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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quality)이란? 

Lohr KN(ed.) Medicare: A Strategy for Quality Assurance. 1990 

의료서비스가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최신 전문지식에 부합하는 정도 

The degree to which health services for individuals and 

population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sired health 

outcomes and are consistent with current professional 

knowledge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개선활동 : 측정은 필수항목 

Innovator Date Cycle 

Walter A 
Shewart 

1920’ Plan-Do-SEE 

J Edwards 
Deming 

1940’ Plan-Do-CHECK-Act 

Bob Galvin 1980’ 
Define-MEASURE-
Analyze-Improve-Control 



현대 경영학 : 질관리 = 질지표 관리 

•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 측정하면 좋아진다. 

• 지표없는 프로세스 없다.  

• 지표없는 부서 없다. 

 



질지표란 무엇인가? 

• 한 조직이 목표하는 성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에 대한 측정치 

– Established measures used to determine how well 

an organization meets needs and operational and 

performance expectations. 

• Objective 

• Measurable 

• Repeatable 

 

 

 



임상질지표 - Why? 

• 진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monitoring 

– 질 저하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활동 

• 내외부의 요청 

– 심평원 

– 의료기관인증 

– 국제기준 

– 내부의 필요성 



질지표 체계 변화 

병원진료 질지표 프로세스 질지표 

의료기관  
인증 필수  

인증 외 
부서 
지표 

As-Is 

 분기당 보고서 작성  
(5장) 

 등록 및 결재, 공유 

병원진료 질지표 프로세스 질지표 

의료기관  
인증 필수  

인증 외 
부서 
지표 

To-Be 

인증 외 
부서 
지표 

부서단위 질지표 

 분기당 보고서 작성  
(5장) 

 등록 및 결재, 공유 
지표결과 전달 

지표 산출 
없이 

개선 활동 

 부서 특성 반영한 상시 개선활동 시행 

 보고서 대신 개선활동 위주의 공유판 사용 

     (행정 업무 최소화) 



질지표 활동 절차 

부서단위 질지표 선정 

근본원인 분석 

개선활동 

부서 내 공유 

지표결과 목표도달 
(6개월) 

N 

병원진료  
질지표 산출 

프로세스  
질지표 산출 

※ 분기별 산출 ※ 월별 산출 

부서단위 지표결과 확인 

Y 

종료 공유판 
작성 

목표수정여부 
Y 

N 

환자안전제고,  

환자경험증진, 

결과지표관리  

 시급성, 

 해결 가능성, 

 효과성, 

 참여도 

무엇이  

조직과 부서에 
중요한가? 



내시경실에서의 질관리 

   ■ 환자안전  

    검체오류 Zero,  

    낙상 발생률, 

    환자 확인…  

■ 감염관리  

  손위생,  

  내시경 균 배양률 

 

■ 환자경험 

검사로 인한 합병증Zero, 

검사 대기 시간, 

TAT 

  



내시경실 질지표 

년도

2014년  당일 내시경 2시간 이내 시행율

2015년  내시경 검체 접수 전 오류 발생률 관리

2016년 내시경 균 배양률 0%

2017년  낙상률 제로

2018년
 내시경 검체 관련 오류 관리

 내시경 세척소독 이력관리

내시경 균 배양률 0%

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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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부착 오류 

• 검체 순서 바뀜 

• 접수 과정 오류 

• 검체 분실 

▶ 시스템 개선 

    바코드 번호 표기 방법 개선 

내시경 검체 관련 오류 관리  



 

 

  홍길동       ID : 10039026

  2018-08-08      IM1/

  P17 / COLON

병리바코드
병리 바코드

   홍길동

   10039026

   0-P17-2-20180808

   Colon

   내시경 검사실 입력자 김00

   출력일 2018-08-08

    #1x2 : Cecum

    100390261720180808D2**

▶ 바코드 번호 표기 방법 개선 

내시경 검체 관련 오류 관리  



• 바코드 부착 오류 

• 검체 순서 바뀜 

• 접수 과정 오류   ▶ 

• 검체 분실 

 검체 획득 절차 재정비 

 자가평가 후 QI 시행 

 환경개선- book light 설치 

내시경 검체 관련 오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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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내시경 미생물 검사 시행 

 

   - 감염관리실 주관 분기별 시행 

   - 감염관리실로 부터 결과 통보 받음 

 

 

내시경 균 배양률 0% 

 



▶ 세척소독 과정의 표준화를 위한 활동 

 

    - 세척소독 자가 평가 및 QI  

    - 내시경 소독 HANDS ON 시행 

    - 내시경 세척 소독법 교육 이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균 배양률 0% 



• 세척소독 자가 평가 QI 

내시경 균 배양률 0% 



부적절한 세척,소독,멸균으로 인한 문제들 

• 내시경 소독 HANDS ON 

내시경 균 배양률 0% 



내시경 균 배양률 0% 

• 내시경 소독 HANDS ON 



• 내시경 소독 HANDS ON 

내시경 균 배양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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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소독 이력관리  

• 감염 사회적 이슈 



• 내시경 소독 사회적 이슈 

내시경 세척소독 이력관리  



2017년 2월 1일부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 

 

•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 세척소독액 사용양 등 기록, 보관 

내시경 세척소독 이력관리  



내시경 세척소독 이력관리  



내시경 세척소독 이력관리  



▶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 근거 

   - DATA 관리  
 

▶ 감염관리 

   - 소독 이력 역 추적 가능 (내시경별,세정기별,환자별) 

   -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내시경 세척소독 관리 

내시경 세척소독 이력관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