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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problems and solution strategies in 2nd cycle of long-term care 

hospital accr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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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ng-Term Care Hospital (LTCH) accreditation system was initiated in 2013 in the form of mandatory 
accredit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patient safety and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 at LTCHs. By June 2016, 
the accredited LTCHs were 76.2%.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the first 
cycle and to promote development of the second cycle of LTCH accreditation system. There are some changes 
which reinforced the accreditation standards, accreditation survey, and public access to accreditation results in 
order to strengthen patient safety in the first cycle LTCH accreditation system. LTCHs which participated in the 
accreditation system achieved certain outcomes in respect to patient safety and employee satisfaction. However, 
there are several urgent problems in placement criteria of night duty health care providers, reinforcement plans in 
the accreditation system, and incentives for accredited hospital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learly recognize the fact that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is not the means for control 
and regulate hospitals but a system to induce hospitals to continue to strive for improvements in patient safety and 
medical service quality.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LTCHs, accrediting agen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promise and cooperate to seek solutions every time issues related to the accreditation system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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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질 관리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2011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다[1]. 의료기관 인증제도란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인증기준을 달성하고 있

는지를 조사위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로

[2-3], 의료기관에게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슬로건을 제

공해주고[4],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5]. 인증제도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1951부터 시작되었고[6],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7년부

터 시작되었으나[7],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주기에 걸쳐 시행되었던 의료기관 평가제도

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의료기

관 평가제도와는 달리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서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는 인증전담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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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어 인증기준 개발, 전문 조사위원 선발 및 훈련, 조

사 대상기관으로의 조사위원 배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는 급성기병

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 인증신청에 의하여 인증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인증주기인 4년이 지난 시점인 

2015년부터는 인증 2주기에 들어섰다. 또한 2013년부터

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2017년부

터 인증 2주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전문 조사위원이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는 인증

원에서 취합 및 분석하여 인증원 내 심의기구인 인증심의

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거쳐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인증등급이 구분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과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한

편, 인증결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전문병원 지정 등

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증 의료기관

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으로 송부

하도록 하고 있다[8]. 2016년 6월 현재, 인증 의료기관은 

총 1,509개소로, 이 중 급성기병원은 279개소이며, 요양

병원은 1,061개소, 정신병원 145개소, 치과병원 12개소, 

한방병원은 12개소이다. 또한 인증 의료기관에는 인증 유

효기간이 1년만 주어지는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이 포함되

어 있는데, 인증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59개소와 정신병

원 3개소가 조건부인증을 받았다[9]. 

우리나라에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한 분야로 요양병

원이 신설된 것은 일본보다 3년 빠른 1994년이었고, 

2009년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정신병원과 재활병원을 

요양병원으로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7, 10].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한 대상자

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이고, 감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요양병원

의 수가체계는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따라 7개 군으

로 분류하여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한방과 입

원이나 입원한지 6일 이내에 퇴원한 경우 등 일부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는 의사

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감하는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다[12]. 한편, 요양병원의 수는 

2005년 132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에는 404개소

로 그 수가 3배 이상 증가되었고, 2016년에는 총 1,383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13]. 이처럼 요양병원의 수가 급격

히 증가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8년부터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평가

가 시행되었고, 2013년부터는 인증평가가 시행되고 있

다. 이 중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조부문·진료부문·

모니터링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시행한 후 기관별 평가등급

을 5등급으로 부여하고 있다[14]. 2011년 평가결과부터

는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의 평가결과가 모두 하위 20% 이

하에 해당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

안 인력차등제에 의한 입원료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15]. 또한 요양병

원 인증제도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

았다고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직후 1분기 동안 입원

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에서 제

외되고 있다[16]. 

이처럼 정부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타 분야와는 다른 

수가체계나 평가제도 운영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요양병원

에 입원한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달성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5월에 발생한 요양병원 화

재사건이 계기가 되어 환자안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법이나 소방 관련법 등이 개정되고 인증제도에서도 변

화가 있었다[1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인증 1

주기에서의 제도 시행과정과 변화 및 성과를 면밀히 검토

하고, 인증 2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당면과제와 해결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발전을 도모하

고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요양병원 인증 1주기 

시행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인증기준 개발이 가장 우선시된다. 인증기준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준개발실무팀을 구성하여 

인증기준 초안을 개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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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TFT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 관련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인증기준 초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셋째, 

기준개발실무팀이 포함된 시범조사팀을 구성하여 일부 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넷째, 시범조사 결과

에 따라 인증기준 초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인증기

준(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인증기준(안)과 인증제도 시

행방안에 대한 인증체계 개발 TFT의 검토와 공청회를 통

한 해당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섯째, 인증원 내 

심의기구인 기준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곱

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을 거쳐 인증기준이 공표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서도 인증기준 개발 전 사전작업으로 현장방

문과 예비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요양병원의 현황

과 특성을 파악하였고, 그 후 인증기준 개발과정을 모두 

거쳤다. 인증기준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필수문항과 정규

문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항목은 인증을 결정하는 항목

에 해당된다. 즉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초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발 과정 중에서 가

장 큰 논란이 되었던 조사항목은 당직의료인 배치와 관련

된 사항이었다. 의료법 제41조에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

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두고, 입원환자 200명 초과 시마

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

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 따라서 요양병

원 인증기준 개발 초기에는 당직의료인 배치 유무만을 조

사하는 문항이 정규문항으로 포함되었었다. 그러나 간호

사를 구하기 어려운 요양병원의 현실에 대한 논의를 거듭

한 끝에 의료법 시행령을 충족한 경우에는 ʻ상ʼ, 응급호출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있는 경우는 ʻ중ʼ, 그 외에는 ʻ하ʼ로 

평가하도록 정규문항으로 설정한 후 적용하였다. 그 결

과,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ʻ안전 및 질 향상ʼ과 관련된 기본

가치체계에는 36개 조사항목이 개발되었고, ʻ진료와 약

물, 환자권리ʼ와 관련된 환자진료체계에는 106개 조사항

목이 개발되었으며, ʻ경영과 인력, 감염, 시설환경, 의료

정보관리ʼ와 관련된 진료지원체계에는 61개 조사항목이 

개발되어 총 203개의 인증기준이 개발되었다[19]. 

2013년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2012년부터 병원규모가 

큰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인증신청을 미리 하고 조사

기간을 조율하였고, 2013년부터 의료기관별 해당 조사기

간에 2~3명의 조사위원이 2~3일간 의료기관 현장을 방

문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고[20], 이 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무인증인 점을 고려하여 전액 

정부가 부담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요양병원 인증제도는 2014년 5월, 요양병원 화재사건으

로 인해 환자안전 측면에서 또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

었다[21]. 즉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대두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국 의료법 시행

령에 명시된 당직의료인에 대한 조사항목과 화재와 관련

된 5개의 조사항목이 인증과 불인증을 결정하는 필수문항

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훈련 실시에 

대한 조사항목이 필수문항으로 신설되어 총 205개 조사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10월 인증조사부터 적용되

었다. 또한 당초에는 인증결과를 인증과 조건부인증, 인

증 유효기간 등을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데, 

2014년 12월부터는 인증 요양병원의 인증등급 결정사유

와 주요 기준별 조사결과까지도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17].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인증조사에서

도 변화가 있었는데, 당초 요양병원 인증제도 1주기에서

는 다른 분야의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매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증원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

나 2016년 5월부터는 23개 필수문항과 개선이 필요하다

고 요청한 항목, 그리고 무작위 8개 조사항목을 중간 현

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경

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도록 변경되었다[22].

요양병원 인증제도는 자율 인증신청 대상인 타 분야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의무인증신청 대

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다소 어

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무인증신청 대상이

기에 2016년 6월 현재, 전체 요양병원의 1,061개소인 

76.2%가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고 인증으로 인한 일부 성

과가 확인되고 있다. Kim[23]의 연구에서는 인증 이후 

인증기준 중 기본가치체계에서는 화재안전관리활동에 대

하여 근로자들의 인식이 증가되었고, 환자진료체계에서는 

약물관리와 투여 관련 수행과 관련된 인식이, 진료지원체

계에서는 의료정보와 의무기록 수행에 대한 인식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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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인증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과 본인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인식하게 되었다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Yeom[24]의 연구에

서는 인증 요양병원의 근로자들이 현 직장의 안정성과 자

신의 발전 가능성 등에서 비인증 요양병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Ⅲ. 요양병원 인증 2주기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요양병원 인증제도는 인증 1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도

중에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들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인증으로 인한 일부 성과들이 있었고, 현재는 

2017년 인증 2주기를 준비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환자안

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는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인증원, 

보건복지부 등 요양병원 인증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타협

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요양병원 인증과 관련된 당면과제로 가장 먼저 당직의

료인 배치에 대한 적용방법을 들 수 있다. 당직의료인 배

치와 관련된 조사항목은 현재 필수문항으로 적용되고 있

어서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문항이다. 그러나 당직의료인

에 대한 의료법에는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

기 때문에 당직의료인 배치 관련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25]. 또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구조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던 과거 의료기관 평가제도와는 달리, 의

료기관이 인증기준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

도록 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당직

의료인 배치에 대한 문제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당직

의료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와 입원환자가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직의료

인 배치와 관련된 과제는 당직의료인 수 보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언제

든지 즉각 대처하여 환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요양병원 인증에서의 두 번째 당면과제는 인증기준과 

인증조사에 대한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이다. 참고로 급

성기병원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되었

던 의료기관 평가제도로 인하여 일정 부분 평가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준비 시에 규

정이나 지침 마련이 가장 힘들었고, 인증으로 인해 업무

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인증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한다[23, 26]. 그런데 요양병원은 평가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13년 인증제도를 처음 접하면서 더 많은 어려

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증기준이나 조사에서

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요양병원의 현실을 고

려하여 인증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

스의 질 향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기준

이나 인증조사, 결과 판정 기준 등에서의 변화도 단계적

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증조사를 수행

하는 조사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조사결과에서의 신

뢰도를 향상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 번째 당면과제는 인증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

브 적용과 관련된 사항이다.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 중 

병원의 경우 인증준비를 위한 비용이 총 1억 6천만원 정

도가 소요되었고, 월 소요비용은 약 650만원 정도였는데

[26], 요양병원도 이에 준하는 인증 준비 비용이 소요되

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요양병원 인증경비는 

전액 정부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증 준비 비용이 

요양병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요양병

원 인증제도 시행 전에 정부에서도 질 높은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한 바 있듯이[27], 인증 요양

병원이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

지할 수 있도록 인증 유지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장기적인 과제는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자율인증

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다. 급성기병원의 경우 상급종

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과 병원 중 인증 의료기관의 수는 

인증 요양병원의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즉 현

재까지 약 80%의 요양병원이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또한 

인증 1주기를 마무리 짓는 2016년 말이 될 때까지 인증 요

양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 1주기 동안에 

거의 모든 요양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을 위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고 관련 활동을 수

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요양병원은 인증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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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급성기병원보다 환자안전과 질 관리가 잘 되고 있

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장 의무인증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향후 요양

병원 인증제도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검

토를 통해 자율인증제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Ⅳ. 결     론

요양병원에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3년 도입되어 올

해까지 인증 1주기에 해당된다. 요양병원 인증제도는 인

증 1주기가 진행되는 도중 인증기준이나 조사 등이 강화

된 측면이 있었으나, 인증참여로 인하여 환자안전과 직원 

만족도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인증 2주기를 준비

하는 현 시점에서 당직의료인 배치에 대한 조사항목 설정, 

인증기준이나 인증조사 및 결과 판정 기준 등에서의 강화 

방안,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당면과제

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인증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과거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

로 전환할 당시의 취지와 철학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각종 규제의 수단

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

로 환자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지

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을 명확

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 인증제도가 목적을 달성

하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시행 시에 발생

하는 모든 현안마다 요양병원과 인증원, 보건복지부가 협

력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즉 어느 한 기관

에 치우친 인증제도가 아닌, 타협과 협력을 통하여 균형잡

힌 인증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에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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