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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업의 정의 

 의료서비스는 수요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재
의 의료전달체계상 지방의료원은 지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응급의료, 재활, 장기 요양, 호스피스, 전염병 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행시  
주요 고려요소  

추진주체별 고려 우선순위 

지방정부 민간병원 

HEALTH 

WELFARE 

ECONOMICS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측면 

지역민을 위한 
의료안전망 확보 측면 

의료서비스 제공의 
수익성 및 효율성 측면 

중요 매우 중요 

•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지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측면은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이 모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기능임 

 

• 공공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은 지역민을 위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내부효율성 
강화노력을 기울여야 함 

지방의료원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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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As-Is Performance) 

외부환경분석(Environment) 

내부역량분석(Subject, Resource, Mechanism) 

Ⅰ 군산의료원 현황진단 및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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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환경분석 개요 

 군산의료원의 현 상황을 경쟁력 발생의 원인과 결과 요인을 나타내주는 SER-M-P (주체-환경-자원-메커니즘-성과)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의 도출 및 최적의 실행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인위적으
로 조성된 물리적 기반시설, 지원
제도 및 법규 등과 같은 외부환경 

요인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경쟁력을 확
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선진화
된 인력자원, 핵심기술 및 자본 등  

Mechanism 
메커니즘 

Environment 
환경 

Resource 
자원 

•의료서비스 제공
과 관련된 주체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
을 위해 주체, 환경, 자원
을 이용 각 병원이 독특한 

방법으로 구축한 무형의 

시스템 

Performance 
성과 

주) ser-M-P 모형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조동성교수의 국가경쟁력 모델에 활용된 방법론임 

Ser-M-P 모형에 의한  환경분석체계 

Subject 

주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수익성 각 측면
의 질적·양적 향상 및 조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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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HISTORY분석 

 군산의료원은 ’83년 100병상으로 지방의료원으로 개원한 이후 ’9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96년 

이후 민간병원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위기상황 이후,  88년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많은 규모와  변화가 있었음. 

 2013년 12월로 원광학원과 제5기  위 ·수탁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2014년 부터는 전환기로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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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의료원 현황 
  1) 일반현황-사업개요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과 함께 질병예방 등 공공보건사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를 위해 3부 23과 5센터 13팀  조직을 운용하고 있음 

설립근거 

설립목적 

사업범위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7.13)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
의료 발전에 이바지함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
방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
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기타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군산의료원의 일반현황> 

감사 

원장 

진   료  부 

23 

진 

료 

과 

기획홍보팀 

총무팀 

경리팀 

원무팀 

시설관리팀 

관리부 

이사회 

공공·교육 

사업부 

공공· QI팀 내과, 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성형외과, 안과, 비뇨기과,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치과,  

한방과, 피부과 

팀 
약제팀, 간호팀, 진단검사의학팀, 영상의학팀, 

재활의학팀, 영양팀, 검진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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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의료원 현황 
  2) 일반현황-시설/인력 

 군산의료원은 시설 및 인력에 있어서 군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으로서 급성기 406병상을 공급하고  있
으며,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총9명이 수련하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음  

병상 

면적 

주요 

의료시설 

• 406병상 운영 

 (양방 406병상) 

• 대지: 49,667㎡(15,050평) 
•건축연면적: 26,253㎡(7,955평) 

• 지역응급의료센터 

• 건강증진센터 , 국제 진료센터 

• 양.한방 재활센터 

• 인공신장센터 

• 수술실/분만실, 여성의학센터 

<군산의료원의 시설/인력 현황> 

주요 

부대시설 

• 외래식당, 매점 

• 의료용품센터, Coffee Takeout 

• 꽃 전문점, 장례식장 

• 휴게공간 

• 택시승강장 

병실 

• 112병실 

  (VIP실 2, 1인실 28, 2인실 13, 

   4인실 12, 5인실 48, 6인실 7  

   응급실: 1, 중환자실:1) 

구분 계 의사직 약사직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비 고 

정원 444 49 6 54 274 61 - 

현
원 

계 417 40 4 44 271 58 

○ 정원 외 

-레지던트 

4명 

-인   턴 2명 

정규직 367 30 2 39 258 38 

계약직 41 5 
(공보의) 

2 1 13 20 

피견자 9 5 4 

구분 계 

의사 간호직 
약
사
직 

전
문
의 

치
과
의 

전
공
의 

공
보
의 

파
견 
등 

한
방
의 

소 

계 

간
호
사 

조
무
사 

소계 

현원 267 28 1 4 5 5 1 44 209 10 219 4 

<인력현황> 

<의료요원 확보상황> 

(2014.01.01 현재, 단위:명) 

(2014.01.01 현재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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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의료원 현황 
  3) 일반현황-진료실적 

 진료환자의 경우 2002년 지곡동 신축병원 이전 이후  2005년 

        까지 진료환자는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소폭 감소하고 2008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다  2010년도에 

        이르러 인근병원의 강화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대비 보험환자,  일반환자, 

자보환자, 기타환자의 점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의료

보호환자가 약 1%정도 감소한 반면 산재환자가 약1%정도 증

가하였음. 

<2013년도 입원환자 유형별 현황> 

<2013년도 외래환자 유형별 현황> 

보험,  

217,221  

보호,  

38,355  

일반,  

10,276  

자보,  

3,983  

산재 ,  

12,462  
기타,  

41,066  

보험,  

84,344  

보호,  

21,984  

일반,  504  

자보,  

13,507  

산재 ,  

9,167  
기타,  

2,568  

 141,993   142,231  
 133,859   130,268  

 119,476   132,077  

 249,760  

 285,547   278,855   273,497  
 298,100  

 323,371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도별 진료환자 현황 

입원 외래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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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의료원 현황 
  4) 일반현황-재무현황 

 의료수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 까지는 매년 45억 내외의 의료손실, 2008년부터는  2012년까지는 30억 내외의 의료손실이 발생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2013년도 말 현재 537억원의 누적결손금으로 이어지게 되었음. 

 그러나, 2013년 의료손실은 20억 내로 손실폭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익구조 및 자본구조 개선을 위한 꾸준한 자구책 노력이 요구됨. 

(단위: 억원) 

<의료수익추이> <자본구조변동추이> 

(단위: 억원) 

333 
372 368 

356 
369 

409 
364 

403 404 402 400 
426 

-31 -31 -36 -46 -31 -17 

-100 

0 

100 

200 

300 

400 

500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의료수입 의료비용 의료손익 

364 379 397 416 426 423 

197 199 179 149 155 196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본 부채 

414 438 
471 

512 

536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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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외부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 

Ⅰ 군산의료원 현황진단 및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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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료서비스 변화 방향  

 공중보건이 중심이었던 의료서비스는 급성기 진료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다른 일반적인 산
업과 같이 의료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향후 의료산업의 변화 

동인은 국가적 의료시스템, 미래의학, 재원조달, 인적자본, 프로세스, IT 등 6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1950~1970 

1970~1990 

1990~2010 

2010~ 

기반구축기 

보건에 대한 관심 시작 

의학적 정보의 형성 

의료기술의 진보 및  

수요 증가 

 의료산업화 

 지속적 발전 

접근성, 공중보건 

약제기술 

의료인력 확보, 재원조달, 개원과 관련  

법제도, 관리기능의 아웃소싱 

의료기관의 투명성, 질병의 지리적 이동, 

의료 개방, 종합의료서비스화, 특성화, 

IT기술의 발전, 바이오센스 기술의 출현 

공중 

보건 

의료 

서비스 

산업화 

의료서비스업 발전 History 

국가의료시스템 

재원조달 

인적자본 

프로세스 

IT 

향후 변화 동인 

미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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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서비스업 변화동인에 따른 전략적 방향 

 지방의료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 시행기관으로서, 국가의료시스템의 표준을 설정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함. 또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서비스의 보
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변화동인들을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국가의료시스템 

재원조달 

인적자본 

프로세스 

IT 

산업의 표준 등이 국가정책에 의해 결
정되는 구조이므로 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내 논리가 필요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국내 의료
기관들의 재무적 경쟁력 강화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의 

특징상 인적자본관리가 매우 중요 

의료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재정립 

최소화의 투자를 통하여 빠르게 발전
하는 의료관련 IT 기술의 확보 

•국가공공보건의 관점에서 관리체계와 의료보험 

또는 개인의 복지관점에서의 관리 체계 이원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정책 

•환자중심적인 정책 

•의료서비스 개인 부담의 범위에 대한 명확화 

•의료가격체계의 표준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자본 흐름
의 체계화 

•병원과 의료진과의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 공유 

•간호서비스의 확장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교육체계의 정립 

•임상의의 역할 강화 

•의료프로세스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 표준화 

•지식공유 체계화 

•타 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IT 인프라 구축 

•행정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람보다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 

의료산업 

변화 동인 

핵심이슈 해외 병원의 전략적 방향 사례 향후 변화 동인 

미래의학 
IT, BT, NT등 각종 첨단기술의 컨버전
스(융합)형태로 발전 

•의학에 IT, BT, NT등 각종첨단기술의 역량을 결합 

 시켜 의료산업을 “서비스업의 애니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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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의료서비스업의 환경변화 요인 

 

•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은 향후 의료수요 확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 

- 출산율 급감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의료공급 과잉으로 인한 국내 의료 기관간 경쟁
심화 

• kTx 개통 병원을 선호하는 지방 환자들이 서울
로 몰림 현상 대두. 

- 무한경쟁 추세의 과열 양상 

- 군소 대학병원 및 지방 중소병·의원의 경영난              

  심화 

 

• 영리법인의 허용 등으로 의료 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도 기존 의료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논의 진행 중 

- 민간 보험 시장의 활성화로 건강보험의  

  문제점 보완 시도 중 

 

• IT기술의 도입으로 진료 패턴 및 경영기법 변화 

- 직간접적인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 

• 줄기세포 연구성과 진전 등 의료기술 혁신 

- 첨단 의료 기술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의 성장성 확대 

의료서비스업의 

산업화 

고령화에 의한 의료수요 확대 의료기술의 혁신 

의료서비스 경쟁 심화 의료정책의 변화 

국내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환경변화 요인 

*자료원 :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LG경제연구소 

 고령화 사회 진입, 경쟁의 글로벌화, 첨단 의료기술 등장 및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등 환경변화는 의료서비스 산
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합리성 제고 노력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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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정립 

 지역거점공공병원은 현 국가의료체계 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수적 의료서비스 및 민간 병원 공급이 부족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내의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춘 

2차 공공병원을 의미함 

지역사회의 

기본적인 의료욕구 

충족 

•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급성기 병상을 유지하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50병상 이상 규모의 급성기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의 거점으로 병원을 운영 

• 주변 민간병원과 비교해도 우수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재투자 

• 전체 의료행위(ADRG 기준)의 50% 정도를 포괄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 

• 진료지침에 따른 적정 진료 시행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 

•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 지역 응급의료 센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확충 

- 광역 응급의료 센터(국립대병원 등)와 연계 체계 확립 

• 재활 및 장기요양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40~80병상(1~2병동) 규모의 재활 및 장기 요양 병상 운영 

- 입원, 외래, 주간보호서비스,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보건소, 복지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가칭 지역보건의료센터) 설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개념 

지역거점병원 모델사업 추진 

추진대책 

시설·장비 현대화 

우수의료진 확보 

공공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 촉진 

주기적 평가 및 운영투명성 제고  

민간과 차별되는 공공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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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1) 도입배경(1/3)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제도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육성, 공공병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기존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 평가’를 개선하여 2006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중인 경영
평가제도임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지역거점 공공병원 

혁신 추진 

공공성 강화 추진으로 

민간과 차별되는         

서비스 제공 

•지역 특성에 기반한 개별병원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우수 의료진 확보 추진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기준의 마련 및 연례 평가 

•이사회 구성 개편 및 기능 강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응급의료, 재활, 장기 요양, 호스피스, 전염병 진료 등 포괄적 서비스 

•표준 진료 지침에 따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보건사업 확대, 공공보건의료
기관간 서비스 연계,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사업과 연계 도모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건강격차 완화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분야 및 지역단위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 및 비상시 지역사회주민 의료서비스를 위한 최후의 의료안전망 

공공병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관리 강화 

지역주민과 병원직원의 

운영 참여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운영계획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공표하여 병원운영과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 유도 

•지역주민의 경영참여,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견 수렴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직원에게 공개하여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공공병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계획대비 사업시행 상황, 진료환경과 관리체계, 경영수지, 공공성 등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 

•기능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체계를 마련 

•기술지원, 정보관리, 경영 컨설팅, 사업 지도감독,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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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2) 목적 및 관련 정책(2/3)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제도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평가기준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결과 공개 및 예산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운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공공의료 관련 정책 및 운영평가의 기대효과 

 시사점 

• 정부 정책의 지향방향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성과지표 설정 필요 

정 책 명 정책내용 
지역공공병원의 혁신을 유도 

상승효과(synergy) 지표 

공공
의료
정책 

공공병원     

기능 강화 
공공보건 의료계획 

병원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활동 강화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역거점     

병원 육성 
국고지원 사업 시설 장비 기능강화사업 

시설 환경 및 관리 

장비관리 체계 

지역보건 정책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 

정신 및 재활보건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지역건강증진사업 

지역 보건교육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 재활정신사업 

응급의료체계 강화 응급의료 개선 지역 응급의료 강화 지역 응급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관리 개선 감염병관리 대응력 제고 

감염병 병상 

감염병 표본감시 참여 

감염병 대응체계 

노인요양기관 확충 병상 공급 합리화 요양 병상 확보 및 서비스 강화 장기요양 지원 서비스 

의료기관 정책 
의료기관 평가     

개방병원 제도 

의료제공 수준 제고 

의료자원 활용도 제고 

환자 만족도 

의료제공체계 

보건의료정책 참여도 

지역 특성별             

보건의료 공급 강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공급강화 

계획수립,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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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3) 운영평가 체계 개요(3/3)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는 지방의료원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의 Feedback은 의료원 경영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반영에 중점을 두
고 있음    

       역할 

기능 
의료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운영체계 합리적 운영 공공적 관리 

합리적 운영 

계획 

경영관리 

경영성과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체계 

의료 안전망 기능 

포괄적 서비스 

공공적 관리 

거버넌스 

윤리경영 

작업환경, 사회공헌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영역 

양질의 의료 

안전과 질향상 

진료의 적정성 

환자 만족도 

운영성과 

사업성과 

영역별 평가분야  

중장기 전략과 

운영계획 및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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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의료환경 
 1) 의료수요현황(1/2) 

 특히, 새만금지구의 개발을 통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유입되고 국제 해양관광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과 경제발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새만금 개발 지구 내 국내·외 기업의 유치 활성화 

- 1991년 개발사업을 시작한 새만금 개발 지구가 

2009년 사업완료 됨에 따라 국내·외 많은 기업들
의 유치를 통해 인구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음 

 

• 도로,항만,항공이 어우러진 국제적 기업도시로 변모 

- 2006년도 44개 기업(1조 6,600억원), 2007년도 

218개 기업(1조 8,300억원)의 유치를 통해 국제
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유
치를 통해서 14,838명의 고용창출효과와 37,096

명의 인구유입효과를 나타냄 

 

• 새만금 외국인 투자유치 탄력 

       - 2013년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인세 

      와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임.  

     

• 사업기간 : 2006년 ~ 2020년(총 15년 소요예정) 

• 사업예산 : 총 9,219억원 

• 주요시설 : 해양문화전시관, 생태박물관 등 

• 추진목적 

- 미래의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휴
양기능 부여로 전북을 서해안 관광 거점지로 육
성 개발 

- 국제적인 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군산군도 진입도로를 국도지정 개설로 소외된 

도서주민 사기양양 및 주민 불편 해소 

(총 10개 마을 449가구 1,717명) 

• 기대효과 

- 국내 관광객뿐만이 아닌 국제관광객의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 천연의 해양자원을 활
용한 관광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 이
에 따른 주민의 소득창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
화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른 기업유치 활성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6. 지역의료환경 
  2) 의료수요현황(2/2) 

 지역 내 심장질환(심혈관)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한계로 사망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20.7%를 차지하며,  2010년 351명에 비해 소폭 상승 하였으며, 심혈관 질환자 발생 시  

현재는 시설 및 심혈관장비가 없어 타지역으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응급 및 심혈관 센터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군산시 3대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질병이환 및 사망의외인, 총사망자의 70.2% 

2  

3  

5  

8  

23  

35  

45  

48  

75  

75  

77  

141  

216  

216  

373  

457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혈액 및 조혈기관계통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질환 

   호흡기계통의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순환기계통의 질환 

   신생물 

2012년  군산시  원인별  사망자  현황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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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외부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 

Ⅰ 군산의료원 현황진단 및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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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조직의 재정비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직제를 개편 

        ( 4부 24과 5센터 10팀  4실 →  3부  23과  5센터 13팀으로 개편)   

○. 역량분석(Mechanism) 
  1) 조직구조 개편(1/2) 

 시사점 

• 위  · 수탁기관운영으로 인한 대학
병원 규모의 조직구성을  직영전환 

  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로 조직개편 

 

•  방망경영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직제개편을 통한 실과 폐지  

 

• 효율적  인력관리 도모를 위한 

  재정비  

감사 이사회 

원장 

진료부 관리부 
공공·교육 

사업부 

내         과 
외         과 
정 형 외 과 
신 경 외 과 
흉 부 외 과 
성 형 외 과 
신  경  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안        과 
피  부  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  리  과 

마취통증의학과 
치      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한 방 과 

 

공공 · QI팀 
(공공, QI ,  
감염관리, 

교육) 

기 획 홍 보 팀 
 

총  무   팀 
 

경  리  팀 
 

원  무  팀 
 

시설관리팀 

응급의료센터 
심 혈 관 센터 
국제진료센터 
여성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검진대외협력팀) 

약  제  팀 
간  호  팀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재활의학팀 
영  양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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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개선,  운영평가 양질의 의료 개선 

 공공보건사회사업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충실 

  최상의 의료 질 제공으로 인한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 

○. 역량분석(Mechanism) 
  2) 조직구조 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지향(2/2) 

예방 / 진단 

의료서비스 

진료과장 진료일수 개선(주/1.5~2.5일  → 주/3 ~5일) 

Surgery 의사 강화를 통한 최상의  의료 질  제공 

고객만족 향상, 의료적정성 강화, 효율적 공공성 확립 

기능보강 특성화 사업 발굴, 부대시설 확장, 

Support 

Activities 

Primary Activities 

만성 / 재활 

의료서비스 

요양 / 기타 

부대서비스 

급성 

의료서비스 

응급 

의료서비스 

군산의료원 Value System 사업별 필요기능 

 기획 

• 사업환경분석/고객수요조사 

• 신규사업모델 개발 

• 성과평가 

 실행 

• 해당서비스 경쟁력 강화 

• 수익성 및 공공성 제고 

 지원 

• 전·후방 서비스와 연계성 강화 

• 의료원 자원의 효율적 배분 

• 구성원 학습 및 성장 



Ⅰ 군산의료원 현황진단 및 환경분석 

Ⅱ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Ⅲ 세부전략과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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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및 비전 재정립 

전략적 방향성 도출(SWOT분석) 

세부전략과제 도출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Ⅱ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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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션의 재정립 

 군산의료원의 기존 미션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며, 각 문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 

의 식 

개 선 

고객을 위한 병원 

신뢰받는 병원 

능 률 

노 력 

경영효율화 공공성 강화 

미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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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전의  재정립 

 군산의료원의 기존 비전을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며, 각 문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군산의료원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신뢰받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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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비전 및 단계별 추진목표를 수립함. 단계별 추진목표는 3년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최고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별 추진 우선순위를 체계화함  

군산의료원의 비전 

단기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신뢰받는 병원 

병원특성화 및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 기반조성 

단계별 추진목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 창출 및 수행 

중기 

장기 

2014 2015~2017 2018~2020 

• 중장기비전 및 전략 공유 

• 병원특성화 전략기획 

• 특성분야의 경쟁력강화 

•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도입 

• 예방/진단/만성/재활/요양 

서비스 분야별 중점사업 

선정 및 수행 

• 지역거점공공병원 실현 

• 고객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를 통한 지속적 발전  

특성화 분야 단계적 확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사업포트폴리오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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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운영목표 

조직의 체질 변화 

• 기구, 조직, 제도 개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도모 

•  내부 감사 기능 강화 

•  업무의 Multiplayer, 소통 , 주인의식 고취 

   비용 절감 

• 원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기여 

•  추산제도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예산대비5% 이상) 

•  공동입찰 시행 

•  부대시설 확장으로  수입증대 도모(푸드코너, 제과점 등) 

   의료 질 개선 

•  진료시간 개선(주 3 ~ 5일 근무) 

•  진료대기시간 단축 

•  의료의 적정성 추구(약제, 주사제, 항생제 등) 

•  우수 의료진 확보(Surgery과 강화) 

첨단 의료장비 도입 

• 위원회 심의 강화와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적시적 의료장비 도입   

•  사용실적 분석을 통한 장비의 활성화 도모 

   고객만족도 제고 

• 퇴원환자 사후 관리 강화(퇴원환자, 진료과 선정 상담창구 구축) 

•  퇴원환자 예고제 정착(100%) 

•  지속적 Catch phrase 시행, QI활동 강화, 화합의 노사문화 형성 

•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 대내외적 홍보 강화 

경 영 효 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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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운영목표 

 공 공 성 강 화 

민간병원 회피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 지역사회 재활 보건사업(양·한방 재활센터 운영) 

• 여성의학센터 및 분만실 운영 

 감염병 대비 

• 감염예방 캠페인 등 건강증진 생활화 

• 지역사회 질병예방사업 강화 

• 공공사업실과 연계 홍보 및 체험 교육 

• 최신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제공 

• 표본감시 활동 강화 

    공공보건 사회사업 

•  치매조기검진  

•  찾아가는 가정간호 

•  지역주민 보건교육,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자 관리 

•  의료취약계층 주민 건강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무료진료 

•  지역주민 건강걷기대회,  심·뇌혈관질환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 외부인사 위촉(외부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 

• 사랑의 나눔행사 전개(쌀, 교복 등 지원) 

• 지역행사 시 의료지원 

•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상담 및 연계  

 (보험, 급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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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미션 재정립 

전략적 방향성 도출(SWOT분석) 

세부전략과제 도출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Ⅱ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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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분석의 시사점 
1) SER-M-P 분석결과 종합(1/2)  

 군산의료원 현황 및 환경분석 결과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경영정상화 기반 조성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전략방향을 추진해야 함   

경영정상화 기반조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Performance (As-Is)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신뢰받는 병원 

• 경쟁개념 도입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관리비용의 최소화 효과 극대화 필요성 

•  직영전환에 따른 경영 정상화에 주력 

•  건전한 노사 문화 조성 

   - 노·사간의 신뢰감 증진으로 합리적 수준의    

   임금 결정 

•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명확한 
성과지표 도입 필요성 

Resource분석 시사점 

• 우수의료진 및 지역 내 최고의 시설을 활용한 
경쟁력 극대화 방안 강구 

•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의료전문성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장비 도입 및 활용 극대화 

• 고객만족도 제고 및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첨단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성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별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급성진료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기능별 조직구조를 사업별 조직으로  
개편할 필요성 증가 

• QI활동 강화를 통한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경주 

• 비전 및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 

Subject 분석 시사점 

Mechanism 분석 시사점 

Environment분석 시사점 

• 의료산업화 논의 본격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가 

•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 및 기능 강화가 요구됨.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달성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 

• 지역경제의 성장가능성 및 잠재적 경쟁자에 

대비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 

• 누적결손금: 537억원 

• 13년 의료수익: 409억원 

• 보호대상환자진료비율 

• 외래: 11.9% 

• 입원: 16.9%  

• 양.한방재활센터 운영 

• 인공신장센터 운영 

• 건강증진센터 확충 운영 

•  道경영평가 A등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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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분석의 시사점 
 2)전략적 방향성 도출(2/2) 

 군산의료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영역의 단계적 확대 및 수익성과 공공성
의 조화를 고려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음 

 국가의료정책 및 의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급성기 중심의 양적 확대 전략이 아닌 포괄적 보
건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지속가능한 

성장 

현재 

의료원 

사업영역의 

다각화 

급성기중심 

Value System 확장(급성기진료→재활/요양→예방/진단) 

경
영
정
상
화 

수익성 

공공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불
가피한 급성기 중심의 2차 의
료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성장
한계에 도달 

• Value System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고객만
족도 제고 필요성 증가 

• 민간부문의 보완적 역할을 수
행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주요 역할에 해당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해외 

선진국가들의 의료공급체계 

변화 방향과 일치 

경영정상화 기반조성 

• 진료환자 수 감소 및 의료급
여 환자비율 증가추세 등 수
익구조 악화에 따라, 우수 의
료진 및 시설자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증가  

•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기대 

• 사업포트폴리오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
를 통해 의료원의 가치 제고 

•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수
익성의 조화추구 

<지방의료원의 성장경로> <전략적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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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분석 
 1)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 종합(1/3) 

 외부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결과를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강점과 약점으로 종합 

 

• 양·한방재활센터 운영 

•  직영전환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  우수한 인공신장실 운영 

•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 새만금 개발에 따라 외부 기업진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수요 증가 예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역할 충실 - 고객확보 가능성 증대 

강점(Strengths) 

• 군산 지역 내 최고의 시설 및 장비 확보 

• 전 직원의 적극적 의료원 QI활동 수행 

• 전 직원의 주인의식 고취 

•  전라북도(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충실한 공공보건사업 수행 

•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의 전환기 

• 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한 전 직원의 공유 미흡 

• 병원 및 진료과 차원의 전문성 및 정체성 확립 미흡 

• 급성기 중심 조직구조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상대적 부족 

• 전 직원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미흡 

기회요인(Opportunities) 

약점(Weaknesses) 

위협요인(Threats) 

•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우려 

• 지역 내 대형병원 진출 가능성 및 기존 민간병원의 대형화  

및 소형 민간병원의 개원 등으로 경쟁심화 

• 도로발달 등으로 인근 지역 3차 병원으로의 환자유출 심화 

• 간호인력 부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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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분석 
 2) SWOT 분석에 의한 세부전략 도출(2/3) 

 사업의 기회와 위협, 의료원의 강점과 약점을 이용하여 군산의료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다음과 같
이 도출함 

STRATEGY 

from 

SWOT ANALYSIS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예방/진단, 재활/요양 관련 서비스 수요 증가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진료 공백 우려 

새만금 개발에 의한 기업고객 확대 가능성 대형병원 환자유출 및 민간병원의 진출 증대 

특화분야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강점 

(Strengths) 

지역 내 최고의 시
설 및 장비 보유 

 

전 직원의 적극적 

QI 활동 및 주인의
식 고취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수행 관심 증대 

공공보건 사업 수행 

약점 

(Weakness) 

위탁운영에서 직영
체제로의 전환기 

  

전략의 공유 및 성
과관리체계 미흡 

병원 특성화 미흡으
로 브랜드가치 저하  

포괄적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여건 미흡 

신규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사업포트폴리오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투자효율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조달 및 예산운용 

고객중심의 QI활동 강화로 브랜드가치 제고 

직영체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노력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기획/지원 기능 강화 

전략적 성과관리 및 정보화 시스템 활용 

병원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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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OT분석 
3) 전략목표와 세부전략의 연계성(3/3)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의 수행은  4가지 전략목표를 중간지표로 활용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신규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사업포트폴리오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투자효율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조달 및 예산운용  

고객중심의 QI활동 강화로 브랜드가치 제고 

비전 및 전략의 공유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기획/실행/지원 기능 강화 

전략적 성과관리 및 정보화 시스템 도입 

병원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확보 

경영정상화 

기반조성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익구조 개선 

효율적 자원활용 

사회적 가치 증대 

고객만족도 제고 

W-O전략 

S-O전략 

S-T전략 

W-T전략 

전략적 방향성  전략목표  세부전략 전략도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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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전략과제 도출 

 각각의 세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군산의료원이 수행하여야 할 세부 전략과제를 도출함 

 각각의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세부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사회적 가치 증대 

  

수익구조 개선 

고객만족도 제고 

효율적 자원배분 

 

신규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병원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확보 

인력 및 장비의 투자효율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조달 및 예산운용  

전략적 성과관리 및 정보화 시스템 도입 

사업포트폴리오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별 기획/지원 기능 강화 
비전 및 전략의 공유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고객만족도 제고 

 

IT시스템 확충을 통한 업무효율화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경영혁신 목표 이행 

   

 

의사별 연봉제 실시 

부서별 QI 실시 

공공보건사회사업 확대 

화합의 노사문화 형성 

진료일수 확대,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 전개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 

신포괄제도 효율적 운영 

 

 병원특성화를 위한 적시적 의료장비 확충 

우수의료진 확보, 응급 ·심혈관센터 확충 

장례식장 확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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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도달 할 있도록 노력함 

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1) 의업수익 증대 

의업수익 증대 

사업목표 

• 진료수익 42,942백만원 목표설정 

  (전년대비 2,045백만원 증) 

•  매년 5% 수익증대 목표 설정 

사업의 

필요성 

• 우수의료진 확보 

  우수의료진의 확보로 직영체제 전환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감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 

  하여 이전과 다름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직역주민의 의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더블어 수익증대 

 향상에 기여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3년)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 우수의료진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확보 및 진료의 활성화 기여로  진료인원 

  확대 와 수익창출 기대 

•  의사진료시간 개선 : 진료시간 2.5일/주   

   → 3일~5일/ 주 

세부내용 

• 우수의료진 확보(총4명)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신경외과 전문의1명, 

  정형외과 전문의 1명, 안과 전문의 1명  

•  의사별 실적 연동 연봉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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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2) 시스템 구축(원가분석, 약품재고관리 등) 

 시스템   구 축 

사업목표 

• 10%이하 

  (실재고와 전산상 오차 범위) 

•  2015년(5%이하), 2016년(3%이하) 

• 원가분석 시스템 운용 ; 14. 1월 ~ 
사업의 

필요성 

• 약품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진료에 필요한 약품의 적정량  확보 및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 

  

•   원가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3년)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 원내 약물정보 파악, 지속적 등재 

•  입고, 출고, 구매관리 전산화 

•  약품적정 재고관리 시행 

•  실재고 조사 실시 

•  DC약과 청구의약품의 모든 절차 전산화 

• 의사별 원가분석 시스템 운용으로 

  진료동기 부여 

세부내용 

• 필요한 모든 약물정도 파악 및 지속적 전산  

  등재 

•  적정재고량 파악하여 구매함으로써 효율적 

  재고 관리 

•  분기별 실재고 조사실시 

•  의사별 원가분석 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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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3) 타 병원 후송환자 줄이기  

후송환자  줄이기 

사업목표 

• 791명 이하 

  (응급실 후송환자 전년대비 5% 줄이기) 

•  매년 5%이하 줄이기 

사업의 

필요성 

• 타  의료기관 후송환자 줄이기 

  최근 5년간 군산의료원에서 타병원으로 

 구급차 이용 후송환자 수는 년 평균833명 

으로 응급실 내원시 증상에 따른 전문의 

부재로 인해 진료대기시간  및 타 병원  

이송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3년) 

소요예산 • 없음 

기대효과 

• 전문의 정착을 통해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기시간 및 이송환자의 불만을 해소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 

세부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확보 

•  응급의학과 전문의 외 증상에 따른 전문의 

  정착화(전문의 Call 시스템 강화) 

•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대처 및 자세한 설명 

•  지속적 Catch Phrase 실행 

•  후송일지 보완 및 관리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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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4)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 

사업목표 

•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 

   - 2014년  목표 80.0% 

   - 2015년 81.0% 

   - 2016년  82.0%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 

 관내 최고의 병원이라는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으로 지역민이  

다시 찾고 싶은 병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3년) 

소요예산 • 1,520천원 

기대효과 •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을 통한 수익증대 기여 

세부내용 

• 인사, 전화예절, 상황별 응대 등 친절  

  모니터링 실시(년2회) 

•  CS전문강사 교육(년2회) 및 부서별 친절 

  교육 실시 

•  매 분기별 치절교육 및 칭찬릴레이 직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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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5) 공공의료 활성화 

공공의료  활성화 

사업목표 

•  2014년 : 재능기부 사업2종 추가  

   (2013년 방문무료진료 외 12종) 

•  매년 신규사업 2종이상  실시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 

  민간의료기관이 회피하는 영역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건강한  삶의 기회 제공 

인근  시· 군까지 공공의료 시혜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안정만 기능 강화 

사업기간 •2014년 ~ 2016년(3년) 

소요예산 • 150,273천원 

기대효과 

•  진료권의 공간적 범위를 익산, 서천, 부안,  

   정읍까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홍보 및 

  안내 등 정보의 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폭넓은 대상 

 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함 

세부내용 

• 기존사업 : 방문 무료진료 외 12가지 공공 

  사업 진행 

•  신규사업 :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공사업 격려 및 지원 

  - 저소득층(독거노인) 어르신 돌봄 

  - 지역아동센터 배식 지원 

  -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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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6) 의료장비 확충(1/3) 

 대형병원·전문병원 등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교통의 발달 등으로 진료권의 범위가 확장되어 감에 따
라 의료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장비 확충이 요구됨 

의료장비 확충 

사업목적 

• 진료의 전문화 및 민간병원과의 차별화를 도
모하고 효율적인 장비 관리로 지역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며,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의 

필요성 

• 지역병원으로서의  한계점 존재 

- 군산의료원은 현 진료권역에서 타 병원보
다도 많은 병상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수한 

진료진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
실적으로 지역병원으로서의 한계 존재 

• 수익구조 개선 및 대외 홍보의 강화 필요 

- 전북지역에서 군산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
는 방안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지명도를 높여나가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
료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구매 및 유지관리, 

기관 홍보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임 

• 효율적인 의료장비 구매 및 관리계획 수립 

-군산의료원은 환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가 만족하고 감동
할 수 있는 병원관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델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국내 병원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이 되
도록 의료장비 구매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
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3년) 

소요예산 • 총 3,854백만원 

기대효과 

• 첨단장비의 도입과 기존 노후장비의 교체를 

통해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음 

• 체계적인 장비 수급계획을 통해 중복적인 장
비 구매의 방지 등 효율적인 의료장비 구매 

및 관리를 할 수 있음 

• 대외적으로도 신규 첨단장비의 도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 홍보의 이점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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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6) 의료장비 확충 세부계획(2/3) 

 의료장비 확충은 군산의료원의 특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 및 노후장비 교체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발전개요 
• 의료장비 확충사업은 군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수반되어야  할  진료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됨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디지털 일반촬영기, 세균자동 염색기, 전동식온냉배식카, 마취기,  

 스파이더시스템, 수술현미경 

 혈액응고 검사기, 초음파진단기(영상), 제세동기, 환자감시장치, 의료용 침대 

 적혈구 침강속도 측정기,  육안검사대, 조직육안사진촬영기, 동결절편기, 초음파세척기, Ventilator, 

무영등, 고주파소작기, 수술용 침대, Bipolar system, CT 

의료장비 확충(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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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6) 의료장비 확충 추진로드맵(3/3) 

 의료장비 확충사업의 성과지표는 해당 진료과별 사업계획에 따른 적시적 구입 여부와 특성화 센터의 운영목표 대비 

실제 활용률을 통해 측정될 수 있음 

의료장비 확충 Road Map 

진료과별 특성화 연계 연도별 장비신청 및 수급 

목적 

주요활동 

추진일정 

• 심혈관센터, 수술실 및 중환자
실 확충사업, 관절센터개설, 혈
액검사기능강화사업, 안과 및 

이비인후과부분강화사업 

• 센터 개설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확보 

• 적극적 대외홍보를 통하여 병
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 

• 12~15년 :심혈관센터, 수술실 및 
중환자실 확충 

• 연도별 의료장비 계획에 따른 

의료장비 신청과 수급을 진행
하며, 기존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병행 

• 연도별 의료장비 수급 및 관리
계획에 따른 신청, 수급, 점검 

및 관리 활동 

• 결정된 장비에 대한 구입 및 교
체완료, 운영 

• 2014년~2016년 

성과지표 
• 센터 운영 목표 대비 운영실적 

  (의료장비 회전율) 
• 국고지원 대비 구입률 

• 도입장비에 대한 활용도 

연도별 장비수급 계획 수립 

• 재물실사를 통한 노후장비와 불
용장비의 결정, 그리고 신규장비
에 대한 도입 타당성 분석 

• 재물실사(노후장비, 불용장비에 

대한 실사 및 검증) 

• 신규 장비에 대한 도입 타당성 

분석(활용도 및 수익성 고려) 

• 사업계획서 제출 

• 2013년 

• 연도별 의료장비 구매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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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7) 응급·심혈관센터  확충사업(1/3) 

 군산 및 인근 지역의 심장질환 의료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심혈관센터가 없어 심장 질
환 및 응급환자의 의료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시설이  절실하고, 응급병동을 신설하여  지역응급센터의  기능
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응급  · 심혈관센터   확충 

사업목적 
• 심혈관센터 개설 

• 응급센터의 기능강화(응급병동 신설) 

사업의 

필요성 

• 심장질환 사망률의 증가 

   관상동맥질환의 경우에 1983년 인구 10만
명당 2.2명에서 2001년 21.9명으로 20년이 
채 안되는 사이에 무려 10배나 증가하였으
며, 07년 43.7명으로 확연히 늘어나 현재 심
질환은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 질환이지만 
조만간 이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 됨. 

 

• 심혈관 센터 의료공백 

  - 전북 서북부 및 충남 서남부 지역에는 심혈
관 질환을 진단 및 시술할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민의 위험부담을 가지고 타 지역 대형병
원으로 가는 현실로서 지역민에게 건강한 삶
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심혈관 센
터를 개설함. 

사업기간 •2011년 ~ 2014년(4년) 

소요예산 
•시설 4,800백만원 (국비50%, 도비50%) 

•장비 2,240백만원 (국비50%, 도비50%) 

기대효과 

• 심장질환 환자의 다양한 의료욕구 해소 

• 지역사회 심장질환 의료 전달체계 수립 및  

   적절한 심장질환 의료 서비스 제공 

• 적극적 대외사업 및 홍보를 통한 병원의 위
상 강화 

•  응급병동 신설로 응급센터 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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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7) 응급·심혈관센터 확충사업 세부계획(2/3) 

 심혈관센터 및 부속시설의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시설비가 약 48억원 의료장비 22.4억원 이며, 향후 전문진료
센터의 개설을 통해 심혈관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응급시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
음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금액(백만원) 산출기초 

심혈관센터 및  부속
시설(응급병동) 

건축공사 4,371 

•2,100㎡×1,900,000원=3,990,000,000원(증축) 

•540㎡×705000원=380,700,000원 

  비율 : 건축47%, 기계30%, 전기15%, 기타8%  

설계 및 감리용역    298 
•설계비 : 246,961,500원(4,371,000,000×5.65%) 

•감리비 :   51,577,800원(4,371,000,000×1.18%) 

시설부대비 외    131 

•시설부대비 : 11,800,890원 

•교통-도시계획 : 50,000,000원 

•각종시설분담금 : 30,000,000원 

•기타비용(사인물 등) : 38,980,300원  

심혈관 

의료장비 

Angiograhic system  1,390 1 system 

심장 초음파 진단기     400 1 system 

혈관내 초음파기     200 1 대 

IABP      100 1대 

심박동기       30 3대 

환자감시장치 SET      120 1대 

응급 · 심혈관 센터 확충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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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7) 응급·심혈관센터  추진로드맵(3/3)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국고지원사업 승인 및 실질적 수익구조 개선의 필수조건임.  

 성공요인을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의 달성 노력이 요구됨 

응급 · 심혈관센터 확충 

 Road Map 

응급 · 심혈관센터에 대한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 

응급 · 심혈관센터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 

 응급 · 심혈관센터  준공 및 

 운영 

목적 

주요활동 

추진일정 

•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성 분석
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군산지역 심장질환 환자 현황 

분석 

• 사업 수익성 분석 

• 국고지원사업 승인 신청 

• 심혈관 센터, 응급병동 

  설립기반 조성 

• 설계용역 발주 및 납품 

• 심혈관 센터 핵심성공요인
(KSF) 파악 

• 준공까지의 설립과정에서의 

감독과 설립 후 심혈관센터 운
영을 위한 인력, 장비의 수급계
획을 수립 

• 공사 진행 감독 및 관리 

• 심혈관센터, 응급병동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확보 

성과지표 
• 센터설립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서 제출 
• 설계용역 및 심의완료 

• 응급 · 심혈관센터 개설 

• 운영수익 및 진료실적 

• 2011년 9월 ~2012년 12월 • 2013년 04월 ~2013년 12월 • 2014년 02월 ~ 2014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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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8) 장례식장 확충사업(1/3) 

 장례식장 규모 및 운영형태가 대형화․고급화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당원의 장례식장은 협소한 시설 등으로 인해  

      의료원에서 사망하는 환자에 대한 장례도 수용하지 못하고 타 장례식장으로 이동시킴에 따른 불편함을 초래함. 

장례식장  확충사업 

사업 

계획 

   ▫ 2015년 기능강화(시설) 국고지원사업  

   계획서 제출 

사업의 

필요성 

▫2010.3.2일부터 직영운영에서 임대로  전환하 여 

  운영 중이나  임대  전·후의 년간 안치건수가  

   동일하고, 원내사망환자가 타 장례식장으로 

   유출되는 이용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는 

    실정임.  

 

▫ 시설이 열악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타 장례식장 

    선호 

 ▫ 직영으로 전환되더라도 수입 창출에 어려움  

  어려움 발생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3년) 

소요예산 • 8,100백만원 

기대효과 

사회적 측면 

-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보에 따른 공공병원 이미지 개선 

-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장례문화 간소화 개선 

- 민간병원의 장례식장 편법운영의 견제역할 수행 

 

의료원 측면 

- 쾌적하고 편안한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병원의 위상정립 

- 저렴한 장례비용으로 신뢰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장례식장 이용객을 연계한 환자 유치로 경영활성화 

- 장례식장 이용자 증가에 따른 의업외 수입증대 



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8) 장례식장 확충사업 세부계획(2/3) 

  현대적인 시설 장례식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및 의료원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장례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의업외 수입증대를 통하여 병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52 - 

장례식장 확충사업 (세부 계획) 

실   행   방   법 

 ▫ 2015년 기능상화(시설) 국고지원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 전라북도의회 

  - 전라북도 예산과 

  -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 이사회 등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 

   ▫  연  면  적 :  4,100㎡(1,242평)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예   산 : 8,100백만원(국·도비 각 50%) 

층 별 용 도 면 적(㎡) 

지하1층 기계실, 안치․입관실, 주방 1,000 

1층 사무실, 휴게실, 매점, 예식실 1,100 

2층 빈소(접객, 분향, 대기실 등) 1,100 

3층 빈소(접객, 분향, 대기실 등)    900 

합 계 4,100 

현재 제공 의료서비스 시설보강 후 의료서비스 

  면적 800㎡   면적 4,100㎡ 

분향실 : 3실 284㎡  

(지하 1층 45평, 25평, 16평) 

분향실 2,000㎡ 
(2층, 3층) 

 규모 : 지하중층 ~ 지하1층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규  모  ·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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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8) 장례식장 확충 로드맵(3/3)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국고지원사업 승인 및 실질적 수익구조 개선의 필수 조건임.  

 성공요인을 고려한 단계별 성과지표의 달성 노력이 요구됨 

장례식장  확충 

 Road Map 

 장례식장 확충사업에 대한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 

장례식장 확충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장례식장 확충 준공 및 운영 

목적 

주요활동 

추진일정 

•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성 분석
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 군산지역 장례식장 운영 및 현
황 분석 

• 사업 수익성 분석 

• 국고지원사업 승인 신청 

• 장례식장 확충(별동)을 위한 

  설립기반 조성 

• 설계용역 발주 및 납품 

• 장례식장 운영 핵심성공요인
(KSF) 파악 

• 준공까지의 설립과정에서의 

감독과 설립 후 장례식장 운영
을 위한 인력, 장비의 수급계획
을 수립 

• 공사 진행 감독 및 관리 

•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확보 

성과지표 
•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서 제출 
• 설계용역 및 심의완료 

• 장례식장 준공 및 사용승인 

• 운영수익 및 진료실적 

• 2014년  7월 ~ 2014년 9월 • 2015년 01월 ~2015년 12월 • 2016년 01월 ~ 2016년 12월 



Ⅰ 군산의료원 현황진단 및 환경분석 

Ⅱ 중장기전략체계 수립 

Ⅲ 세부전략과제 설계(연간운영계획) 



2014년 연 간 경 영 계 획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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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목차 

 군산의료원 2014년도 연간경영계획의 기본 목차는 다음과 같음 

 

Ⅰ 2014년 경영방향 

Ⅱ 전략과제 실행계획 

III 2014년 경영목표 



Ⅰ 2014년 경영방향 

의료원 경영목표 

2014년 전략실행과제 

2014년 운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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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원 경영목표 

 군산의료원의 경영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의 시기 구분에 따른 전략적 과제를 실행해야 하며, 

2014년 연간경영계획에는 단기 전략적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활동의 추진목적, 계획 등을 반영함 

군산의료원의 비전 

단기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신뢰받는 병원 

병원특성화 및 전략적 성과관리를 통한 

경영정상화 기반조성 

단계별 추진목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도 극대화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 창출 및 수행 

중기 

장기 

2014 2015~2017 2018~2020 

• 중장기비전 및 전략 공유 

• 병원특성화 전략기획 

• 특성분야의 경쟁력 강화 

•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운영 

• 예방/진단/만성/재활/요양 서
비스 분야별 중점사업 선정 

및 수행 

• 지역거점공공병원 실현 

• 고객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속적 발전  

특성화 분야 단계적 확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사업포트폴리오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군산의료원의 미션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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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전략실행 과제 

 군산의료원의 중장기 전략체계하에 비전 달성을 위한 2014년 실행 과제는 다음과 같음 

비전 

경영가치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과제 

경영정상화 기반조성 

수익구조 개선 효율적 자원배분 사회적 가치 증대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신뢰받는 병원 

생명존중 혁신경영 고객만족 상생경영 

• 정관 직제 개편 

• IT시스템 확충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 

• 건전재정 운영 

• 효율적 자금운영 및  

  자산관리 

 

•  의사별 연봉제 실시 

• Surgery 의사 강화 

• 응급의료기관 강화 

•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  장례식장 확충사업 

 

 

• 지역내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 공공보건사회사업 확대 

• 체계적인 감염관리 및  

  예방활동 

고객만족도 제고 

 

• 화합의 노사문화 형성 

•  지역주민 인지도 향상 

• 고객중심 요구도 활용 

미션 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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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경영방침 

조직의 체질 변화 

• 기구, 조직, 제도 개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도모 

•  내부 감사 기능 강화 

•  업무의 Multiplayer, 소통 , 주인의식 고취 

   비용 절감 

• 원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기여 

•  추산제도 강화를 통한 비용절감(예산대비5% 이상) 

•  공동입찰 시행 

•  부대시설 확장으로  수입증대 도모(푸드코너, 제과점 등) 

   의료 질 개선 

•  진료시간 개선(주 3 ~ 5일 근무) 

•  진료대기시간 단축 

•  의료의 적정성 추구(약제, 주사제, 항생제 등) 

•  우수 의료진 확보(Surgery과 강화) 

첨단 의료장비 도입 

• 위원회 심의 강화와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적시적 의료장비 도입   

•  사용실적 분석을 통한 장비의 활성화 도모 

   고객만족도 제고 

• 퇴원환자 사후 관리 강화(퇴원환자, 진료과 선정 상담창구 구축) 

•  퇴원환자 예고제 정착(100%) 

•  지속적 Catch phrase 시행, QI활동 강화, 화합의 노사문화 형성 

•  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 대내외적 홍보 강화 

경 영 효 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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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 경영방침 

 공 공 성 강 화 

민간병원 회피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 지역사회 재활 보건사업(양·한방 재활센터 운영) 

• 여성의학센터 및 분만실 운영 

 감염병 대비 

• 감염예방 캠페인 등 건강증진 생활화 

• 지역사회 질병예방사업 강화 

• 공공사업실과 연계 홍보 및 체험 교육 

• 최신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제공 

• 표본감시 활동 강화 

    공공보건 사회사업 

•  치매조기검진  

•  찾아가는 가정간호 

•  지역주민 보건교육,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자 관리 

•  의료취약계층 주민 건강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무료진료 

•  지역주민 건강걷기대회,  심·뇌혈관질환관리  

 고객만족도 제고 

• 외부인사 위촉(외부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 

• 사랑의 나눔행사 전개(쌀, 교복 등 지원) 

• 지역행사 시 의료지원 

•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상담 및 연계  

 (보험, 급여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Ⅱ 전략과제 실행계획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비용절감) 

공공성  확대 

소 통 

 고객만족  향상 

 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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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1) 협약병원 진료의뢰 활성화 

  협약병원( 지역 병 · 의원)간  진료  의뢰시  핫라인   구축  등  차별화로  공공병원  이미지  제고  및  의업수입  증대 

추진목표 

•협력병원과 이송,회송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의 지속성 확보로 입원치료를 연계하여  

 의업수익 증대 

• 환자의 만족도 향상 및 지역대표 의료기관 

  으로 이미지 강화 

< 협약병원  진료의뢰  활성화  :  원무팀 > 

성과지표 
• 2014년 의뢰건수 450명 (증 49)  

 ( 2013년 의뢰건수 401명 ,12.2% 증가 목표 설정) 

목표치 • 2014년 의뢰건수 450명 이상 

추진방법 

• 의뢰환자에 대한 진료과의 신속한 결과 회신 

 (원무팀 회송 업무담당: 팩스송신) 

•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진료과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산 팝업창 구축 

목표치 

산출근거 
•  협약병원 진료 의뢰 건수 

소요예산 
•  홍보자료 인쇄비용 : 70만원 

•  초청 간담회 비용 : 1백만원                           

추진계획 

• 2014년 1/4 분기 : 협약병원 차별화                                                 

- 신속한 상담 및 예약 응답서비스                 

- 빠른 진료 결과 회신 

• 2014년 2/4 분기 : 협약병원 관계 개선 및 

  유지를 위한 초청 간담회 및 교육 

• 2014년 1/4 ~ 4/4 분기 : 홍보자료 배포                   

 - 진료 의뢰 활성화를 위해 기존 협약병원에  

   관련 홍보 자료 주기적 배포(분기1회) 

수행기간 • 2014년  01월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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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2) 우리병원 사랑하기 

 직원  1인당  초초진환자   1명  모셔오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익  증대  기여  및  주인의식  함양. 

추진목표 

• 직원 1인당 초초진환자 1명 이상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수익증대 및 주인의식 고취 

• 내원환자의 증가로 의료수입 증대 

< 직원  1인당  초초진환자  1명 유치 : 기획홍보팀 > 

성과지표 
•  초초진환자 유치 인원수 

•  초초진환자 진료비 총액의 합 

목표치 • 직원 1명당 초초진환자 1명 유치(연 400명)   

추진방법 

•  직원소개로 내원한 초초진환자 접수시  

  접수창 추천직원란에 입력 

•  통계 추출 프로그램 요청하여 초초진환자 

  유치 인원 통계  

•  초초진환자의 진료비 수익 통계  

목표치 

산출근거 

•매년 12월말에 직원포상 결과  

 (초초진환자 유치 인원수. 초초진환자 진료비 

  총액의 합, 각1~2위자)  

소요예산 •  1백만원(추경예산 반영 예정)                            

추진계획 

• 2014년 03월 : 직원 환자유치 계획 품의 

                원무팀,전산실 협조문 발송 

• 2014년 12월 : 실적에 따라 포상 (총 4명)     

수행기간 • 2014년  03월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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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3)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건강증진센터의  One-stop  System  구축으로  인한 민간병원과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건강검진  활성화를   통해  

검진 수익  향상  도모 

<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  검진대외협력팀 > 

추진목표 

•  고객 중심의 맞춤형 검진 Program 진행 

•  건강증진센터의 One-stop System 구축으로  

  인한 민간병원과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건강 

  검진 활성화 

성과지표 
• 검진증진센터 활성화를 통해 전년대비 8.1% 

  증대 목표 설정 

목표치 
• 검진수입 목표 :  1,773백만원 증대 

                   (전년실적 대비 8.1% 증) 

추진방법 

• 다양한 검진상품 개발  

• 건강검진실을 대외협력팀으로 조직 개편하여           

사업장 검진 유치 등을 통해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주력 

•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장  

  검진 유치 노력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목표치 

산출근거 
• 2014년 결산서  

소요예산 • 900만원  

추진계획 

  

•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개발 및 특화된 검진 

  시행 

•  진료협약 강화를 통한 사업장 건강검진 유치 

  노력 

•  차별화된 검사 활성화 

 

수행기간 •2014년  01월  ~  2014년  12월 



- 66 - 

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4) 치료식  종류 확대를  통한 수입증대  

 15종류의  치료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치료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식으로  처방되어  적정금액을  적용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치료식   코드개설  및  치료식  처방을  유도함으로써  급식 수입 증대 

< 치료식  종류  확대  :  영양팀 > 

추진목표 

• 환자에게 질환에 맞는 치료식을 처방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치료식 코드가 없거나 치료식 종

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식으로 처방되

어지는 경우가 있어, 질환에 알맞은 치료식을 

처방함으로써 급식수입 증대 

성과지표 
• 통풍식외 2종 : 년 200건  

• 연한곤란식 : 1,500건(13년 대비 20% 증가)  

목표치 • 1,700건(통풍식외 3종)  

추진방법 

• 치료식 코드 신설 

 (통풍식, 저요오드식, 위절제후식) 

• 신설된 치료식 코드 진료부에 홍보 

• 연하곤란식(죽) 처방 유도 

 (구강문제로 인하여 필요 시) 

목표치 

산출근거 

• 치료식 확대건수 

• 치료식 확대로 인한 예상 수입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 치료식 현황 파악 

• 2014년 4월 : 치료식 코드 신설 

• 2014년 5월 : 신설된 치료식 코드  

  -진료부 홍보  

  -원무팀 : 코드 신설,  

  -간호팀 : 의료진과 신설된 치료식 내용 공유 

수행기간 •2014년  03월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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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5) 유료식권 금액 일원화 

  유료식권금액이  두  종류(2,200원, 3,000원)로  나뉘어져  판매되고  있으나  판매대상기준이  애매하고,  1식  원가
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유료식권 금액을  3,000원으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향상  및  급식 수입증대 

        기여 

< 유료식권  금액  일원화 : 영양팀 > 

추진목표 

• 1식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영양

관리위원회를 통해 유료식권금액을 3,000원으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향상 및 급식수입 증대 기

여 

성과지표 
• 유료식권 이원화를 일원화 추진여부 

• 급식수입 증대 기여 

목표치 • 유료식권 3,000원으로 일원화 추진결과 

추진방법 

•적정 유료식권 금액 산정 및 산정근거 명시 

  - 적정 유료식권 금액 : 3,000원 

  - 타 병원 외부식권 금액 : 3,000원 

•  영양관리위원회를 통해 유료식권 금액을 일

원화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급식수입 증대 

목표치 

설정근거 

• 유료식권 일원화 

• 유료식권 금액으로 인한  수입증대액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2월 : 유료급식 현황 파악 

• 2014년 3월 : 영양관리위원회 개최 

• 2014년 4월 : 유료식권 일원화 시행 

               (원무팀 유료식권 3,000원 판

매) 

수행기간 •2014년  02월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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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6) 초초진 환자 재진환자 만들기 

 병원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내원  고객을  늘려야  하고   내원고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초초진환자가  일
회성에  그치지  않고   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초초진  환자  재진환자  만들기 : 간호팀 > 

추진목표 
• 연도별 초초진 및 초진환자 내원율 감소로 

  초초진환자 재진환자 만들기 

성과지표 

• 내원환자(초초진, 초진)전화하기 : 간호팀 

• 홍보책자 비치 : 원무팀, 홍보팀 

• 초초진환자 팝업창 구축 : 전산실 

목표치 
• 성과지표 개선을 통한 초초진환자 재진율 

  전년대비 상승률 

추진방법 

•  내원환자(초초진, 초진) 전화하기 

•  초초진환자 접수 시 진료과목 소개,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등  제공 

•  초초진 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전산 팝업창 구축 

•  초초진환자 귀가 후 환자상태여부, 직원응

대, 재진환자 만들기에 필요한 전화 방문 

목표치 

설정근거 
• 2014년 통계자료 분석결과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 팝업창 구축 (전산실) 

• 2014년 3월 21일 : 계획수립 (간호팀) 

• 2014년 3월 24일 : 검토 (진료부장) 

• 2014년 3월 27일 : 회의반영 (진료과장) 

수행기간 •2014년  01월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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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7) 외부의뢰 촬영 활성화   

추진목표 
• 외부의뢰 영상촬영 검사환자를 유치하여  

  수입 증대 도모 

<  외부의뢰  촬영  활성화 :  영상의학팀  > 

성과지표 
• 외부의뢰 촬영 활성화를 통해 전년 실적대비 

   20% 증대 목표 설정   

목표치 
•  의뢰건수  250건, 전년대비 12% 증   

   (2013년 실적 : 223명)     

추진방법 

 

• 외부 개인병원(서천 및 군산) 원장 면담 

  요청 (검진대외협력팀과 연계) 

• 외부협력병원간 의뢰환자 이동시에 차량  

  지원 (원무팀, 총무팀) 

• 의뢰 환자의 신속한 안내와 우선 접수  

  (원무팀) 

 

목표치 

산출근거 
• 외부의뢰 촬영 건수 현황 

소요예산 •없음 

추진계획 

•  1/4 분기 : 외부 의뢰 건수 및 현황 파악 

•  2/4 분기 : 개인 병원장 면담 및 추진계획 

              수립 

•  3/4 분기 : 외부 촬영 업무 홍보 

•  4/4 분기 : 외부 의뢰 파악 및 문제점 개선 

수행기간 •2014년 07월 ~ 2015년  

 개인병원과  본원과의  유대관계  강화로  당원의  우수한   촬영장비  홍보효과를   통한   병원  수익 향상과  군산   

       시민의  기대치  상승  및  병원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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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8) 검진대상자 검진 권유를 통한 수입증대  

추진목표 
• 내원환자 및 방문객에 대한 검진권유를  

 통하여 수검자 유치 확대 및 수입증대 도모        

< 검진대상자   검진  권유 :  간호팀 > 

성과지표 
• 검진권유를 통한  검진인원 수 

•  검진권유를 통한  검진수입액 

목표치 
•  검진인원 2,000명 

• 수입예상액  100백만원  

추진방법 

 

• 내원환자 접수시 ´14년도 대상자 

 (주민등록상 태어난 년도 짝수 해) 확인을  

  통한 검진유도 

• 진료완료시 진료과장님께서 검진 수검  

  확인을 통해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 권유 

• 검진신청 서류를 고객안내 창구 및 진료과에 

  비치하고 작성된 검진신청 서류를 매일  

  수거하여 검진예약을 통한 검진유치 주력  

 

목표치 

산출근거 
•  2014년 결산서 

소요예산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 12월 : 

   - 접수 시 검진유무 확인 및 권유 

   - 진료과 접수 신청서 비치 

   - 신청자 수거 및 전화예약  

   ※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정보 기록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  협조부서 : 진료부서, 간호팀, 원무팀 등 

수행기간 •2014년 03월 ~ 2014년 12월   

 방문객의  진료  · 접수시  검진 유무를  확인하고  검진 수검을  권유하여  검진  대상자  유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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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방안) 
9) 일반수가 상향조정(미공군) 

추진목표 • 현행 미 공군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 상향조정 

<  일반수가  상향조정(미공군) :  원무팀  > 

성과지표 •  미 공군 환자 의료수가 상향 적용 

목표치 •  미 공군 환자 의료수가  전년대비 20% 상향 

추진방법 

 

• 미 공군 입원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협의  

  - 식판교체 및 특별식단 협의 (영양팀) 

•  미 공군 내원환자 적극적 응대 (코디네이터) 

•  미 공군 입원환자 친절한 응대 및 린넨류 

  주기적 교체 등 

 

목표치 

산출근거 

•  미 공군 의료수가 상향에 따른 기여도  

•  2014년 결산서  

소요예산 •없음 

추진계획 

•  1/4 분기 : 3월중 수가관리위원회 안건의결 

•  2/4 분기 : 4~5월 중 미공군 보험사 협의 

              관철 

•  3/4 분기 : 7월 시행 

수행기간 •2014년 03월 ~ 204년 12월   

 일반수가는  보험수가   대비  250% 까지  탄력적으로  인상  운영이  가능함으로,  미  공군  내원환자에게  적용 하는  

의료수가를  20% 상향  조정  의업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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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비용절감)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목표 
• 연차휴가 사용 촉진 및 독려를 통해 년차 

  수당 절감 

<  연차 휴가  사용 촉진 :  총무팀  > 

성과지표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통한 연차사용율 증가 

목표치 
• 2014년 연차사용율  85% 목표 

  (3013년 년차사용율 72.9%)  

추진방법 

 

•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휴가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

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었

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가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데 있

음 

• 직원에게 사용시기 통보 협조문 발송 

• 직원은 사용시기 지정 제출 

• 사용시기 미제출시 휴가 사용시기 지정 

 

목표치 

산출근거 
•  2014년 결산서 

소요예산 •없음 

추진계획 

• 1단계 : 직원에게 사용시기 통보 촉구 단계  

   (7.01. ~7.10. 이내 사용시기 직원에 통보) 

•  2단계 : 직원의 사용시기 지정통보 단계 

 (7.10 ~ 7.20.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전부 

  또는 일부 사용시기 제출 통보) 

•  3단계 : 직원에게 사용시기 지정 통보 단계 

  ( 2단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20 ~ 

    10.31 이내에 미사용한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직원에게 통보) 

수행기간 •2014년 01월 ~ 2014년 12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하여  경영개선  및  재무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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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비용절감)  
2) 물품  구매원가  절감 

추진목표 
•  공급업체와 소통을 통해 관계개선 및 상생 

  모색 

<  물품  구매원가  절감 :  경리팀  > 

성과지표 

• 카테고리별 구매 

•  주요 사용 물품 표준화 및  물품 단순화 

•  단가계약  품목 분석(업체수 줄이고 구매량 늘림)       

목표치 
•  구매 절감액  143백만원 

  (의약품 109백만원, 진료및 검사재료 34백만원)    

추진방법 

 

• 단계적 카테고리별(그룹) 구매전략 수립 

• 주요 사용 물품 표준화 및 같은 기능의  

  물품 단순화 

• 단가계약 품목 매년 분석 거래 업체수를  

  줄이고 1개 업체당 구매량을 늘려 물량  

  집중에 따른 원가 절감 

 

목표치 

산출근거 
•  물품 구매원가 점감 자료 

소요예산 •없음 

추진계획 

•  부서별 담당자들이 단가계약 요구시  

  사용물품 그룹화를 형성하여 신청 

•  원외처방 수가코드 폐쇄 기본 원칙 수립에  

  대한 각 진료과장님들의 참여 

•  주요 사용물품 표준화, 단순화로 효율적  

  재고관리 

•  그룹별 입찰을 통해 다량의 유찰 품목을 

 방지하여 업무가중을 줄이고 업체간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 

수행기간 •2014년 01월 ~ 12월   

 물품   구매  시  카테고리별(그룹)  구매  전략을  수립,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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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비용절감)  
3) 의료기기 교육을 통한  사용연수  연장 및 자체수리 강화 

추진목표 
• 의료기기 관리교육의 시행 및 자체수리 

  비율 유지 

< 의료기기  교육을  통한  사용연수  연장  및  자체수리  강화 :  시설관리팀 > 

성과지표 
• 자체 수리 비율 

• 신규장비 및 고장 잦은 장비 교육 실시 여부       

목표치 

•  자체수리  90% 이상 유지 

•  신규장비 관리 교육 (약 10건) 

•  고장 잦은 장비 교육 (약 1건) 

추진방법 

 

• 의료기기 자체 수리를 통해 수리비 절감 

• 의료기기 예방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연수 연장 

• 고장 의료기기 빠른 조치로 의료공백 최소화 

 

목표치 

산출근거 

•  의료기기 수리비용 절감액 및 교육 실시 여부  

   관련자료 

소요예산 •없음 

추진계획 

•  자체 수리 비율 90%이상 유지 

•  신규장비 관리교육 실시 

•  고장 잦은 장비 교육 실시 

•  외부교육등 지속적인 트레이닝 실시 

•  구두 보고 후 선 수리 검토 

 (수술이나 검사 등 시간의 촉각을 다투는 경

우) 

수행기간 •2014년 01월 ~ 2014년 12월   

 의료기기   관리교육   등  의료기기  예방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수명을  연장하고,  자체수리를   통한  수리비를  

절감   및  빠른  조치로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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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비용절감)  
4) 페인트 자체 도색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목표 • 병실시설 환경 개선 및 비용절감 

<  페인트  자체  도색 :  시설관리팀  > 

성과지표 •  병동 특실 50개 페인트 자체도색 실시여부 

목표치 
•  병실(특실) 50개실 자체 도색으로 인한 

 인한 인건비 절감  (약 8백만원 정도) 

추진방법 

 

• 병실 오염 상황 파악 

• 원무팀 및 병동 간호팀과의 협조를 통해 

  입원 및 퇴원환자 파악 

•  작업 중 타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미화원과의 협조를 통해 병실 소독 및 

  청소하여 청결한 환경 조성  

 

목표치 

산출근거 
•  자체도색 실시여부 및 추정절감액 

소요예산 •3백만원(소모품비 페인트 구입) 

추진계획 

•  2014.03월  : 병실(특실) 도색 (20%) 

•  2014.06월  : 병실(특실) 도색 (50%) 

•  2014.09월  : 병실(특실) 도색 (70%) 

•  2014.12월  : 병실(특실) 도색 (100%) 

수행기간 •2014년 02월 ~ 2014년 12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병실  벽체  오염  및  탈색을   제거하여  청결한  의료  시설환경을  유지하고,  자체  인력으
로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공사비용  절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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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비용절감)  
5) 처방누락 감소활동을 통한 진료비 누수 억제 

추진목표 • 처방누락 감소활동을 통한 진료비 누수 억제       

<  처방누락  감소활동을  통한  진료비  누수 억제:  간호팀  > 

성과지표 • 월별  처치처방  누락건수 및 묶음코드 신설 여부 

목표치 •  처치저방 누락감소 활동 여부 

추진방법 

 

• 처치 묶음 처방 개발 

• 보험계의 협조로 퇴원심사 시 누락건수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부서원 교육  

 

목표치 

산출근거 

• 처방누락  감소활동  

•  수가 관리에 대한 교육실시 

•  모니터링한 결과 회의시 공지 및 개선사항 제출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1단계(03.31.) : 묶음 처방 항목 정리  

•  2단계(04.04.) : 보험계 묶음코드 작업협조 

  및 매월 초 부서별 처치처방 누락건수 및 

  항목 모니터링 요청 

•  3단계 : 4월 간호사 직무교육을 통해 처치 

  처방 누락 및 수가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4단계 : 보험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매주  

  수간호사 회의시 공지 및 개선사항 제출 

수행기간 •2014년 04월 ~ 2014년 12월   

 간호처치  시행  후  입력에  대한  인식부족,  시행자와  입력자의  불일치, EMR로  인한  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처
치처방의  누락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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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비용절감)  
6) 약제성분별  입찰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목표 

• 2014년 7월이후 :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례금제 실시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지원 받음으로써 수익창출에 

기여,DUR제 관련해서도 약품비 절감에 따른  

수익창출 기여, 

<  약제성분별  입찰 : 약제팀  > 

성과지표 
•  인센티브 및 장려금 수익 창출 

•  약품비 원가 절감      

목표치 
•  약품비  20%이상 절감 

   (전년도 4,533백만원) 

추진방법 

 

• 의약품의 저가구매를 이루어 내기 위해 

  기준에 따른 의약품 분류작업 

• 전략적 대응자료(성분입찰 등) 제시 

• 단가계약 저가로 체결하여 인세티브 수익 

•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장려금제도에  

  입원 약품비를 종합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 

  하는 처방총액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 활용 

 

목표치 

산출근거 

•  2014년 7월 까지 : 시장형 실거래가제 

•  2014년 7월 이후 : 처방총액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실시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 의약품 저가구매 입찰에 총력 

•  2014년 5월 DC이후 : 신약, 응급약, 대체약  

         등 모든 입고되는 약에 대해 경제성  

         중요하게 반영 

•  2014년 7월 이후 : ＂처방총액 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 ＂확정되면 세부적인 검토 

        이후 적절한 대응 방침 추진  

•  ※ 리베이트 거래관행 근절 및 의약품  

      유통 선진화 

수행기간 •2014년 02월 ~ 2015년 3월    

 단가계약을  저가로  체결함으로서  인센티브로  인한   병원의  수익창출과  원내  약제비용절감 을  이루고, 7월  이후
에는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장려금제도에  입원  약품비를  종합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총액  

약품비절감  장려금 제도 ＂를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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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자경영 개선 (비용절감)  
7) 위생재료 및 소모품 절감 노력 

추진목표 

• 위생재료 및 소모품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

인 병원경영 도모 산정불가 품목 절감활동을 

통한 수익증대 

< 위생재료  및  소모품  절감  노력 :  간호팀 > 

성과지표 

•  위생재료 적합성 검토하는  위원회 결성 

•  산정불가 품목 리스트와 단가 확인 

•  산정불가 품목 단가 라벨링 

목표치 •  위생재료 및 소모품 절감 활동 여부 

추진방법 

 

• 위생재료 구입시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 결성(진료과장, 중앙공급실 수간호사, 

   구매계장, 보험계 수가담당자 등) 

•  각 단위별 위생재료 정확한 재고량 파악하여 

  불필요한 청구예방 

•  산정불가 품목 단가 라벨링하기 

 

목표치 

산출근거 

•  위생재료 적합성 검토하는  위원회 결성 

•  산정불가 품목 리스트와 단가 확인 

•  산정불가 품목 단가 라벨링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31일 : 간호팀장은 위원회 

  결성에 대한 내용을 진료부장에게 보고 승인 

  - 중앙공급실은 매월 위생재료에 대한 재고량 

    파악 후 필요시 수간호사 회의 시 전달 

  - 산정불가 품목 리스트와 단가 확인 

  - 산정불가 품목 단가 라벨링 

•  2014년 4월 : 부서원 절감활동 필요성 교육 

•  2014년 11월 : 산정불가 품목에 변화된 단가 

  를 부착 부서원이 사용할 때 마다 절감 활동 

수행기간 •2014년 03월 ~ 12월     

 위생재료  및  소모품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병원경영  도모  산정불가  품목  절감활동을  통한  수익증대 



Ⅱ 전략과제 실행계획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비용절감) 

공공성  확대 

소 통 

 고객만족  향상 

 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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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성 확대 
1) 학교방문 건강강좌 실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잠재적  고객 유치
를  위한  이미지  정립 

 

< 학교방문  건강강좌  실시 : 공공 · QI팀 > 

추진목표 
• 지역 내 초 ·중 ·고 방문 및 요구에 맞는 

  보건교육 실시  

성과지표 • 초,중,고등학교 건강강좌 실시 여부 

목표치 • 초,중,고등학교 강좌 4회 (400명) 실시  

추진방법 

• 학교 건강강좌 가능성 여부 검토 

  (교육지원청과 단계별 협조 및 협의) 

• 건강강좌 실행 방안 수립 

• 건강강좌 일정 협의 

• 교육 의뢰 시 담당 진료과 및 직원의 강의 

• 건강강좌 시행 관련 제도적 마련 

목표치 

설정근거 

•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방문 및 요구에 

  맞는 보건교육 실시 여부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학교 건강강좌 가능성 여부 

   검토 (교육지원청과 단계별 협조 및 협의) 

   : 건강강좌 실행 방안 수립 

•  2014년 4월 : 건강강좌 일정 협의 

•  2014년 4월 ~ 12월 : 담당 진료과 및 직원의 

  강의 , 건강강좌 시행 관련 제도적 마련 및  

  보완수정조치 

수행기간 •2014년 03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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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성 확대 
2) 공공사업 선정의 투명성 확보 

 공공 사업에  대한  창의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촉하고  위원회  개최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성을  확립하고  경영전반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사업  선정의  투명성  확보 : 공공 · QI팀  > 

추진목표 

• 공공보건의료사업위원회 개최 및 다양한 

  의견수렴 

성과지표 • 공공보건의료사업위원회 개최 여부 

목표치 • 공공보건의료사업 위원회 연 개최 3회  

추진방법 

• 공공보건의료사업 위원회 구성 

  : 진료부장, 공공교육사업부장, 관리부장, 

    간호팀장, 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팀장 

    기획홍보팀장, 공공QI팀장 

•  공공보건의료사업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목표치 

설정근거 
• 공공보건의료사업위원회 개최 및 의견수렴 

소요예산 •  60만원(회의수당 및 간식비) 

추진계획 

• 2014년 3월 : 공공보건의료사업 위원회 개최 

• 2014년 7월 : 공공보건의료사업 위원회 개최 

• 2014년 12월 :공공보건의료사업 위원회 개최 

 ※ - 위촉된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창의성과  

      투명성 제고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확립 

수행기간 •2014년 03월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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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성 확대 
3) 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공공사업 활성화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공사업  활성화로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친근한  공공사업으로  다가
가고,  직원들에게는  공공의료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직원 재능기부를  통한  공공사업  활성화  : 공공·QI팀 > 

추진목표 
•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단순 일손돕기,           

멘토링 등 일손 및 재능 나눔 

성과지표 
• 단순 일손돕기, 멘토링 등 일손 및 재능 

   나눔 활동 여부 

목표치 • 재능기부 3건 실시  

추진방법 

•직원들의 공공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하도록 함. (단순 일손돕기, 멘토링, 등 

 일손 및 재능 나눔) 

• 외부 평가 지침에 맞는 사업 위주가 아닌   

  당원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 

•  추후 포상 또는 인사고과 반영 등 재능기부 

직원에 대한 혜택이나 보상 처리  

목표치 

설정근거 

• 단순 일손돕기, 멘토링 등 일손 및  

  재능 나눔 등록 

소요예산 •  5백만원(추경예정) 

추진계획 

• 2014년 3월 

           : 재능기부 공공사업 안내 및 접수 

• 2014년 5월 ~ 11월  

           : 재능기부 공공사업 선정 및 진행 

• 20 14년 12월  

           : 재능기부 공공사업 결과 보고 

수행기간 •2014년 04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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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성 확대 
4)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2010년 영 · 유아  건강검진  결과  8%이상이  주의, 정밀평가  필요판정  받았으며,  이는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증
가 추세에  있으므로  영 · 유아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기능  및  

잠재적  진료인원  증대 

  
<  영 · 유아  건강검진  실시 : 소아청소년과 > 

추진목표 • 영·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과 시행 

성과지표 •영·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과 시행 여부 

목표치 •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추진방법 

•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실사 

• 영·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을 동시에 시행, 

    검진결과 이상 소견시 바로 전문의료체계) 

목표치 

설정근거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1/4 분기 : 영·유아 건강 검진 준비  

 

•  2014년 2/4분기 ~: 영·유아 건강 검진 시행 

수행기간 •2014년 02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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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통 
1) 진료과장과 정보공유를 통한 conference 개최 

 재원해  있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설명  부족부분.  또한  수련의의  부재로  인해  환자진료부분
의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시점으로  부서별로  진료과장들과   협의하여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coference

를  통해  환자의  치료계획  및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 진다면  외부고객뿐  아니라  내부고객의  만족
도 향상에  기여 

  < 진료과장과  정보공유를  통한  conference 개최 : 간호팀> 

추진목표 

•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계획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통한 만족도 증가 및 병원 이미

지 상승 

성과지표 

• 주 1회 진료과장과 수간호사 conference 

• 횟수는 각 진료과별로 협의하에 조정 

• 수간호사가 병동간호사에게 전달하여 소통    

목표치 • 진료과장과 정보공유 conference 개최 운영   

추진방법 

• 1단계:  간호팀장이 진료부장에게 보고 

• 2단계: 진료부장 승인후 회의에 내용공지 

• 3단계: 각 부서 수간호사와 진료과장 협의후 

세부계획서 제출 

• 4단계: 세부계획서에 따라 병동환자의 치료

계획 및 퇴원계획을 공유 환자,보호자 설명 

• 5단계: conference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

하여  부서원과 공유 

• 6단계: 진료과장,부서원 만족도 및 의견조사 

목표치 

설정근거 
• 진료과장과 conference 회의 결과 등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1/4 분기 : 추진계획 수립 및 공지 

                     각 병동 세부계획서 제출  

• 2014년 2/4 분기 : 추진계획 수립 및 공지 

                     각 병동 세부계획서 제출  

•  2014년 3/4 분기 : 계획에 따라 시행 

•  2014년 4/4 분기 : 진료과장 부서원의   

                     만족도 조사 

수행기간 •2014년 04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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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통 
 2) 방만 경영 개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국가 공무원  복리후생  수준
으로  한다.  

  

<  방만  경영  개선 : 총무팀 > 

추진목표 
• 군산의료원 방망경영에 대한 정부가이드라인 

  준수 

성과지표 •  방망경영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목표치 
•  방망경영 정상화 개선을 위한  

   맞추어 3/4분기 임·단협 조율 과정 

추진방법 

• 대학입학 축하금 폐지 

• 경조금 지원 금지 

• 진료비 감면 축소 

• 기념일 기념품 지급 금지 

• 노동조합 경영·인사참여 금지 

• 정기휴가 폐지 

• 기타(직원단체보험)사항 개선 

 -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과 수시로  

   논의 및 협의하여 임·단협 반영 

목표치 

설정근거 
•  2014년 임·단체협약 결과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 9월 : 대학입학축하금 개선, 

 경조금 지급개선, 직원 및 가족 의료비 감면 

 개선, 기념품 지급 개선, 휴가·휴직 제도 

 개선, 경영 ·인사 조합원 징계 심의 개선, 

 기타(직원단체보험)사항 개선 등 노동조합과 

 수시 논의 

• 2014년 10월 : 임·단협을 통한 조율 

수행기간 •2014년 03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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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통 
 3) 윤리 경영 강화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모든  구성원들의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윤리  경영  강화 : 총무팀> 

추진목표 

• 윤리경영을 통하여 임직원이 준수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한 행동을  

  하기 위함 

성과지표 
•  위반사례대책 매뉴얼 개발, 설문조사 , 

  윤리 및 성희롱 교육 실시   

목표치 
•  윤리교육 실시 여부(6,9,12원) 

•  성희롱 교육실시 여부(9월) 

추진방법 

• 윤리교육 

• 성희롱 교육 

• 설문조사 

• 자가점검 문항개발 

• 윤리의식 점검 

• 위반사례대책 매뉴얼 개발 

 - 윤리교육을 통한 개인의 청렴의식 구축과 

   조직 내 공정한 업무처리를 지향, 도덕적 

   해이 현상을 미연에 방지 

목표치 

설정근거 

•  위반사례대책 매뉴얼 개발, 설문조사 , 

  윤리 및 성희롱 교육 실시 

소요예산 •  4백만원 (원내·원외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추진계획 

• 윤리교육 : 6월, 9월, 12월 

• 성희롱 교육 : 9월 

• 설문조사 : 10월  

• 자가점검 문항개발 : 5월 

• 윤리의식 점검 : 10월 

• 위반사례대책 매뉴얼 개발 : 5월 

 - 윤리교육에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장의 독려와 필수교육 의무참여에 대한 

  개인의식이 필요  

수행기간 •2014년 0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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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소통  
4)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OCS, PACS, EMR 도입으로  Filmless, Slipless, Chartless  환경구축  되었으나 ,  여전히  결재나  회의,  보고자
료는  종이문서로  진행중이므로  그룹웨어 도입으로  Paperless  환경   구축  필요 

  

<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 전산실> 

추진목표 

•그룹웨어와 엡메일, 인트라넷등  기존의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연계성 확보 및 전자

절재 등 사무환경 개선  

성과지표 
•  그룹웨어 구축으로 사무환경 개선 여부 

  (결재기간 및 결재문서 처리감소) 

목표치 •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 3/4분기 ~ 4/4분기 

추진방법 

• 업무처리의 효율화 및 조직 구성원간의 의사

교류 촉진 

• 업무 흐름의 실시간 파악에 의한 전략적 

  대응 

• 종이없는 사무실 환경 구현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목표치 

설정근거 
•  전자구축 구축 및 활용  

소요예산 •  약 9천만원 

추진계획 

• 2014년 3/4 분기 ~ 4/4 분기 : 

   - 기존 보관문서관리 관련 협의 

   - 계약 및 구매진행(계약부서) 

   - 구축 및 활용 

수행기간 •2014년 0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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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통 
 5) 내부(자체)감사 실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권익위원회 (부정,  부패,  청렴)강화지침  반영과  각종평가,  직원들의  업무  및  기강확립  

도모 

  

<  내부(자체)감사  실시 : 기획홍보팀  > 

추진목표 

•년 2회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권익위원

회(부정,부패) 강화지침 반영, 각종평가반영, 

 직원들의 업무 및 기강 확립 

성과지표 • 자체검사 실시 계획안 수립 및 실시 여부 

목표치 •  자체감사 정기적으로 년 2회 실시   

추진방법 

• 내부감사 : 내부감사에 대한 실질적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를 임기만료 시점에 

  전라북도에 관철시켜 임명토록 요구. 

• 자체감사 : 년 2회로 자체감사(정기적)를  

  실시하여 권익위원회(부정,부패)강화지침 

  반영,각종평가 , 직원들의 업무 및 기강 확립  

목표치 

설정근거 
•  자체검사 실시 결과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1/4 분기 : 자체감사실시 계획수립 

• 2014년 2/4 분기 : 정기감사 실시 

• 2014년 3/4 분기 : 감사결과 보고 

• 2014년 4/4 분기 : 정기감사 실시 및 

                     연말 감사 결과 평가 

수행기간 •2014년 03월 ~ 12월 



Ⅱ 전략과제 실행계획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비용절감) 

공공성  확대 

소 통 

 고객만족  향상 

 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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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객만족 향상 
 1) 외부평가 대비 강화 

 현행  외부평가  시  문항별  담당자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평가   준비  미흡과  책임성  회피로  평가에  어
려움이  대두되어,  부서별로  담당자를  선정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각종외부평가  대비에  만전
을  기여토록  하고자  함. 

  
<  외부평가  대비  강화 : 기획홍보팀  > 

추진목표 

• 전라북도 경영평가, 보건복지부 운영 평가 

   등에 대한 평가문항에 대한 담당자 선정으로 

   부서의 평가준비 미흡에 대한 만전 기여. 

성과지표 
•  부서별 평가담당자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여부 

목표치 •  부서별  평가담당자 선정   

추진방법 

• 평가대비 부서별 담당자 선정으로 각 부서의 

평가대비 일원화로 전 직원이 평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 부여하여 부서장 및 

담당자의 평가준비에서 부터 결과 및 보완까

지 작성하도록 함(책임성) 

목표치 

설정근거 

•  부서별 평가담당자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결과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1/4 분기 : 평가준비 계획 수립 

• 2014년 2/4 분기 : 경영,운영평가 등 실시 

• 2014년 3/4 분기 : 부서별 평가담당자 선정 

• 2014년 4/4 분기 :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 

수행기간 •2014년 03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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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객만족 향상  
2) 찾아가는 서비스와 홍보를  통한  협약기관 환자 및 검진 유도 

 진료협약기관과의  협조하에  주  1회  3시간  사업체에  상주하며  무료검사를  통한  검진유치와  사업장  내  홍보를  

통해  군산의료원으로  환자  및  검진  유도 

  

< 찾아가는  서비스와  홍보를  통한  협약기관  환자  및  검진  유도 : 검진대외협력팀  > 

추진목표 • 협약기관에서의 의뢰환자 증가 및 검진 유도 

성과지표 
•  협약기관 상주 시행 기관수 및 협약체결 된 

 사업장 내 홍보 확대(기관수) 여부 

목표치 
•  협약기관 상주 1개 기관 

•  협약체결된 사업장내 홍보 5기관   

추진방법 

• 사업장내 사고발생 시 군산의료원 응급실 이

용체계 안내문 배포(질병해당 의료진 대기,연

락처 등) 

• 사업장내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게첨 

• 소식지, 의학정보 등 정기적 배포 

• 무료검사 및 검진유치시 진료예약 접수 병행 

• 현장에서 원무팀 예약업무 담당자와 협조하

여 진료예약 접수 및 안내  

목표치 

설정근거 
•  협약기관 상주 및 협약사업장 홍보 현황 

소요예산 •  무료검사비용(혈당검사) 

추진계획 

• 2014년 1/4 분기 ~ 2/4 분기 : 

   - 군산시청 상주 검진 유치 

   - 협약기관 기업체 상주기관 섭외 

   - 홍보(사업장 섭외) 

• 2014년 3/4 분기 ~ 4/4 분기 : 

   - 게시판 게첨, 안내문 배포 등  

      홍보 활동 (기업체와 유대관계 강화로 

      환자유치 주력) 

수행기간 •2014년 03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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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객만족 향상  
3) 전직원  친절교육  강화 

 CS교육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친절의식  고취  및  친절서비스  태도와  마인드  함양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함. 

  

<   전직원  친절직원  강화 : 공공 · QI팀  > 

추진목표 
•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 

•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성과지표 
•  부서별 친절교육(분기별) 및 전직원 친절 

   교육(반기별) 실시 여부 

목표치 
•  부서별 친절교육 4회 실시 

•  전 직원 친절교육 2회실시   

추진방법 

• 부서별 친절교육 : 매월 형식적으로 시행되

던 친절교육 횟수를 분기별 년 4회로 줄이고, 

부서별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시행 

• 의사직 교육 참석률 증대: 전 직원 집체 교

육과 별도로 진료과장회의 등의 시간을 활용

해 의사직 별도 교육으로 참석률 증대  

• 전직원 친절교육 : 년 2회 CS 전문강사 교육

을 통해 전문적인 고객응대 스킬 교육 및 친

절마인드 함양 

목표치 

설정근거 

•  부서별 친절교육 및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결과  

소요예산 •  4백만원 

추진계획 

• 부서별 교육 : 년 4회 실시 (3,6,9,12월) 

 : 친절위원을 통한 부서별 맞춤교육으로  

   효율성 및 효과 증대 

•  전직원 친절교육 : 년 2회 실시(4,10월) 

 : CS 전문강사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고객응대 

스킬 교육 및 친절마인드 함양 

수행기간 •2014년 0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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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객만족 향상  
4) 전직원 SNS를 통한 홍보시스템 구축 

 전  전직원이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바,  SNS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직원
이  1:5이상  SNS 홍보단을  지정하여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SNS 채널별  홍보  활동을  확대  추진하고
자  함. 

  
<  전직원  SNS를  통한  홍보시스템  구축  : 기획홍보팀  > 

추진목표 

• 새로운 의료진 소개 및 특성화된 진료영역  

  소개 

• 신규의료장비 홍보, 진료과 특성화 홍보 

• 보도내용 홍보 등 

성과지표 
•  전 직원 중 80%이상 1:5이상 SNS홍보단  

 지정하고, SNS를 통한 홍보시스템 구축 여부 

목표치 •  전 직원 SNS를 통한 홍보시스템 구축   

추진방법 

• 홍보위원회 개최 

• 전 직원 1:5이상 SNS 홍보단 지정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전직원 1:5이상 SNS 홍보단 지정, 

   각 부서별 협조문 발송 

• 홍보마인드 함양 관련 외부강사 초빙 교육 

• 전 직원 1:5이상 SNS홍보단 활동하여 인지도     
및 이미지 향상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향상되
어 고객만족도 상승 

목표치 

설정근거 
•  전직원 SNS를 통한 홍보 결과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  

 - 홍보위원회 개최 

 - 전 직원 1:5이상 SNS 홍보단 지정 활성화  

   방안 수립 및 각 부서별 협조문 발송 

•  2014년 4월 : 

  - 홍보마인드 함양 관련 외부강사 초빙 교육 

•  2014년 4월 ~ 12월 : 

  - 전 직원 1:5이상 SNS홍보단 활동 돌입               

수행기간 •2014년 03월 ~ 12월 



Ⅱ 전략과제 실행계획 

적자경영 개선( 수입증대,  비용절감) 

공공성  확대 

소 통 

 고객만족  향상 

 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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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개선사항 
 1)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환자들이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내원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함 

  

<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 전산실> 

추진목표 
• 인터넷 증명서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대환자 

  서비스 개선  

성과지표 •  인터넷 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 여부  

목표치 
•  발급시스템 구축 

•  발급증명서 종류(종) 11종 

추진방법 

•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료증명서와 동일한 서류를 신청 

  및 출력 

•  환자 및 보호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 

•  단순사본 발급을 위한 인력 및 시간 절감 

목표치 

설정근거 
•  인터넷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운영 결과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구축일정 : 2/4분기  

                

수행기간 •2014년 04월 ~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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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개선사항  
2) 검진결과 통보 단축 

 수검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하여  수검자의  만족도  향상 과  상담  및  재검사를  유도함으로써 

병원수익  증대  기여 

  

< 검진결과  통보  단축 :  검진대외협력팀> 

추진목표 
• 문진표 자동입력 System도입 

• 검진결과 12일이내 통보(결과통보 3일 단축) 

성과지표 •  검진결과에 대한 단축 통보 여부 

목표치 
•  검진결과 12일 이내 통보 

  - 2013년 15일 이내 통보(3일 단축 통보)   

추진방법 

•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 

• 스캐너 설치 

• OMR시스템 도입 

• 문진표 자동입력 System 실행 

 ※ - 검진결과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검진센터 

      신뢰성 및 당원 이미지 향상 

    - 2차 검진 또는 이상결과에 따른 상담 및 

      재검사 유도로 병원수익 증대 기여  

목표치 

설정근거 
•  검진결과 통보 현황  

소요예산 •  11백만원 (OMR시스템 및 스케너 비용) 

추진계획 

• 2014년 1/4 분기 ~ 2/4 분기 : 

   -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 

   - 스캐너 설치 

   - OMR시스템 도입 

• 2014년 3/4 분기 ~ 4/4 분기 : 

   - 문진표 자동입력 System 실행 

수행기간 •2014년 1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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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개선사항  
3) 의업미수금 방지 노력 

 의업미수금  발생은  병원  운영상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되므로  재원환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자격관리  강화로 

     미수금  발생요인  차단   및  억제 

  

<  의업미수금   방지  노력:  원무팀> 

추진목표 

• 철저한 환자 사전 자격관리로  미수금 발생 

   억제 

•  미수금 발생 시 적극적 징수 

성과지표 
• 미수금 회수율 

• 미수금 회수액 규모  

목표치 
•  미수금 회수율 : 40%이상 

•  미수금 회수액 : 1,700만원 

추진방법 

• 미수금 사전관리 

 - 문제 예상환자 채권확보 주력 

  (연대보증인 추가 확보 등) 

•  미수금 사후관리 

 - 긴급지원사업, 응급대불청구,  

   공동모금후원회, 기타 사업과 연계 

 - 고질적 악성 미수자 채권추심사와 연계 

 - 지속적인 독촉장 및 최고장 발송으로  

   지급명령서 집행하고 법적소송으로  

   채권압류 강화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 여부 

소요예산 •  8백만원 (채권추심수수료) 

추진계획 

• 응급대불 청구 : 3월 ~ 6월,8월 ~ 9월 

• 독촉 및 최고장 발부: 3월 ~ 6월 ,8월 ~ 9월 

• 채권추심 연계 : 8월 ~ 12월  

 - 채권신용정보와 연계하여 미수금 관리 

 - 미수발생에 따른 전화연락, 안내장 발송, 

   법적 조치 등 실시 

 - 접수, 입·퇴원 창구 : 진료환자 자격관리 

수행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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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개선사항  
5) 약처방 품목수 감소방안 

  전산을  통한  의약품의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서는  동일성분,  동일제형  약품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서  약품
재고를  최소화하고   각  약품의  적정재고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약품을  구매,  보유함으로서  재고 금액을  효율
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 

  
< 약처방  품목수  감소방안 :  약제팀> 

추진목표 

• 정기 또는 임시 약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내, 

  원외 처방 약품 수 줄이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지표 

•  약품재고 프로그램 보안 

•  소모부진 의약품 처방과 단일성분 복수의약 

  품의 품목 수를 줄이는 방안 실현 여부 

목표치 
•  약품재고전산관리 100%실현 

•  약품목수 10% 감소 

추진방법 

• 정기 또는 임시 약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

성분,동일제형 또는 소모부진 의약품을 지속

적으로 줄여 약품 재고를 최소화하고, 전산을 

통한 입고,출고,구매의 모든 단계를 처리하

여, 전산데이터에 근거한 안전재고량과 평균

소모량을 파악하여 적정재고량을 산정한 후 

전산 등재시켜 구매시 적정량만 구매, 보유하

도록 하여 재고액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함  

목표치 

설정근거 

•  약품재고 프로그램 보안 

•  소모부진 의약품 처방과 단일성분 복수의약 

  품의 품목 수를 줄이는 방안 실현  

소요예산 •  없음 

추진계획 

• 2014년 3월, 5월, 7월, 9월, 11월 : 

   - 약사위원회 (원내,외 약품목수 논의) 

•  2014년 1월 ~ 12월 : 

   - 전산재고관리시행으로 약제비 절감 

   - 약품비 손실 방지 (소모부진약물  

      지속적 관리)  

수행기간 •2014년 1월 ~ 12월 



III 2013년 경영목표 

정량적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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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경영목표는 다음과 같음 

목 표 별 구    분 당  년  도 전   기 증   감 

  1. 진료목표 

  1) 연간 총 진료인원 462,525명 455,363 명 7,162 명 

      • 입  원 134,428 명 134,234 명 194 명 

      • 외  래 328,097 명 321,129 명 6,968 명 

  2) 1일 평균 진료 인원 1,561 명 1,536 명 25 명 

      • 입  원 368 명 368 명 0 명 

      • 외  래 1,193 명 1,168 명 25 명 

  2. 병실가동목표 

  인 가 병 상 수 406 병상 406 병상 0 병상 

  운 영 가 능 병 상 수(A) 406 병상 406 병상 0 병상 

  운 영 병 상 수(B) 406 병상  406 병상  0 병상 

  운 영 가 동 율(A:B) 100 % 100 %   

  3. 진료과 운영 

  합계 23 개과 23 개과 0 개과 

  진 료 과 20 개과 20 개과 0 개과 

  보 조 과 3 개과 3 개과 0 개과 

1. 2014년 경영목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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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경영목표(2/2) 

목 표 별 구    분 당  년  도 전   기 증   감 

  4. 재정자립도 

1) 의 업 수 입 43,715,918 40,897,098 2,818,820 

    • 입 원 수 입 25,291,803 23,959,101 1,332,702 

    • 외 래 수 입 16,576,145 15,237,760 1,338,385 

    • 기타의업수입 1,847,970 1,700,237 147,733 

2) 의 업 외 수 입 841,264 1,990,010 △1,148,746 

3) 의 업 비 용 41,222,220 42,548,576 △1,326,356 

   • 인 건 비 21,721,943 21,088,633 633,310 

   • 재 료 비 10,042,360 10,428,681 △386,321 

   • 의료교육연구비 - 2,000 △2,000 

   • 관 리 비  9,457,917 11,029,262 △1,571,345 

  *  재정자립도 의업수입/의업비용 106.05% 96.12% 

  5. 보조금  

1) 지방비보조금 315,520 483,200 △167,680 

   • 고정부채이자상환 295,520 333,200 △37,680 

   • 기타보조금 20,000 150,000 24,000 

  6. 차입금  

1) 고정부채수입 2,700,000 3,900,000 △130,000 

   • 투자와 기타자산 700,000 700,000 0 

   • 임대보증금 - - - 

   • 기타고정부채 차입금 2,000,000 2,480,000 △480,000 

            (단위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