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장비 평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시설 및 장비 평가 항목
시설 및 장비평가 항목은 총 15항목으로, 100% 충족해야 하는 정규 a는 9항목, 50%이상 충족해야 하는 정규B
는 2항목,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권장하고 있는 시범항목 4항목으로 구성되어 총 1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평가 항목

등급

정규 A 항목 (9항목)
내시경
부속기구

위내시경이 위각 위치에서 반전하여 위분문과 저부가 한 시야에 선명하게 관찰된다. 정규 A
대장내시경은 한 시야에 충수돌기 개구부와 회맹판이 동시에 선명하게 관찰되거 정규 A
나 3개 이상의 연속된 팽기관이 동시에 관찰된다.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 건수는 내시경 소독, 검사 전 준비, 통상적인 검사 정규 A
시간을 고려해서 침상 한 개를 기준으로 할 때 위내시경은 검사 한 건당 10분, 대
장내시경은 검사 한 건당 15분 정도의 적절한 검사 건수를 유지한다.

공간

기록

진료실과 구분되는 내시경 검사실이 갖추어져 있다.

정규 A

의식하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회복을 위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

정규 A

내시경 시술 후 이루어진 검체 관리 기록을 보관한다.

정규 A

내시경 시술과 관련되어 사용된 약제, 부속기구 기록을 보관한다.

정규 A

응급 구호 장비 및 의식하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pulse oximeter 및 산소를 구비하고 있다. 정규 A
환자 감시 체계

의식하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응급 소생술에 필요한 응급 약품 및 장비 등 정규 A
을 구비한 emergency cart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B 항목 (2항목)
공간

내시경실과 내시경 소독실은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 구호 장비 및 혈압, 심전도 모니터 등 환자 집중 감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정규 B
정규 B

환자 감시 체계

시범항목 (4항목)
내시경 및 부속기구 내시경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수한다(렌즈 손상, 굴곡 반전 기능,
겸자공 손상, 흡입/송기 밸브 손상 등).

시범

공간

시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 탈의실과 옷장이 남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된다.

응급 구호 장비 및 회복실마다 환자의 진정 회복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환자 감시 체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산소 탱크를 갖추고 있다(응급 환자 이송용).

시범
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