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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자궁적출술 환자의 주 진료경로 적용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종합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궁적출술을 받고 퇴원한 포괄수가제 환자군

을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 적용군 100명과 비적용군 1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적용 전․후의 평균 재원일수, 총진료비를 비교, 분석하여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 진료경로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평균 재원일수는 각각 7.94일, 7.91일

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총진료비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상자 진료비 중 항생제 진료비, 입원전 외래 검사비가  적용군에서 비

적용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3.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 자궁적출술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중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있는 경우,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특정 주치의인 경우이었다.

4. 총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 

특정 주치의인 경우이었다.

5. 순수진료비는 동반수술 여부와 재원일수에 가장 큰 향을 받았다.

7. 항생제진료비는 재원 일수에 가장 큰 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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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진료경로의 적용여부에 따른 재원일수, 총진료비, 순수진료비는 차이

가 없었으며 항생제 진료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상 종합병원이 자

궁적출술에 대해 주 진료경로 도입 이전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었

으므로 포괄수가제 하에서 주 진료경로의 적용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핵심되는 말 : 주 진료경로, 재원일수, 총진료비, 포괄수가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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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며 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의 증가와 병원 재정의 어려움 등 

내․외적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유승흠, 1998). 병원들마다 고가의 

의료장비의 도입과 낮은 의료수가의 현실 등은 병원경 을 더욱 어렵게 하

고 있다.

한편 현행 의료비 지불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량(약제, 검사, 처치, 재료 등)을 늘릴수록 의료기관의 수익

은 증대되며 따라서 공급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 가능한 가격이 높

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어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 및 심사자 모두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비용도 증가되며 보험진료비 심

사는 임상 고유 역의 개별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학의 전문

성과 진료의 자율성에 대한 시비의 여지가 있어 의료계와 심사자간의 갈등

의 소지가 있다. 

행위별수가제의 불합리한 수가 수준과 의료공급행태의 왜곡,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의 과정의 어려움과 의료계와 심사자간의 마찰과 갈등, 의료기관

의 경 효율화 미비 등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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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에서는 지불단위의 포괄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진단명기준 환자분류군(DRG : diagnosis related groups) 이하 '포괄수가제'

라 함에 의한 지불제도가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에서는 1997년 2

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5년간에 걸쳐 의료보험 중 일부 질병 또는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2년 1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의료의 질 저하문제는 좀 더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며 이러한 

진료비지불제도의 변화는 병원으로 하여금 비용관리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

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된 것이 주 진료경로(critical pathway)이다. 이는 일

정한 시간틀내에서 치료나 중재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기틀이 

되는 비용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선상에서 특정 건강관련상태

에 대한 사정, 중재, 치료, 결과 등을 기술한 환자관리계획이며 임상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환자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

며, 이것은 합병증 발생감소와 재원기간 단축을 유도함으로써 의료비의 부담

을 줄여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충수돌기 수술 환자를 위하여 주 진료경로를 개발

하 고,  일부병원에서는 1997년 이후 포괄수가제 시행 후에 자체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및 전문종합요양기관에서의 적용은  드문 형편이

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주 진료경로의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임상에서 자궁적출술은 전체 부인과 수술의 2/3를 차지하는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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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경혜, 1998),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수술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자궁적

출술의 시행빈도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

궁적출술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발된 주 진료경로 

임상적용을 통하여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적용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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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질환인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 제외)을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기 전과 개발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이후의 진료비를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진료비로 파악하여 비교함으로써 적용 전․후의 효

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진료경로 적용 전․후의 평균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둘째,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주 진료경로 적용군의 평균 재원일수는 비적용군의 것보다 단축될 

것이다.

가설 2. 주 진료경로 적용군의 평균 총진료비는 비적용군의 것보다 감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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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주 진료경로 (critical  pathway)의 개념 및 필요성

가. 주 진료경로의 정의 및 적용

주 진료경로(critical pathway)는 일정한 시간틀 내에서 치료나 중재에 대

한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기틀이 되는 비용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정해

진 시간선상에서 특정 건강관련상태에 대한 사정, 중재, 치료, 결과 등을 기

술한 환자관리계획이며 어떤 진료행위를 어떤 시기에 제공할 것인지를 도식

화한 것을 말한다.

Pearson(1995)에 의하면 주 진료경로는 환자 진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직원들이 취하여야 할 행동의 

순서와 시점을 제시한 환자 관리 계획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주 진료경로를 표준진료지침이라는 용어로 번역 사용하기도 하 으며 진

료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입원중, 퇴원시, 퇴원후 등 시기에 따라 평가하여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 고(김용순, 1995), 표

준진료지침을 진료지침이란 용어로 정의하면서 환자진료를 위해 세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계획에 따라 관리해 나가도록 제시된 지침서를 의미하며 의

료비 절감, 의사의 진료행태의 변이 감소, 환자 진료 결과의 향상 등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 다(유승흠 등, 1996). 또한 주 진료

경로는 critical paths, clinical pathways, care paths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

용되고 있으나 시간 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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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을 갖는 도구로서 양질의 실무를 바탕으로 하며 효과적인 도구로 인

식되고 있다(Steven, 1995). 

주 진료경로 개발을 위해서는 대상 집단을 정한 뒤 선택된 환자군의 관리

에 참여하는 건강관리요원을 대상으로 다학제적인 모임을 갖고 학제간 협력

을 구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와의 협력관계 수립은 주 진료경로의 성공여부

에 관건이 된다(Zander, 1988). 그런 후 의무기록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실

무패턴 및 중재내용을 파악하고, 수집된 자료를 주 진료경로의 양식에 통합

하여 예비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후 실제로 수행, 평가한

다. 이때  주 진료경로에 포함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현실적인가의 여

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 후 재

원일수, 간호진단, 환자중심의 결과, 중요한 사건들과 그 순서들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주 진료경로의 형태로 자료를 통합한다. 이렇게 예비적으로 작

성된 주 진료경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수정한 후 확정된 주 진료경로

를 실제로 수행하여 평가를 거쳐 최종적인 주 진료경로를 만들게 된다

(Ferguson, 1993).

주 진료경로는 미국에서 입원 진료, 외래 진료, 장기 요양 진료, 가정 진료

시설 등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관마다 주

제 선정, 팀 구성, 의무기록, 기존 문헌 및 외부 기준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Wall & Proyect, 1998a).

주 진료경로의 적용과정은 그림 1과 같다(김은경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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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경로적용 결정

경로 적용 시작

경로적용

경로중단

일반진료

변이분석

환자입원

환자퇴원

경로 적용 불가

경로 적용 가능

YES

NO

NO

변이발생

그림 1. 주 진료경로 적용 과정

나. 주 진료경로의 장점과 단점

  주 진료경로의 사용에 대한 그간의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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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개발하여 적용하는 몇몇 병원에서 동

일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재원기간이 단축되며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지고 재입원 발생률이 감소하며 자원 이용량이 감소한다. 또한 간호사

들의 직접 간호시간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환자 및 직원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등의 이점

이 있다(김은경 외, 2001).

  주 진료경로는 이점이 많은 반면,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진료의 자율권 

침해의 문제, 부적절한 진료의 위험성, 의학적 연구의 소홀 등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적절

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 주 진료경로 적용의 의의 및 필요성

주 진료경로를 이용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충수절제술(김용순 등, 1995), 

관상동맥우회술(김기연, 1998), 제왕절개술(정경희, 1998), 척추후궁절제술(김

소선, 1999), 폐기포절제술(김미경, 2002) 등의  사례가 있으며 소수의 병원에

서 원내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

과에서는 주 진료경로 개발로 인하여 재원기간의 단축 효과와 비용절감 효

과, 의사소통 증진 효과, 직접 간호사 시간의 증가, 교육의 확대, 환자와 직원

만족도 향상 등의 결과를 보고하 다. 또한 주 진료경로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는 너무 획일화 될 수 있고, 의료 과실의 위험과 교육과 연구를 게

을리 하기 쉬우며 윤리적인 문제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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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1999).

  현재로서는 모든 질병군에 대해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시스템을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 진료경로의 적용범위를 넓혀가면서 전체 업무흐름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과 외부

의 평가시스템을 만족시키면서 고객인 환자들의 반응과 주 진료경로를 직

접 사용하는 직원들의 반응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 진료경로의 개발과 적용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원 자체 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

로 자신의 병원실정에 맞는 적절한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개발된 주 진료경로가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수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향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점차 정착해 가는 과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어떤 도구가 유용하냐의 여부는 쓰는 사람의 기술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상에 적용 할 주 진료경로가 부

족하고 개발된 주 진료경로 적용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

을 감안하여 이를 개발하여 임상에 적용함으로써 통합된 환자관리체계를 구

축하여 환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순서에 따

라 진료를 받게 하며 그 결과 비용절감과 더불어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워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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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궁적출술의 개념

자궁적출술은 양성이나 악성종양, 자궁내막증식증, 기능 불능성 자궁출혈, 

골반 염증성 질환, 자궁 탈출 등 내부 생식기의 이상으로 여성의 건강이 위

협이 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자궁을 절제해내는 것을 말한다. 

자궁적출술(hysterectomy)은 부인과 역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수

술로서 부인과 수술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음파 진단 및 다른 진단 기

술의 발달로 수술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궁적출술의 유형으로는 부분 자궁적출술, 전 자궁적출술, 난소난관절제

술을 동반한 전 자궁절제술, 근치 자궁적출술이 있으며 수술 방법을 보면 복

식 자궁절제술(TAH :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질식 자궁적출술(TVH 

: trans vaginal hysterectomy)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복식 자궁적출술로 행

해지는데 난소와 난관도 함께 제거할 때, 자궁이 커져 있을 때, 복부에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유착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복부 절개를 통해 자궁을 적

출하는 방법이다. 

근종은 임신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폐경 관리에 혼돈을 가져오며 보

다 심각한 부인암의 진단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이경혜 외, 1998). 근종은 

거대한 크기로 자랄 수 있고 대부분의 증상이 없어 주의 깊은 관찰 이상의 

별다른 치료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점차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궁적출술에 대한 효과적인 의

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발된 주 진료경로 임상적용을 통하여 적용효과를 

분석하고 효율적 운 을 위하여 연구를 시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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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수가지불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및 평가

가. 포괄수가지불제도의 개념

진단명기준 환자군이라 번역되는 포괄수가지불제도(DRG, diagnosis 

related group)는 미국의 예일 대학팀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10여년에 걸

쳐 병원경 개선을 위해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을 반 하여 개발된 입원환자 

분류체계이다. 포괄수가제 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명 및 

부진단명, 수술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

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하나의 질병군을 DRG라고 부른다(한국보건산업진

흥원, 2000).  

포괄수가지불제도는 입원환자의 분류 및 지불단위로 포괄수가제 분류체계

를 이용하는 제도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그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 지급하는 행위별수가

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

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0).

  나. 포괄수가지불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 의료수가는 국민의 부담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저 수가에 의

한 적정 의료비의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방법이 유지되어 왔으

나 앞으로는 고가장비의 증가와 함께 급여범위의 확대, 의사수의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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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료 인력의 인건비 증가라는 측면에서의 의료비 증가의 압력도 높아

질 것이 분명하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요구되었으며 의료보험제도의 문

제점 개선 대책안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1994년에 설치된 의료보장개혁

위원회에서는 의료비 억제를 위해 진료비 지불방법 개편의 한 대안으로 질

병별수가제 도입을 건의하 다. 이 건의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5년 1월 

‘DRG 지불제도 도입 검토위원회’를 구성하 으며 1997년 2월 1일부터 포

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차 시

범사업을 시작하여 1999년 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개 진료과 9개 질병군 

41개 DRG에 대하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시작하 으며 2001년 12월까지  5

년간에 걸쳐 의료보험 중 일부 질병 또는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2년 1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요양기관에 확대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배경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잉진료, 의

료의 오․남용 야기 등 의료서비스 공급 행태의 왜곡, 요양급여비용 심사

에 따른 의료공급자와 심사(지급)기관과의 마찰,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절차가 복잡함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 유발 등 현행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

부, 2000).



- 13 -

다.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및 종합결과 평가  

          

 1) 의료공급자의 제공 행태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전․후 의료서비스 제공량 및 재원일수는 감

소하 으며(표 1) 환자 1인당 항생제 사용량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감소하

다(표 2). 세부적으로는 입원기간 중 항생재 사용액은 감소하 고, 퇴원 

후 외래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퇴원 후 외래방문횟수는 시범사업 

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이상의 항생제 사용행태, 검사 행태, 외래

방문 횟수 변화 등에서 진료량이 외래로 전이(shift)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00).

표 1.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전․후 재원일수 변화

( 단위 : 일 )

구분 참여전 참여후

1차년도 6.15 5.58

2차년도 5.31 5.08

3차년도 5.30 5.05

표 2.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전․후 환자1인당 항생제 사용액 변화

( 단위 : 원 )

구분 참여전 참여후

1차년도 136,892 110,104

2차년도 98,540 88,936

3차년도 102,058 7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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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비의 변화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전․후 의료기관의 수익은 개별 환자 단위와 

의료기관의 단위에서 수익은 높아졌다(표 3).

표 3. 포괄수가 진료비와 행위별 진료비 차이 비교

( 단위 : 원 )

구분 개별 환자 의료기관

1차년도 98,471 142,299

2차년도 97,558 112,295

3차년도 128,440 141,065

3) 의료의 질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전․후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율은 유의미하

게 증가하지 않았다(표 4).

표 4.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전․후 합병증 발생률 

( 단위 : % )

구분 참여전 참여후

1차년도 1.8 3.0

2차년도 1.8 1.3

3차년도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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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괄수가지불제도와 병원경

포괄수가지불제도의 도입은 병원의 재무 상태나 경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포괄수가지불제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제도에 잘 적응한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 간에 현저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포괄수가제 수가의 수준이 정상수준 이하로 낮고, 연

례적인 수가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포괄수가지불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병

원 경 진들의 환자진료의 질적인 향상이 가장 기본적인 원가절감 방법이

라는 공감 때문에 병원의 질 관리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0)에서는 병원이 준비해야 할 방안으로 세 가지

를 권고하고 있다.  첫째, 병원의 경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진료

원가가 절감되어야 하며, 검사 등 진료지원서비스의 생산 효율성이 제고되

고 정도가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진의 진료 효과성과 효율성이 제고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재원일 등 의료서비스의 남용이 최소

화되며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경 효율화와 

의료의 질 향상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원가관련 정보, 의료진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환자들의 의무

기록정보 등이 필요할 때 적절한 형태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지불제도가 어떤 형태이든 건실한 운 을 위해 병원들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 진료경로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상일(1999)은 건강보험관련 각종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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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만족도 제고, 비용절감,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라

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 진료경로 등이 유

용한 방법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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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군과 비적용군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연령, 종교, 교육정도, 결혼상태, 주택

소유형태, 직업, 주치의, 질식분만횟수, 제왕절개술횟수, 인공유산횟수, 자연

유산유무, 과거수술경험, 과거병력유무, 질환으로 인한 투약유무, 가족력, 

수술후통증관리(PCA, persistent continuous anesthesia)유무, 동반수술유무, 

유착수술시행 유무, 협진유무, 입원경로, 병실구분으로 조사하 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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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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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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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가. 연구대상 선정

이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궁적출술을 

받고 퇴원한 포괄수가제 환자군을 대상으로 2003년 9월 개발 완료된 주 진

료경로를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적용효과를 비교하고

자 하 다.

총 대상자는 216명이었다. 그 중 제외한 대상으로는 대상자의 진료수가

를 병원전산자료로 조사할 수 없는 환자 4명, 의무기록지가 누락된 환자 2

명으로 총 6명을 제외하 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주 진료경로 적용한 환자군 100명을 적용군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1일까지 6개월간 퇴원한 환자군 110명은 비적용군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210명의 자료를 조사 연구대상으로 하 다.

  나. 연구에 사용된 자료

 1) 병원 전산 자료

조사기간 동안의 연구 대상군에 해당하는 모든 퇴원 환자들의 각 행위별 

진료내역 및 포괄수가제 진료내역에 따른 진료수가 자료를 원시자료(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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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로 이용하 으며 2004년 진료수가는 2003년 상대가치점수로 수가를 

보정하여 이용하 다.

2) 주 진료경로

이 연구대상 병원에서는 2000년 2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이후 

2002년부터 포괄수가제 환자군을 우선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9개 질환군에 대하여 개발 완료하 고 자궁적출술에 대한 주 진

료경로 개발연구팀은 산부인과 과장(개발 팀장), 전공의, 병동 수간호사와 

간호사, 보험심사간호사, 적정진료실 수간호사, 정보팀으로 구성되어 2003

년 4월에  개발을 시작하여 2003년 9월 시범적용을 완료하 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병원에서 개발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 다.

3) 의무기록 자료 검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호정보조사지를 기초로 조

사하 으며 주택소유형태는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환자카드와 입원서약서

에 기재된 내용을 기록하 다. 주진단명 및 부진단명과 합병증 유무는 

입․퇴원 요약지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를 검토하 으며 투약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협의기록지를 검토하여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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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 설명

가. 독립변수 

1) 주 진료경로 적용군

주 진료경로 적용한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복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후 퇴원한 포괄수가제 환자군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포괄수

가제 실무교육자료에 있는 자궁적출술의 포괄수가제 분류번호와 평균재원

일수, 기준진료비는 다음과 같다(표 1). 이 연구에서는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 = 0, 1인 경우만 적용되었다.  

표 5. 자궁적출술 포괄수가제 환자군의 평균재원일수 및 기준진료비      
(종합병원기준)                                        ( 단위 일, 천원 )

포괄수제제  

 분류번호
명 칭

입원일수 총

진료비평균 하한 상한

358100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0

7.31 3 13 1,330

358101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1

8.83 4 15 1,607

358102 복강경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2

9.12 4 15 1,66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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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진료경로 비적용군

주 진료경로 적용하지 아니한 대상자를 말한다.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종교, 교육정도, 결혼상태, 주택소유형

태, 직업, 주치의, 질식분만횟수, 제왕절개술횟수, 인공유산횟수, 자연유산유

무,과거수술경험, 과거병력유무, 질환으로 인한 투약유무, 가족력, 수술후통

증관리(PCA, persistent continuous anesthesia)유무, 동반수술유무, 유착수

술유무, 협진유무, 입원경로, 병실구분으로 조사하 다.

나.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이용된 종속변수는 재원일수 및 진료비내역, 합병증 유무이

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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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종속변수의 정의

변수                         변수의 정의

재원일수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현재 포괄수가제에서 양

입법을 기준으로 재원기간을 산출하므로 이 연구에서도 재원일수는 양입

법을 기준으로 측정하 다.

총 진료비 의료보험 기준수가에 2차 진료기관 가산비를 합한 비용으로 재원기간 동

안의 행위별수가진료비(응급실 체류기간 진료비, 당일 외래진료비 포함)로 

적용하 을 때의 진료비를 비교하고자 하며 수가변동을 감안하여 2004년 

진료비는 2003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하 다. 

상급병실료 기준병실료 이외의 상급병실 입원료를 말한다.

순수진료비 총진료비에서 환자의 선택사항으로 변이가 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포괄수가제

총진료비

2003년 포괄수가제 수가 적용 진료비로 수가변동을 감안하여 2004년 진료

비는 2003년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하 다.

항생제진료비 항생제 대상 약품은 약품분류번호에 의거 선택하되, 항생제의 조작적 정의

는 2003년도 항생제 적절성 평가(심사평가원) 대상 항생제에 한하며 해당

되는 약품분류번호는 611번~615번, 618번, 619번 (경구,주사제 항생제 포

함)으로 비교하 다.

검사비 입원기간동안 환자에게 행하여진 임상병리, 해부병리 등의 검사내용을 포

함한 금액을 말한다. 검사비는 급여(급여,100/100), 비급여(법정비급여,  한

시비급여)로 분류하 다.

진료재료비 수술 및 마취 시에 사용한 품목과 병동에서 사용한 모든 재료대의 비용을 

말한다. 재료비는 급여(급여,100/100), 비급여(법정비급여,한시비급여)로 분

류하며 물류마스터 출고단가를 적용하 다.

입원전

외래검사비
동일 진료과의 입원전 4주 동안 시행된 검사비를 말한다.

퇴원후

외래검사비
동일 진료과의 퇴원후 4주 동안 시행된 검사비를 말한다.

퇴원후

항생제진료비
동일 진료과의 퇴원 후 4주 동안 항생제 진료비를 말한다.

급여진료비 진료비 내역중 보험급여진료비를 의미한다.

100/100진료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의미한다.

법정비급여 요양급여 비대상중 법정 진료비를 의미한다.

한시비급여 질의 또는 심의중임 진료비로 일정기간동안의 요양급여 비대상 진료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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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가.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 PC 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 으며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 으며 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두 군의 차이는  

χ
2
-test 또는 t-test로  분석하 다.

2) 적용군과 비적용군 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차이는  t-test로 

분석하 다. 

3) 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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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적용군과 비적용군에 차이가 

없었다(표 7). 적용군의 평균 연령은 46세로 40대가 78명(78.0%), 비적용군

은 평균 45세로 40대가 71명(64.6%)이었고, 교육정도는 고졸자가 적용군이 

55명(55.0%), 비적용군이 55명(50.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 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적용군이 95명(95.0%), 비적용군이 98명(89.1%)이었

고, 직업은 없는 경우가 적용군이 71명(71.0%), 비적용군이 76명(69.1%)으로 

조사되었다. 질식분만은 2회 경험한 대상자가 적용군이 47명(47.0%), 비적

용군이 54명(49.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고, 제왕절개술은 적용군이 

76명(76.0%), 비적용군이 91명(82.7%)으로 대다수가 경험하지 않았다. 인공

유산을 경험한 대상자는 적용군이 77명(77%), 비적용군이 75명(68.2%)으로 

반수를 넘었다. 이상으로 일반적 특성은 적용군과 비적용군에서 통계학적

으로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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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적용군(100) 비적용군(110)

t or x 2 p
명(%) 명(%)

연령(세) 39  이하 7(7.0) 19(17.3) 6.99 0.07

40 - 44 40(40.0) 31(28.2)

45 - 49 38(38.0) 40(36.4)

50  이상 15(15.0) 20(18.2)

평균 ± 표준편차 45.6 ± 5.88 44.8 ± 5.40 1.03 0.31

교육정도 초졸 이하 9(9.0) 11(10.0) 0.55 0.91

중졸 17(17.0)) 22(20.0)

고졸 55(55.0) 55(50.0)

대졸이상 15(15.0) 16(14.5)

무응답 4(4.0) 6(5.5)

결혼상태 무 5(5.0) 12(10.9) 2.46 0.12

유 95(95.0) 98(89.1)

직업 무 71(71.0) 76(69.1) 0.09 0.76

유 29(29.0) 34(30.9)

종교 기독교 36(36.0) 33(30.0) 1.90 0.59

천주교 14(14.0) 12(10.9)

불교 17(17.0) 20(18.2)

없음 33(33.0) 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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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특성 구분 
적용군(100) 비적용군(110)

t or x 
2

p
명(%) 명(%)

주택소유

형태

월세 2(2.0) 4(3.6) 0.92 0.63

전세 16(16.0) 20(18.2)

자택 73(73.0) 73(66.4)

무응답 9(9.0) 13(11.8)

주치의 A 16(16.0) 15(13.6) 4.93 0.43

B 15(15.0) 18(16.4)

C 23(23.0) 14(12.7)

D 12(12.0) 19(17.3)

E 33(33.0) 43(39.1)

질식분만 0회 29(29.0) 20(18.2) 4.08 0.25

1회 11(11.0) 17(15.5)

2회 47(47.0) 54(49.1)

3회 이상 13(13.0) 19(17.3)

제왕절개술 0회 76(76.0) 91(82.7) 3.92 0.14

1회 12(12.0) 5(4.5)

2회 이상 12(12.0) 14(12.7)

인공유산 0회 23(23.0) 35(31.8) 3.99 0.26

1회 31(31.0) 28(25.5)

2회 25(25.0) 19(17.3)

3회 이상 21(21.0) 28(25.5)

자연유산 무 93(93.0) 101(91.8) 0.10 0.75

유 7(7.0)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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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적용군과 비적용군에 차이

가 없었다.

수술경험에 있어서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적용군과 비적용군에서 각

각 65명(65.0%), 71명(64.5%)이었으며 과거병력을 보면 적용군은 57명(57%)

이 없었고, 비적용군은 70명(63.6%)이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수술후통증관리 사용에서는 적용군이 96명(96.0%), 비적용군이 109명

(99.1%)이 사용하 다. 적용군의 60명(60.0%), 비적용군의 72명(65.5%)이 동

반수술을 경험하 고, 적용군의 74명(74..0%), 비적용군의 85명(77.3%)가 유

착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적용군의 78명(78.0%), 비적용군의 83명(75.5%)

이 합병증이 없었다. 또한 적용군의 51명(51.0%), 비적용군의 67명(60.9%)이 

협진을 하지 않았다. 입원경로는 응급실을 이용한 대상자는 적용군이 1명

(1.0%), 비적용군이 3명(2.7%)이었다. 기준병상 4인실 이용은 적용군이 96명

(96.0%), 비적용군이 109명(99.1%)이 이용하 고,  자궁적출술 포괄수가제에 

있어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가 적용군 77명(77.0%), 비적용군 83

명(75.5%)이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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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특  성 구  분
적용군(100) 비적용군(110)

x 
2

p
명(%) 명(%)

수술경험 무 35(35.0) 39(35.5) 0.01 0.95

유 65(65.0) 71(64.5)

과거병력 무 57(57.0) 70(63.6) 0.97 0.33

유 43(43.0) 40(36.4)

투약력 무 83(83.0) 84(76.4) 1.42 0.23

유 17(17.0) 26(23.6)

가족력 무 72(72.0) 86(78.2) 1.07 0.30

유 28(28.0) 24(21.8)

수술후퉁증관리 무 4(4.0) 1(0.9) 2.15 0.14

유 96(96.0) 109(99.1)

동반수술 무 40(40.0) 38(34.5) 0.67 0.41

유 60(60.0) 72(65.5)

유착수술동반유무 무 74(74.0) 85(77.3) 0.31 0.58

유 26(26.0) 25(22.7)

합병증 무 78(78.0) 83(75.5) 0.19 0.66

유 22(22.0) 27(24.5)

협진 무 51(51.0) 67(60.9) 2.09 0.15

유 49(49.0) 43(39.1)

입원경로 외래 99(99.0) 107(97.3) 0.84 0.36

응급실 1(1.0) 3(2.7)

병실구분 4인실 96(96.0) 109(99.1) 2.15 0.14

2인실 4(4.0) 1(9.0)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358100 77(77.0) 83(75.5) 0.07 0.79

358101 23(23.0) 2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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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일수와 진료비 비교

주 진료경로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보면 각각 평균 7.94

일,  7.91일로 두 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9). 

표 9. 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재원일수 비교         

( 단위 : 일 )

항  목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재원일수 적용군 7.94 1.10 0.22 0.83

비적용군 7.91 0.93

주 진료경로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총진료비를 비교해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0). 

대상자 진료비 중 항생제 진료비, 입원전 외래 검사비가 적용군에서 비

적용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항생제 진료비는 적용군이 

평균 31,251원으로 비적용군의 35,932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 또한 입원전 외래 검사비 항목에서도 적용군이 평균 130,254원이었고, 

비적용군이 평균 154,185원으로 적용군의 입원전 외래 검사비가 비적용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 외에는 적용군과 비적용군 간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순수진료비, 

포괄수가제 총진료비, 검사비, 퇴원 후 외래 검사비, 퇴원 후 외래 항생제 

진료비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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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진료비 비교 

                                                           ( 단위 : 원 )

구  분 범위
적용군(100) 비적용군(110)

t p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선택진료비 340,439 ± 236,025 342,071 ± 230,823 -0.05 0.96

상급병실료 44,600 ± 187,721 13,818 ± 108,085 1.44 0.15

순수진료비 1,214,736 ± 33,515 1,211,562 ± 135,742 0.17 0.87

포괄수가제  

총진료비
1,961,504 ± 08,774 1,921,679 ± 266,495 1.01 0.32

항생제

진료비
31,251 ± 4,680 35,932 ± 20,759 -2.30 0.02*

검사비 급여 90,312 ± 33,645 95,376 ± 28,072 -1.19 0.24

법정비급여 2,700 ± 18,632 4,000 ± 20,417 -0.48 0.63

재료비 급여 52,863 ± 23,473 54,046 ± 23,479 -0.37 0.72

비급여 40,284 ± 10,920 39,865 ± 7,924 0.32 0.75

입원전

외래검사비
130,253 ± 67,312 154,184 ± 60,493 -2.70 0.008**

퇴원후

외래검사비
3,039 ± 9,578 3,078 ± 11,360 -0.03 0.98

퇴원후외래

항생제진료비
0 ± 0 7 ± 73 -0.95 0.34

총 진료비 1,599,775 ± 313,527 1,567,443 ± 261,236 0.81 0.42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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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 진료경로

적용여부, 동반수술 유무, 유착수술 유무, 협진 유무,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합병증 유무, 주치의 등을 가변수화(dummy)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표 11). 

분석 결과 주 진료경로는 재원일수에 향을 주지 않았으며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포괄수가제 분류번호가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있는 경우,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주치에 따라 차이

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31.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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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재원 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p adj. R2

적용여부 비적용군
0.317

적용군 -0.008 0.89

동반수술 무

유 0.056 0.41

유착수술 무

유 0.166 0.02*

협진 무

유 0.071 0.26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358100

358101 0.940 0.01*

합병증 무

유 -0.713 0.05

연령 -0.031 0.65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0.088 0.23

대졸이상 -0.038 0.62

결혼상태 무

유 -0.019 0.77

직업 무

유 -0.045 0.46

종교 없음

기독교 0.149 0.04*

천주교 0.008 0.90

불교 -0.087 0.19

주택소유형태 자택이외

자택 0.008 0.89

주치의 A

B -0.258 0.001**

C -0.433 0.000**

D -0.344 0.000**

E -0.626 0.000**

질식분만 0.032 0.72

제왕절개술 -0.039 0.64

인공유산 -0.026 0.68

자연유산 무

유 0.015 0.80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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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 진료경로 적용여

부, 동반수술 유무, 유착수술 유무, 협진 유무,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합병

증 유무, 주치의 등을 가변수화(dummy)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총진료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 특정 주치의인 경우이었으며 설명력은 61.7%이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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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총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p adj. R
2

적용여부 비적용군
0.617

적용군 0.035 0.44

동반수술 무

유 0.036 0.48

유착수술 무

유 0.135 0.01*

협진 무

유 0.041 0.38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358100

358101 0.367 0.19

합병증 무

유 -0.229 0.41

재원 일수 0.198 0.000**

연령 0.007 0.89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0.041 0.46

대졸이상 0.052 0.36

결혼상태 무

유 0.028 0.57

직업 무

유 -0.038 0.40

종교 없음

기독교 0.046 0.39

천주교 0.054 0.28

불교 -0.013 0.79

주택소유형태 자택이외

자택 0.036 0.43

주치의 A

B -0.018 0.76

C 0.733 0.000**

D 0.572 0.000**

E 0.737 0.000**

질식분만 0.071 0.29

제왕절개술 -0.017 0.78

인공유산 -0.028 0.54

자연유산 무

유 0.031 0.49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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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중 순수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 진료경

로 적용여부, 동반수술 유무, 유착수술 유무, 협진 유무, 포괄수가제 분류번

호, 합병증 유무, 주치의 등을 가변수화(dummy) 처리한 후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 순수진료비는 동반수술 여부와 재원일수에 가장 큰 향을 받

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표 13). 설명력은 59.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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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순수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p adj. R
2

적용여부 비적용군
0.597

적용군 -0.019 0.68

동반수술 무

유 0.107 0.04*

유착수술 무

유 0.016 0.77

협진 무

유 0.079 0.10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358100

358101 0.446 0.12

합병증 무

유 -0.269 0.35

재원 일수 0.669 0.000**

연령 0.080 0.13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0.031 0.59

대졸이상 0.051 0.38

결혼상태 무

유 0.035 0.48

직업 무

유 0.029 0.53

종교 없음

기독교 0.026 0.63

천주교 0.037 0.47

불교 0.068 0.19

주택소유형태 자택이외

자택 -0.026 0.59

주치의 A

B -0.060 0.32

C 0.64 0.33

D -0.030 0.63

E -0.007 0.92

질식분만 0.027 0.69

제왕절개술 0.029 0.66

인공유산 -0.064 0.17

자연유산 무

유 0.081 0.08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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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중 항생제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주 진

료경로 적용여부, 동반수술 유무, 유착수술 유무, 협진 유무, 포괄수가제 분

류번호, 합병증 유무, 주치의 등을 가변수화(dummy) 처리한 후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 다. 

분석결과 항생제진료비는 재원 일수에 의해 향을 받고 있었고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적용군과 음의 관계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9.6%에 

해당하 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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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항생제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p adj. R
2

적용여부 비적용군
0.096

적용군 -0.132 0.06

동반수술 무

유 0.005 0.95

유착수술 무

유 0.033 0.69

협진 무

유 0.066 0.36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358100

358101 -0.408 0.35

합병증 무

유 0.345 0.42

재원 일수 0.410 0.000**

연령 -0.060 0.45

교육정도 중졸이하

고졸 -0.018 0.83

대졸이상 -0.041 0.64

결혼상태 무

유 -0.086 0.25

직업 무

유 -0.039 0.57

종교 없음

기독교 0.005 0.95

천주교 0.049 0.52

불교 0.095 0.22

주택소유형태 자택이외

자택 0.004 0.96

주치의 A

B 0.003 0.98

C 0.023 0.81

D 0.037 0.70

E 0.115 0.31

질식분만 0.089 0.38

제왕절개술 -0.018 0.85

인공유산 -0.010 0.89

자연유산 무

유 0.000 0.97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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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이 연구는  포괄수가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궁적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 적용 전․

후의 평균 재원일수, 총진료비를 비교, 분석하며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 다.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적용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및 자료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궁적출술을 

받고 퇴원한 포괄수가제 환자군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주 진료경로 적용한 환자군 100명을 적용군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1일까지 6개월간 퇴원한 환자군 110명은 

비적용군으로 하여 총 210명의 자료를 가지고 적용 전․후의 효과를 비교

하 다. 

조사기간 동안의 대상군에 해당하는 모든 퇴원 환자들의 각 진료수가 자

료를 원시자료로 이용하 으며 조사 대상 병원에서 개발 완료된 자궁적출

술에 대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 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및 기타 의무기록지와 입원환자카

드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았

던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주 진료경로 적용효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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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료비를 중심으로 연구를 시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 또는 주진단명 등에 대한 적합(matching)을 하기

에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행하지 못하 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있었으며 한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관련 특성은 적용군과 

비적용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이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 진료경로 적용군의 평균 재원일수는 비적용군의 것보다 단축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 는데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보

면 각각 평균 7.94일,  7.91일로 두 군에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가설은 기각 

되었다. 

둘째로  주 진료경로 적용군의 평균 총진료비는 비적용군의 것보다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은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총진료비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었

으므로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재원일수와 총진료비에 있어 적용 전․후의 통계학적인 유

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조사 대상 병원이 2000년부터 포괄수가지불제도

를 시행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포괄수가 진단군을 비롯한 다양한 주 진

료경로를 개발 적용하여 왔으며 동일한 질환에서의 환자 관리가 진료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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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처방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일반적 수준으로  획일화되어 있으

며 지속적인 감시와 분석을 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것은 

주 진료경로와 포괄수가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홍성옥, 2000)에서 매우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owal(1996)은 유방절제술 환자에게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결과 환자의 

재원일수가 단축되고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용이 감소함을 보고하

으며 신미옥(2000)의 당뇨병 표준진료지침 적용의 연구에서도 재원일수 및 

총진료비의 감소를 보고하 고 김용순(1995)의 표준진료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재원기간 단축,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 다

고 보고하 다. 노기옥(1998)의 연구에서 자궁적출술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군의 평균 재원일수는 4.6일, 비적용군은 5.9일 이었으며 홍성옥(2000)의 주 

진료경로 개발 및 적용실태조사연구에서는 적용 후 기대 효과는 의료비용절

감이 70%가 효과가 큰 것으로, 재원일수 단축의 효과는 65.0%가 크다고 조

사되었다. 이는 재원일수의 단축으로 병상회전이 증가하여 수입증대의 효과

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외국의 문헌에서 보고되었다. 수술환자의 입원비용

이 입원에서부터 수술 후 2일까지의 기간동안 대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

해 볼 때 포괄수가지불제도 적용 하에서의 재원일수의 단축은 병상회전율의 

증가로 같은 병상 수를 가지고 더 많은 환자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병

원의 수익증가를 초래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원일수의 단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진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갈등이 예

상된다. 그러므로 주 진료경로 개발과 적용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전 직원의 주 진료경로에 대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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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필요하며 대상환자나 보호자의 의료에 대한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

셋째로 대상자 진료비 중 항생제 진료비, 입원전 외래 검사비가 적용군에

서 비적용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 및 종합결과 평가(2000)에서의 보고된 것처럼  

시범사업후 1인당 항생제 사용액은 감소하 으며 조사 대상 병원에서도 주

치의 6인의 항생제 사용은 주 진료경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약제의 사용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외래 검사비의 감소는 주 진료경로 적용을 통하여 진료의

사로부터 충분히 필요한 사전 정보를 듣고 질병을 이해하고 수술을 선택하

며 사전 수술에 불필요한 검사들을 제한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로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포괄

수가제 분류번호 중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있는 경우와 종교가 기독교인 경

우, 특정 주치의인 경우이었다.

Ireson(1997)는 고관절과  무릎관절 이식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연구에서 재원일수 단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과 합병증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중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있는 것은 주로 수술후 합병증과 동일하 다.

다섯째로 총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

일수, 특정 주치의인 경우이었다.

여섯째로 순수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동반수술 여부와 재원일수

에 가장 큰 향을 받았다.

일곱째, 항생제진료비는 재원 일수에 의해 향을 받았다.

이평애(2000)의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는 재원기간, 진료

의사, 질병의 중증도가 유의하게 진료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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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 또는 주진단명 등에 대한 적합(matching)을 

하기에는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행하지 못하 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

구가 있었으며 한다.

둘째, 포괄수가제 분류번호 중 중증도별 차이를 비교 연구하지 않은 한

계가 있다.

셋째, 원가와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진료비와 진료수익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자료 수집에 있어 주로 의무기록을 이용하 으므로 

기록의 누락, 오류, 제한적인 기록 등의 기록의 한계가 있다.  

다섯째, 포괄수가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연구로 특성이 상이한 병원에의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하는 데는 제

한이 있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 진료경로  개발 기

준이 마련되고 다양한 주 진료경로의 개발, 적용될 경우 보다 비용 효과적

이고 체계적인 환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명확히 정의되고 정확히 측정된 자료들을 이

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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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결   론

이 연구는  자궁적출술 환자의 주 진료경로 적용효과를 알아보고자 경기도

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궁적출술을 받고 퇴원한 포괄수

가제 환자군을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 적용군 100명과 비적용군1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적용 전․후의 평균 재원일수, 총진료비를 비교, 분석하며 재원일

수와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 다. 분석은 SPSS / PC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
2
-test 또는 t-test로 분석

하 으며 적용군과 비적용군 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대한 차이는  t-test

로 분석하 다. 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 진료경로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재원일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주 진료경로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총진료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대상자 진료비 중 항생제 진료비와 입원전 외래 검사비는 적용군에서 

비적용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4.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포괄수가

제 분류번호 중 합병증 및 동반상병이 있는 경우,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특

정 주치의인 경우이었다.

5. 총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착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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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치의인 경우이었다.

6. 순수진료비는 동반수술 여부와 재원일수에 가장 큰 향을 받았다.

7. 항생제진료비는 재원 일수에 의해 가장 큰 향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주 진료경로의 적용여부에 따른 재원일수, 총진료비, 순수진

료비는 차이가 없었으며 항생제 진료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상 종

합병원이 자궁적출술에 대해 주 진료경로 도입 이전부터 포괄수가제를 적

용하고 있으므로 포괄수가제하에서 주 진료경로의 적용 효과가 크지 않았

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사 대상 병원에서도 주치의 6인의 항생제 사용은 

주 진료경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약제의 사용으로 항생제 진료비가 감소되

었다. 또한 외래 검사비의 감소는 주 진료경로 적용을 통하여 진료의사로

부터 충분히 필요한 사전 정보를 듣고 질병을 이해하고 수술을 선택하며 

사전 수술에 불필요한 검사들을 제한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괄수가지불제도 적용 하에서의 재원일수의 단축은 병상회전율의 증가

로 같은 병상 수를 가지고 더 많은 환자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병원

의 수익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진료경

로 개발과 적용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

어야 하고, 전 직원의 주 진료경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며 대상환

자나 보호자의 의료에 대한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 진료경로

의 개발과 적용은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원 자체 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직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자신의 병원실정에 

맞는 적절한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된 주 진료

경로가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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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더라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향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점차 

정착해 가는 과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 적용 

전․후의 6개월간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하 고 그 대상자가 특정 질환으

로 편중 되어 있으며 자료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 국내 병

원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전체병원 중 

주 진료경로 개발을 완료하고 적용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평가 연구가 추후

에 필요함을 제언하며 주 진료경로 개발 적용에 대해 병원을 대상으로 연

구하 으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만족도 및 의료의 질과 관련한 연구

가 필요하며 질환의 중증도별로 차이가 있는 주 진료경로의 개발이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주 진료경로를 1년간 적용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 

반복해서 효과를 측정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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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표

ID
등록 

번호
환자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적용 

구분
주치의 나이

입원 

경로

병실 

구분

DRG

번호

1

2

3

4

5

6

7

8

∼

ID
주택소유

형태
종교

교육

정도

결혼

상태
직업

질식

분만

제왕

절개술

인공 

유산

자연

유산

수술

경험

1

2

3

4

5

6

7

8

∼

ID
질병

유무

투약

유무
합병증 가족력

수술후 

통증관리

동반

수술

유착수술 

동반

협의 

진료
기타

1

2

3

4

5

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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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대상자의 진료비 통계 조사표

ID 등록 번호 환자명 총진료비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순수진료비
DRG

진료비

1

2

3

4

5

6

7

8

∼

ID 항생제진료비 급여검사비
100/100   

검사비

비급여 

검사비
급여재료비

100/100 

재료비

비급여 

재료비

1

2

3

4

5

6

7

8

∼

ID
한시적비급여

재료비

입원전외래 

검사비

퇴원후외래검

사비

퇴원후외래 

항생제진료비

1

2

3

4

5

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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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TRACT =

Effects of Critical Pathway for Hysterectomy 

Patients

Chong-Ha Ch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Hum Yu, M.D., Dr.P.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ritical pathway on 

length of stay and medical costs for hysterectomy patients by comparing those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critical pathway. The subjects were 210 

patients. 100 were put in the critical pathway applied group(intervention group) 

and 110 were put in the non-applied group(control group).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length of stay and total medical 

costs between intervention group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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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st of antibiotic and outpatient test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intervention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3.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ngth of stay were whether she had a 

hysterectomy or not, when the DRG number was 358101, when her religion 

was christianity, and by her doctor.

4.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otal medical costs were whether she had a 

hysterectomy or not, the length of stay, and by her doctor.

5. The pure test costs were influenced by the number of simultaneous 

operations and the length of stay.

6. The antibiotic costs were influenced by the length of stay.

The length of stay and the total medical costs were not different, but the 

costs of antibiotics were lower in intervention group. This results may explain 

that the hospital have been applied to DRG payment system before critical 

pathway for hysterectomy patients, and then the effects of critical pathway 

were hide with DRG's effects.

 

Key words : critical pathway, length of stay, total  medical costs, 

DRG (diagnosis rel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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