient and
acute care

by diagnostic
categories

Israel 4 2 6 0 3 3 21 21 16 76

Italy 4 4 0 0 0 0 0 0 0 8

Japan 3 2 0 0 3 3 0 0 0 11

Korea 4 2 6 2 0 0 21 21 11 67

Luxembourg 4 2 4 2 3 3 21 21 14 74

Mexico 4 2 0 2 3 3 21 21 16 72

Netherlands 2 2 6 2 3 3 0 0 0 18

NewZealand 4 2 2 1 1 1 21 21 16 69

Norway 2 1 0 0 3 3 21 21 0 51

Poland 3 0 0 2 0 0 21 21 10 57

Portugal 3 0 0 1 0 0 0 0 0 4

Slovak Rep. 4 0 6 0 3 3 21 21 11 69

Slovenia 3 2 2 1 3 3 21 21 16 72

Spain 4 0 2 0 3 3 21 21 16 70

Sweden 3 0 0 1 0 0 21 21 16 62

Switzerland 3 0 0 0 3 3 21 21 15 66

Turkey 3 2 2 2 3 3 21 21 0 57

UK 3 1 2 1 3 3 21 21 16 71

United States 4 2 6 0 3 3 0 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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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tal
health
and
social
employ-
ment

Health employment and education Remuner
ation of
health
profe-
ssionals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전체
Physici-
ans

Physici-
ans by
age &
gender

Physici-
ans by
categories

Midwives Nurses
Caring
personnel

Dentists
Pharma-
cists

Physioth-
erapists

Hospital
employ-
ment

Gradu-
ates

Hospitals
Hospital
beds

Medical
techno-
logy

총지표수 1 3 18 11 9 9 2 3 3 1 7 7 3 5 8 24 114

Korea 0 2 18 10 4 6 0 2 2 1 0 6 0 4 7 23 85

Australia 1 0 0 0 0 0 0 0 1 1 0 7 0 0 0 9 19

Austria 1 1 18 11 2 3 1 1 1 1 0 0 0 5 8 14 67

Belgium 0 2 18 9 2 1 1 2 2 1 0 5 1 2 5 8 59

Canada 1 2 18 9 1 9 0 1 1 1 0 2 1 0 0 16 62

Chile 1 1 18 9 1 1 1 1 1 1 0 7 3 4 7 0 56

Czech Rep. 0 1 18 8 2 2 1 1 1 1 0 5 2 5 5 14 66

Denmark 0 0 0 0 0 0 0 0 0 0 0 4 3 0 8 8 23

Estonia 1 2 3 11 2 4 1 2 2 1 0 6 3 5 8 16 67

Finland 0 2 15 9 1 1 0 1 1 0 0 5 3 4 7 13 62

France 0 1 18 9 2 2 1 1 1 1 0 3 2 5 8 15 69

Germany 0 3 18 10 2 6 0 3 2 1 0 7 0 5 7 7 71

Greece 0 1 3 8 0 0 0 1 0 1 0 0 2 0 0 21 37

Hungary 0 2 18 8 1 3 1 2 2 1 0 7 3 5 8 8 69

Iceland 1 3 18 10 3 7 0 3 2 1 0 7 3 0 1 17 76

Ireland 1 2 3 10 0 4 1 1 1 1 0 6 2 3 5 10 50

◦health car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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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tal
health
and
social
employ-
ment

Health employment and education Remuner
ation of
health
profe-
ssionals

Physical and technical
resources

전체
Physici-
ans

Physici-
ans by
age &
gender

Physici-
ans by
categories

Midwives Nurses
Caring
personnel

Dentists
Pharma-
cists

Physioth-
erapists

Hospital
employ-
ment

Gradu-
ates

Hospitals
Hospital
beds

Medical
techno-
logy

Israel 0 3 18 11 4 9 1 3 3 0 0 6 3 4 7 16 88

Italy 1 2 18 2 1 1 0 2 2 1 0 5 2 5 8 21 71

Japan 0 2 18 3 2 6 0 2 1 0 0 4 1 3 6 0 48

Korea 0 2 18 10 4 6 0 2 2 1 0 6 0 4 7 23 85

Luxembourg 1 3 18 9 6 6 2 2 1 1 0 2 1 4 4 16 76

Mexico 1 1 0 9 0 3 0 1 0 0 0 4 3 3 5 5 35

Netherlands 0 0 0 0 0 0 1 0 0 0 0 5 0 4 1 12 23

NewZealand 0 1 3 10 2 2 1 1 3 1 0 5 0 5 7 3 44

Norway 0 1 18 0 2 2 2 1 1 1 0 0 2 2 5 24 61

Poland 0 2 18 11 2 6 2 2 2 1 0 7 3 4 7 10 77

Portugal 0 3 18 9 2 6 2 1 3 1 0 5 3 5 7 8 73

Slovak Re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0 5

Slovenia 0 2 18 8 1 3 1 1 1 0 0 7 0 2 4 15 63

Spain 0 1 3 8 2 2 0 1 1 1 0 6 3 4 6 8 46

Sweden 1 1 18 8 1 3 0 1 1 1 0 3 2 0 5 4 49

Switzerland 1 3 18 9 0 3 1 0 1 1 0 3 1 0 0 6 47

Turke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UK 0 1 0 0 0 1 0 0 0 0 0 0 0 0 1 0 3

United States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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