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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군 병원은 입원환자 진료변이의 최소화, 의료의 질 향상,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2000년 8월부터 주 진료경로를 군 병원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14개 진단 및 처치에 따른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을 대상 입원한 환자들에

게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 군 병원에서 충수절제술로 입원한 환자에게 적용

된 주 진료경로의 임상적용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고, 개별 요소에 대한 순

응도와 발생된 변이를 평가하여 개선 및 안정적인 최선의 진료모형을 수립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대상은 군 병원에 입원하여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로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주 진료경로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79명

과 2000년 동일 기간동안 일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환자 77명으로 선정

하 다.

   연구도구로는 주 진료경로의 적용효과와 순응도 및 변이요소를 측정하

기 위해 대상환자의 의무기록이 이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하 고, 분석방법은 t-test, chi-sqare test, 기술통

계방법을 이용하 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군에서 적용하지 않은 군보다 평균 재원

일수가 3.31일 더 길었고, 정양기 평균 재원일수 또한 주 진료경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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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군에서 3.4일 더 길었다(P〈0.01).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군에서 평

균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난 것은 주 진료경로의 목표재원일수가 전체 군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를 기초로 설정되어 대상 군 병원의 특성을 간과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 병원의 특성상 민간병원과는 달

리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에 정양기간을 제시함으로써 급성기 치료가 끝

난 환자들에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정양기간이 제도적으로 고려된 점

이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군에서 평균 재원일수가 더 길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둘째,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군과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군

간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셋째,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에 대한 순응도에서 이행율이 높은 항목으

로는 환자활동(100%), B형 간염 항원항체검사를 제외한 검사 전 항목(99%), 

처치/수술항목(91%)이었고, 이행율이 낮은 항목으로는 진통제(30%), 항생

제 요법(3%), 수액요법(1%), 활력증상 측정(1%) 이었다.

   넷째,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 중 4개 항목(활력징후,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항생제, 발사)에서 발생한 변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230건 중 

의료진 측면이 145건(63%), 병원 측면 75건(33%), 환자 측면 10건(4%) 이

었다. 이를 Hurt(1995)의 변이등급에 따라 분류해 보면 발생변이 모두 재

원일수에 향을 미치지 않고 즉각적인 위험발생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인 주 진료경로의 적용과 질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다수의 변

이가 발생된 의료진 측면에서의 변이관리가 이루어져야겠으며, 또한 의료

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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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타 질환이나 처치에 따른 주 진료경로에 대하여서도 보

다 안정적인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의 수립과 임상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임

상에서의 적용효과 및 개별 요소의 순응도, 변이관리에 대한 연구가 병원 

질 향상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핵심되는 말 : 충수절제술, 주 진료경로, 변이, 군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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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의료수요 증가, 인구의 노령화 및 질병구조의 만

성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문제, 의료자원의 제한과 비효율적인 활용, 국민의 

건강요구 증대에 대한 부응이라는 문제를 안고있다(노인철, 1994). 또한 국

제화, 개방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실시와 포괄수

가제 시행 등의 의료정책의 변화 및 의료수가 인상률 저조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의료기관은 의료비용 측면의 재고와 동시에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을 산출하여 국민의 질

(quality)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게 요

구되고 있다(김낙주, 1999; 노기옥, 1998). 이러한 사회 경제적 위기상황과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고 

최적의 기대효과를 증진시키는 혁신적인 건강관리체계를 모색하게 되었고, 

주 진료경로(Critical Pathway)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의료기관들이 능동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 및 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진

단명 기준 환자군(Diagnosis Related Group: DRG)이라는 분류체계를 개발

하여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질병 군별로 미리 책정된 총액 개

념의 진료비를 지불 받게되는 포괄수가제나 등록된 환자 또는 사람 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받는 인두세(capitation) 개념의 건강유지기구(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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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지불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변

화는 환자의 복잡한 요구에 부합하고 인적, 물적 자원은 보전하면서 질적

인 관리를 제공하는 또 다른 건강관리체계의 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Gabel, 1997). 또한 1990년대 초 의료비의 상승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병원들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병원

간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연의 과제로 등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 진료경로가 개발, 적용되기 시작하 다(Crummer & Carter, 

1991). 

   우리나라는 1997년 2월 미국으로부터 포괄수가제(DRG) 제도를 도입하

게 되었고, 현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3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42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DRG준비위

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 향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 

진료경로를 개발․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김용순 외, 2000). 

주 진료경로와 포괄수가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홍성옥(2000)의 연구를 보

면 국내에서 주 진료경로를 개발 및 적용하는 병원, 개발 중이거나 적용하

지 않는 병원, 개발하지 않는 병원 모두에서 “관련이 있다”가 92.0%, 

100%, 94.7%로 나타나 주 진료경로 개발이 포괄수가제와 매우 접한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료기관은 종전의 질(quality) 추구에서 질적 

수준 유지와 진료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시

점에 있으며 이런 배경아래 새로운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주 진료

경로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군 병원 또한 군 의료의 질 향상 측면에서 군 

병원간의 입원진료와 재원기간의 양적․질적인 형평성 유지, 효율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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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물자관리, 또한 그 특성상 수입측면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비용 측

면에서의 절감방안을 위한 노력으로 군 병원 다빈도 17개 주요 입원 질환

에 대한 19개의 진단 및 처치 명에 따른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의무사령

부 예하 17개 군 병원에서 2000년 8월부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 의료에 주 진료경로를 도입하여 시행한지 현재 만 2년이 

지났지만, 개별 주 진료경로 적용 현황과 평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

무한 실정이다. 의무사 의료관리실 차원에서 매 분기마다 그 적용현황 및 

결과를 분석하여 환류 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이는 각 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진료경로 전체 질환에 대한 추이, 재원기간을 목표로 한 변이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종합한 것이며, 개별 주 진료경로

의 적용현황과 그 효과를 측정하여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는 

일부 질환에 대한 군 주 진료경로 적용이 자칫 임상결과나 기타 기대되는 

효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없이 또 다른 형태의 재원일수 관

리 방안으로서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에 개별 

주 진료경로에 대한 적용현황과 변이관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과제

라고 볼 수 있다. 실제적인 사업의 초기에는 군의 특성상 의무사령부로부

터의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의 형태를 취하 지만, 어느 정도 

체계에 적응된 현 시점에서 개별 병원은 각 병원 특성에 따라 적용하며, 

의료의 질 향상 활동과 연계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

으로 대상 질환별 주 진료경로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각 역에 대하여 재

평가하며 변이를 관리하여 병원 환경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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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一 軍 병원에서 급성 충수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주 진료경로의 임상적용을 통한 결과 및 변이를 분석하여 보다 효

과적인 주 진료경로 수립과 적극적인 실무적용, 향후 기타 질환 주 진료경

로의 적용효과 분석 및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급성 충수돌기염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인 

주 진료경로의 임상적용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적용되는 주 진료

경로에서 발생되는 변이를 평가하여 개선 및 안정적인 최선의 진료 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주 진료경로의 적용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1)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를 비교한다.

    2) 합병증 발생빈도를 비교한다.

   둘째, 현 주 진료경로의 임상 적용 중 발생되는 변이관리를 위하여 

    1) 개별 주 진료경로 요소의 순응도를 평가한다.

    2) 발생된 변이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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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가. 충수절제술

   우 하복부 근육분리 절개(McBurney Incision)를 통해 맹장으로부터 충

수를 제거하여 감염의 확산과 복막염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

는 수술을 말한다.

 나. 주 진료경로(Critical Pathway)

   본 연구에서 주 진료경로는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환

자를 대상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체 진료 과정의 순서와 치료내용, 목표 

재원일 등을 표준화하여 시간 틀에 따라 지정해 놓은 환자관리계획표를 말한다.

 다. 개별 주 진료경로 요소

   주 진료경로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임상적 평가 및 조치가 나열된 종축 항목

의 역 중 측정관찰(활력징후), 환자활동(조기이상), 수술 전 검사, 처치수술(상

처 드레싱, 발사), 약물(항생제, 수액, 진통제, 경구약제) 역을 핵심요소로 간

주하여 살펴보았다.

 

 라. 적용효과

   적용효과란 주 진료경로를 임상 적용한 후 나타난 결과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재원일수의 변화와 합병증 발생빈도를 살펴보았다.

 마. 합병증

   Beauchamp 등(2001)은 충수절제술 이후 가능한 합병증으로 수술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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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염, 장폐색, 여성환자의 경우 불임증, 폐렴, 기타 병원성 감염 등을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의 합병증은 수술부위 감염, 장폐색, 폐렴으로 제한

하여 살펴보았다.

 바. 변이 

   임상적 평가나 조치가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로부터 벗어난 모든 경우

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급성기 치료기간(입원 1일 - 수술 후 7일)동안 주 진료경

로 각 역별 진료행위들이 프로토콜에서 제시된 바와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상

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 Case manager / 주 진료경로 coordinator

   Case manager는 주 진료경로의 개발에 참여하며 수정 및 변이관리, 

목표 달성여부, 주 진료경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하며 평가하는 책임을 진다(Gibb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주 진료경로 coordinator 되어 그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

 아. 정양기간

   입원의 원인이 된 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기존의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기간으로 자대 복귀 후 군의관의 지침에 따른 

군 생활이 가능한 상태까지의 입원기간을 의미한다. 군 주 진료경로에서는 

해당 질환별로 급성기와 정양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충수절제술 수술 후 8일부터 퇴원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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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2.1. 주 진료경로

 가. 주 진료경로의 정의

   주 진료경로는 일정한 시간 틀 내에서 치료나 중재에 대한 대상자의 결

과를 평가하는데 기틀이 되는 도구로서(Coffey et al, 1992) 특정한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수행되어져야 하는 의료행위들을 일정한 시간 순서에 따라 적절하

게 지정하여 놓은 다학제간 환자관리 계획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Pearson, Goulart-Fisher & Lee, 1995). 주 진료경로는 규정된 시간 내에

서 특정관련 상황에 대한 사정, 중재, 치료, 그리고 결과를 묘사한 환자관

리 계획이며, 비용 효과적이고 질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상의 자원활용

과 재원기간의 단축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건과 환자의 결과를 포함

한 시간 틀을 규명한 것이다(Counsell, Guin & Limbaugh, 1994; Beyea, 

1996). 또한 주 진료경로는 case-mix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성격이 비

슷한 그룹의 환자군, 예를 들면 DRG 대상 질환과 같은 그룹의 환자 군에

서 적절한 자원의 이용을 조장하기 때문이다(J Cheah, 2000).

   주 진료경로에 대한 개념은 미국에서 1970년대 초부터 토론되고 연구되

어 왔으나 적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병원비 

지불제도가 포괄수가제로 바뀌면서 주 진료경로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불

러 일으켜 재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Zander(1988)는 주 진료경로를 케이스

별 환자관리(Case Management)과정을 도와주는 도구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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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진료경로의 일반적인 양식은 시간 틀에 근거하여 환자의 치료과정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정 진단이나 처치 하에 횡축으로 나열된 시

간 틀과 종축에 나열된 항목들 즉, 사정, 검사, 처치, 양, 약물, 활동/안전, 

교육, 퇴원계획, 의뢰, 결과, 평가 등이 행위들로 구성된다. 횡축의 시간 틀

의 설정은 보통 입원에서 퇴원까지로 나타내며(Zander, 1988; Gibson, 

1993; Powell, 1996), 최근에는 환자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입원 전부터 가

정간호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주 진료경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진료지침, 핵심진료경로, 

Critical Pathway 등으로 표현되며 한편 미국에서는 진료지도(care maps),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진료트랙(care 

track)등의 유사하고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일, 강 호, 

2000).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주 진료경로로 사용하는 것은 사례관

리에 주 진료경로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례관리가 

없이도 주 진료경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와는 개념이 구분되

어야 한다(박주희, 박창식, 2000). 그리고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은 “의사와 환자가 특정한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진료에 관한 결

정을 도와주는 조직적으로 개발된 기술”로서 의료인의 행위만을 고려의 대

상으로 삼으며, 환자의 입원기간 중 최상의 진료결과를 얻는데 목표를 두

고 의료진이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병원 전 직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다학제적 지침인 주 진료경로와는 차이가 있다(김은경, 장현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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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 진료경로의 특성

   주 진료경로는 미국에서 입원진료, 외래진료, 장기 요양 진료, 가정 진

료시설 등 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관마다 

주제 선정, 팀 구성, 의무 기록, 기존 문헌 및 외부 기준에 대한 평가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Wall & Proyect, 1998).

   첫째, 모든 주 진료경로는 이를 적용하는 환자 집단을 구체적으로 설정

한다. 즉 진단명, 처치 또는 수술명, 환자상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주 진

료경로를 개발하여 특정한 환자집단에 적용한다.

   둘째, 환자 진료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의료 제공자들이 주 진료경로의 

개발과 실행에 참여하며, 이들이 과거의 진료경험과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주 진료경로를 만든다.

   셋째, 주 진료경로는 적용 대상 환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진료를, 어떠한 

순서에 따라, 어떠한 시점에, 얼마동안 제공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넷째, 주 진료경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용하여 개발된 주 진료경로의 향을 측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환자의 임상적 결과, 재원기간, 진료비용 또는 환자 만족도 등을 

측정하며, 환자가 주 진료경로를 따를 때 거치게 되는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중간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다섯째, 한번 개발된 주 진료경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행결과에 근

거하여 기존의 주 진료경로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이용하

여 주 진료경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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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 진료경로와 관련된 연구 문헌 고찰

 가. 주 진료경로 적용 대상군

   홍성옥(2000)은 국내 4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주 진료

경로개발 및 적용 실태조사 연구에서 주 진료경로 질병 대상군을 포괄수가

제 대상질병과 기타 질병으로 개발되어 적용되는 군으로 구분하 다. 그 

결과를 보면, 포괄수가제 질병 군에는 수정체 수술, 편도와 아데노이드 수

술, 단순 폐렴과 늑막염, 항문과 항문주위 농양,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과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수술, 질식분만, 소화기계 질

환이 있다. 또한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 외에 개발중이거나 개발되어 적용

되는 질환으로는 말기 신부전, 골수이식술, 음낭수류, 급성 담낭염, 헤르페

스, 전립선제거술, 슬관절 전치환술, 갑상선절제술,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

술, 추간판 탈출증, 담마진, 당뇨병, 유방절제술, 전방 십자형 인대수술, 용

종절제술, 심근경색증, 관절경 수술, 신생아 질병, 내시경적 수술, 만성 담

낭염, 정형외과 종양 등이 있으며 주로 수술환자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

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경우는 이미 포괄수가제 제도가 적용되어 그 보완책으로 포괄수

가제 대상 질병에 대한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 으며 이외에 국내보다는 더 

다양한 여러 질환 군을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가 개발․적용되고 있는데, 

비수술 대상으로는 폐렴, 천식, 환기기 적용환자, 울혈성 심부전, 다발성 경

화증, 뇌졸중,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항암요법 등 다양하 으며, 수술의 경

우에도 심혈관 관련 수술, 장기이식, 슬관절이나 고관절 치환술 등 다양하

게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순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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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 진료경로 형태

   주 진료경로는 시간-업무 교차표(time-task matrix)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횡축에 나열된 시간 틀을 보면, 국내․외의 경우 모두에서 대부분이 

입원일 이나 수술전날로부터 퇴원 일까지를 시간 틀로 하여 “일”을 기본단

위로 하 고, 응급실 환자를 위한 주 진료경로는 내원 시간을 시작점으로 

하여 30분을 기본 단위로 시간 틀을 정하 으며, 가정간호 대상자를 위한 

주 진료경로는 방문일수를 기본단위로 하여 시간 틀을 정하 다. 종축의 

환자관리 종목은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주 진료경로에서 감시, 처치나 치

료, 약물, 활동, 식이, 검사, 의뢰/협의, 환자교육, 퇴원계획 등의 항목이 포

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배액, 간호진단, 간호중재, 기대되는 결과 및 기록 

등의 항목이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국내의 항목에 추가로 IV관리 및 수

액, 심리․사회적 사정 및 중재 등을 포함하고 특별히 의사지시와 간호지

시를 따로 제시한 사례도 있다(김용순 등, 2000). 

 다. 주 진료경로 개발팀

   국내․외의 경우 주 진료경로 개발팀의 구성원에 반드시 포함되는 건강

관리팀원은 의사와 간호사이며, 그 외에 국내의 경우 양사, 사회사업가, 

가정간호사, 의무기록사, 원무과 직원 및 대학교수, 적정진료 관리실, 포괄

수가제 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경우는 

많지 않다. 국외의 경우에는 양사, 사회사업가, 물리/호흡/작업치료사, 약

사 및 사례관리자, 심리학자, 질 보장 전문가 등이 개발팀에 추가로 참여하

여 국내의 경우보다 더 다양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주 진료경로를 개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옥, 2000, 김용순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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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 진료경로 초안작성 및 개발기간

   국내외 모두 주 진료경로의 초안작성방법은 주로 후향적인 방법으로서 

해당 질환 군으로 입원하여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환자관리형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초안을 작성하 다. 

그 외에 문헌집이나 규정집, Practice guideline을 추가로 이용하여 초안을 

작성한다(김용순 등, 2000). 1개의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는 데 걸린 기간은 

대개 1-3개월로서 짧은 기간동안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옥, 2000).

 마. 최종 개발된 주 진료경로의 종류

   국내외 모두 주 진료경로는 주로 의료제공자 측면에서 개발하여 의료인

들만이 공유하고 있었고, 몇몇 주 진료경로의 경우에는 환자교육용으로 개

발되어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치료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 다(김

용순 등, 2000).

 바. 주 진료경로 적용시 관리를 위한 조정자(Coordinator)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주 진료경로의 바탕이 되는 사례관리가 확실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관리를 위한 조정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몇

몇 연구에서 연구자(간호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는 

주로 간호사가 조정자 역할을 하나, 그 외에 전문의, 사례관리자(Case 

manager)가 이를 관리, 조정한다(김용순 등, 2000; 성 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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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적용효과

   Blaglock(1996)은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이유를 적절한 입

원 기간에 안전한 퇴원을 촉진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환자의 치

료과정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표준화함으로써 결과평가를 용이하게 하며, 

치료과정동안 발생 가능한 것들을 예측하여 예방하며, 의료비 지불기관과

의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다학제적인 실무

협력으로 협력적인 간호를 제공시킴으로써 간호전문직의 발달과 만족을 증

진시키기 위함이라 하 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들이 주 진료경로의 적용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라 말할 수 있다. 주 진료경로를 임상 적용하여 

보고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외 

   현재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는 사례관리를 근간으로 주 진료경로를 개발

하여 적용한 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Mckenzie(1989)에 

의하면 1987년 미국의 Hillcrest Medical Center에서 주 진료경로를 도입하

여 적용한 결과 비용절감 및 환자, 의사, 간호사의 만족도가 증가되었고, 

연간 $960,000의 비용절감 및 430일간의 재원일수가 단축되었다. 제왕절개 

환자를 대상으로 한 Cohen(1991)의 연구는 평균 재원기간의 단축, 직접간

호시간의 증가, 건강관리팀간의 의사소통의 향상, 불필요한 간호의 배제로 

환자관리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 다. Ling(1993)

은 Johns Hopkins Hospital에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과 고관절 대치술 환

자에 대해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결과 일년동안 $7,975 와 $28,251의 비용

이 절감되었음을 보고하 다. Latini & Floote(1992)는 외상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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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결과 환자 및 가족들은 의료 팀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에 대해 만족을 표하 고, 의사들은 환자 의뢰시 신속한 처리 및 환자

관리에서의 조직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 으며, 간호사의 경우 근

무교대시 보고서로서의 활용과 반복적인 기록에서의 탈피 및 팀간의 의사

소통 증진 등을 통한 환자관리의 질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 다. 

Kowal(1993)은 유방절제술 환자에게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결과, 재원일수

의 단축과 의료비용의 감소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Odderson & 

Mckenna(1993)의 연구는 재원기간의 단축, 흡인성 폐렴과 비뇨기계 감염

율의 감소, 의료비 감소를 보고하 다. 주 진료경로에 의한 표준화된 환자

관리는 합병증 발생률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Weilitz & Potter(1993)는 

흉곽절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폐합병증 발생률이 50% 

감소되었음을 보고하 고, Goode(1995)의 연구에서는 제왕절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환자 만족도와 직무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적용 후에 만족도가 더 증가하 으며, 특히 환자 만

족도의 증가는 환자는 물론 가족의 환자관리의 참여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진료경로의 적용으로 Ronald과 Deborah(1997)

는 전 고관절 대치술 환자의 재원일수를 28% 단축시켰고, 심근경색증, 중

풍환자에 있어서도 재원일수를 17% 단축시켰다고 보고하 으며, Tsahakis 

등(1999)은 척추융합술 환자의 재원일수를 62% 단축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진료경로의 적용으로 인한 단점으로 의료의 질 저하, 개별화

된 진료의 결여, 서류작업의 증가, 진료의 자율권 침해, 부적절한 진료의 

위험, 의학적 연구소홀 등이 있다(June, 1996; Forkn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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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국내의 경우, 주 진료경로는 1997년 2월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작으

로 일부 대상 질병 군들에 대하여 주로 의료기관에서의 질 향상(QI)활동으

로 개발 및 적용되거나, 국외와는 달리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행이 부

족한 상태에서 일부 국내 학위논문들이 사례관리 적용의 필수적인 도구로

서 몇몇 질환에 대하여 주 진료경로를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소개하

으나 아직까지는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다. 국내에 소개된 주 진료경로

의 적용효과는 다음과 같다.   

   노기옥(1998)은 자궁적출술 환자를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결

과 재원일수를 1.3일 단축, 총 진료비를 10.4% 감소한 것으로, 김낙주

(1999)는 슬관절치환술 환자를 대상으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군에서 재

원일수의 단축(17.95일에서 14.05일), 환자교육용 Pathway를 이용하여 단계

적인 퇴원교육을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스럽다는 결론을 얻었다. 송현주

(1999)는 주 진료경로의 적용결과를 의사 측면에서는 업무의 단순화와 설

명의 간편성, 간호사 측면에서는 업무의 단순성과 설명의 용이성을, 기타 

약제업무의 효율성, 보험심사업무의 편리성 및 간편성에 매우 긍정적인 반

응이 나타났음을 보고하 다. 또한 환자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요소로는 설

명의 충분성, 이해의 용이성, 설명시 접근 펀리성 등을 들었다. 성 희

(2000)는 척추후궁절제술 환자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위하여 주 진료경로를 적

용한 결과, 평균 재원일수의 41.7%단축,  환자 1인당 진료비의 감소, 직접

간호시간의 증가, 합병증 발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다. 문향이

(2001)는 Lumbar microdicectomy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 진료경로를 개발

하고 적용한 결과, 재원일수가 3.41일 단축되었고, 총 진료비의 16.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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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하 다. 또한 이순규 등(2001)은 일반

외과 DRG관련 상병(충수절제술, 치핵제거술, 치루절개술)의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대상 수술 모두에서 재원일수의 감소, 급여부분 진

료비의 감소, 환자만족도의 증가를 보고하 다. 이 외에 김은희 등(2002)은  

의사의 직무만족도 측면에서 주 진료경로 적용 이후 진료의 자유재량 감소를 

전공의의 72.7%가 응답하 고, 또한 전공의의 55.5%가 환자상태 파악의 용

이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여 주 진료경로의 단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2.3.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주 진료경로

 가.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

   군 의료서비스는 군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장병들의 양질의 서비스

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군내 의무병과의 정체성과 위상확보를 위해서 변

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군 의료서비스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몇 편의 연구가 있다. 장만생(1996)은 군 의료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

는 의료환경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며 인력, 시설, 장비와 더불어 의료관리 

및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 다. 이

종원(1994)은 군 병원의 수직적인 계급구조가 의료 종사자간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간의 관계에도 향을 미치며, 단기군의관의 다양한 진료

방법에 의한 문제점, 환자 유인의 동기부재, 입원환자의 제한적인 자율성 

등을 들어 군 의무지원체계에서의 QA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송재근

(1996)은 군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으로 부사관 이상 군인들의 민간의료기관

이용이 이전보다 쉬워져 의료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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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의 높은 질적 수준을 직․간접으로 이미 경험한 신세대의 병사들

이 입대 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해 갖는 상대적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 하 다. 결국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군 장병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군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장병의 복지증진과 군 위상정립은 물론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군과 민간 의료기관의 질 관리 개념이 도입된 데에

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군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차이점

군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도입 배경
․민간과의 차이 극복

․운 의 효율성 제고

․의료기관간의 경쟁

․의료기관 운 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압력

주된 관심
․PQ(Poor Quality)자체 관심

 ※ 과소진료 방지

․COPQ(Cost of Poor quality)

  주목. ※ 과잉진료 방지

사회경제적 

압력

․장병들의 지식, 요구도 증가

․경제적 압력은 민간에 비해 없음

․의료소비자의 지식, 권리 신장

․의료보험확대,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의 변화

추구 목표
․효율 및 합리성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통한 위상정립

․효율 및 합리성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통한 이윤추구

자료 : 국군의무사령부.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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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재원기간의 단축은 의료비 지출의 억제와 병상관리의 효율화를 가져오

며(Goldberg,1975; 김기훈, 1986; 조우현, 1987),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생

산성 및 경제성을 높인다(최정선, 1992). 군 병원도 그 특성상 수입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비용 측면에서의 절감방안을 찾고 효율적인 병상관

리를 위하여 재원기간 단축에 대한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하여 오고 있다.  

   군 병원 재원기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박정과 정소진(1993)은 환자의 

개인적 특성(복무기간, 자대 생활 만족도)과 군의관의 예상재원기간(수술여

부, 회복기 관리 등)을 주요 변수로 보고하 다. 이 외에도 병원의 특성, 

군 특성, 임상적 특성, 공급자인 의사의 특성이 재원기간에 유의한 향을 

주는 요소로 설명되어졌다(장민 ,1994; 최성호,1995; 김은석,1997).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효율적인 군 병원의 재원기간 관리 방안으로 치

료기간과 정양기간을 구분하여 적정수준 진료를 제공하며, 상병별 적절한 

재원일수를 산출 적용하는 것과 각종 행정절차 및 심의기간의 단축이 중요

한 관리대책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군 의료는 

그 동안 입원 및 재원의 적절성 재고사업, 후송의 적절성 재고사업, 정양병

동 시험평가, 환자중심의 의료의 질 관리 실태 평가, 1999년 1월 진료지침

서의 개발, 군 병원 다빈도 질환 주 진료경로 개발 및 적용 등을 주요한 

질 향상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중 “군 병원 진료지침서”는 현재 

책자의 내용이 진부하고 서술된 내용이 부실하여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

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강철환, 김진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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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군 병원 주 진료경로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군 병원은 진료대상자의 연령구조가 젊고 건강한 

20대에 집중되어 있어 외상을 제외한 질환(만성․퇴행성 질환)은 그 수가 

미미하며 다빈도 질환들 중 상당수가 진행경과가 빠른 질환, 수술적 치료

를 요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강철환 등, 1998).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 진료과의 유사한 질

환을 가진 환자에서 입원기간이나 진료방법, 후송기준 등 의료이용 행태에 

많은 큰 차이가 있고, 특히 동일 질환에 대한 입원기간이 군 병원간에 많

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 이는 각 병원부대의 진료능력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군 병원 진료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단기군

의관들이 서로 다른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다른 수련병원을 수료하면

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서로 다른 설명 틀을 가지고, 서로 상이한 진료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군 병원의 정양기간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

더라도 평균 재원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특히 임상외적 이유에 의한 불필요

한 재원기간의 발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강철환, 김진하, 2001).

표 2. 1999년 야전병원 일반외과 주 진료경로 대상질환의 평균 재원일수

단위 : 일

대상질환명 A병원 B병원 C 병원 D 병원 E 병원 F 병원

치    핵 38 40 49 36 29 40

충수돌기염 23 22 29 22 18 27

서혜부탈장 34 37 61 37 24 40

자료 : 국군의무사령부.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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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의무사령부 의료관리실은 군 병원간 진료수준과 재원기간의 양

적, 질적 차이 극복, 군 병원 부서간의 의사소통 개선과 협력의 증진, 환자

의 알권리 신장 및 진료의 투명성 보장, 효율적인 예산과 물자관리, 적정 

진료에 방해가 되는 비 임상적 요인 발견 및 대책수립 등의 목표를 가지고 

17개 주요 입원질환에 대한 19개의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고 3개월 간 시범

사업 실시 후, 2000년 8월부터 사령부 예하 17개 병원에서 해당질환으로 

입원하고 당해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월 그 동안 주 진료경로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용 대상 질

환을 17개 질환 19개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에서 13개 질환 14개 프로토콜

로, 또한 일부 질환의 목표재원기간을 연장 및 단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

다(표 3).

표 3. 군 주 진료경로 대상질환의 목표재원기간

진 료 과 대 상 질 환
목표재원기간

총재원기간 급성기 정양기

내 과 위십이지장 궤양 42 14 28

이비인후과 편도선염 22 8 14

치 과 하악골절 60 30 30

악관절 장애 90 30 60

일반외과 충수돌기염 28 7 21

서혜부탈장 35 7 28

치핵 37 7 30

신경외과 수핵탈출증 / 물리 42 7 35

수핵탈출증 / 수술 75 42 33

정형외과 요척골 골절 70 28 42

발목 골절 49 29 20

연골판 손상 49 28 21

비뇨기과 정계정맥류 28 7 21

피부과 대상포진 14 5 9

자료 : 국군의무사령부.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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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 병원 주 진료경로 개발 및 양식

   군 병원 주 진료경로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군○○병원, 서울대병

원, 삼성의료원, 현대중앙병원 등 현재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 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한 후, 수

집된 자료와 의무사령부에 전산 보고된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입․퇴

원환자 자료를 분석하여 빈도수가 높고 진료변이가 비교적 적은 질환, 자

체 진료가 종결되는 질환으로 대상 질환을 선정하 다. 국군○○병원 진료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질환이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결정한 후, 군의관, 간호장교, 등록장교 등

을 주로 하여 대상질환별 예비 주 진료경로를 선정 및 개발하 다. 총 8개 

진료과의 17개 질환이 선정되었는데 이들 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는 연간 총 입원환자의 30%에 해당된다(강철환, 2001). 야전병원 중 

진료량이 많고 시범사업이 가능한 대상병원을 1개 선정하여 2000년 3월부

터 3개월간 시범사업실시 후,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기

본으로 개발된 주 진료경로를 수정․보완하 다. 

   군 병원 주 진료경로의 일반적인 양식은 대상 질환별로 총재원기간(목

표)과 급성기 진료 및 정양기간을 명시한 후 특정 진단이나 처치 하에 횡

축으로는 입원에서 퇴원까지의 시간 틀을 보여주며, 종축으로는 측정관찰, 

환자활동, 식이, 검사, 처치수술, 약물, 진료지원, 교육, 퇴원계획, 기타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 진료경로의 양식과 각 개별 역별 주요 조치나 

내용을 본 연구의 대상 질환인 충수돌기염으로 하여 민간병원에서 현재 적

용되고 있는 여러 양식 및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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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충수절제술의 주 진료경로 양식 비교

구 분 군 병원 민간병원 A  민간병원 B 민간병원 C

대상 
단순충수돌기염

(1type)

충수돌기염 (3type)

 ① 삼출성과 화농성

 ② 괴사성

 ③ 천공성

충수돌기염(3type)

 ① 충수절제술

  (단순/전신마취)

 ② 복잡한 충수절제술

 (Appe. and Drainage)

 ③ 천공성 충수돌기염

 (Appe. and Drainage)

충수돌기염

(1type)

수술명 충수절제술 충수절제술 충수절제술 충수절제술

가로축

(기간)

․치료기간

입원1일∼술후7

일 / 일 단위

․정양기간

  술후8일 ∼    

   술후27일

 / 정양기간 전체

․type ①  

입원1일∼술후3일

(퇴원일) / 일단위

․type ②

입원1일∼술후5일

(퇴원일) / 일 단위

․type ③

입원1일∼술후7일

(퇴원일) / 일 단위

․type ①

 입원1일∼술후3일

(퇴원일) / 일 단위

․type ② ③  

 입원1일∼술후5일  

(퇴원일) / 일 단위

수술당일∼술후4일

(퇴원일) /일 단위

세로축

(항목)

측정관찰, 식이,

환자활동, 검사,

처치수술, 약물, 

진료지원, 교육, 

퇴원계획

측정, 교육/설명, 

술전 검사, 약물,

진단검사, 상처관리,

식이, 퇴원계획,

활동

관찰/측정, 처치, 검

사/환자교육, 식이, 

약물, 기타

측정/관찰, 처치, 

라인, 환자교육, 

운동, 투약, 검사, 

식이 

자료: 국군의무사령부. 2001b; 대한외과학회지. 2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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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충수절제술의 주 진료경로 개별 요소간 비교

군 병원 민간 병원 A 민간 병원 B 민간 병원 C

측정

관찰

․V/S check

 입원일∼술후3일

 

․V/S / Pain level  

  check 

입원일∼술후2일

  

․V/S check

입원일∼술후3일

․Pain level/ I & O  

  check 

수술당일∼술후1일

  

․V/S check, Bowel

  movement

입원일∼술후4일

검

사

수술

전 

Chest PA, EKG, 

CBC, LFT , Bun/Cr, 

Hbs Ag/Ab, U/A

Chest PA, EKG, 

CBC, Electrolyte, 

ASR/ALT, U/A

Chest PA, EKG, 

CBC, Electrolyte,

 PT/aPTT

Routine preop 

lab & x-ray, EKG,

진

단

Simple Abd, 

USG(option)

Simple Abd, 

USG(option)
 Simple Add -

투

약

항생

제

․Antibiotics

입원일∼술후1일

(약명 제시 없음)

․Antibiotics

입원일∼술후2일

(약명 제시함)

․Antibiotics

입원일∼술후2일

(약명 제시함)

․Antibiotics 

입원일∼술후3일

(약명 제시함)

진통

제
․Analgesics ․Analgesics(prn) ․Analgesics(prn) ․Analgesics(prn)

수액
․Fluid

입원일∼술후1일

․Fluid

입원일∼술후2일

․Fluid

입원일∼술후2일

․Fluid 

입원일∼술후3일

경구

약

․NSAID / GI med.

술후2일∼술후4일

  

 

․NSAID / GI med.

술후3일∼술후5일

 

 

․NSAID / GI med.

술후3일∼술후5일

․NSAID / GI med.

술후3일∼술후5일

 

상처

치료

․술후Daily Dressing

․발사 : 술후7일

․술후Daily Dressing

․퇴원후 발사

․술후 Daily Dressing

․퇴원후 발사

․술후 Daily Dressing

․퇴원후 발사

활 동
․Ward ambulation

 : 술후 1일부터

․Ward ambulation

 : 술후 1일부터

․Ward ambulation

 : 술후 1일부터

․Ward ambulation

 : 술후 1일부터

퇴원

계획

․술후 1일

 (퇴원예정일 설명)
․술후2일(퇴원전날)

 

․술후2일(퇴원전날)

 

․술후3일(퇴원전날)

 

자료: 국군의무사령부. 2001b; 대한외과학회지. 2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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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 진료경로의 변이 관리 

   변이란 재원기간동안 환자사례관리 계획의 시간대 속에서 미리 결정되

어진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되어진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를 말한다. 즉 주 진료경로에 의한 의료행위 외에 발생하는 환자의 결과나 

의료진의 행위를 말한다(Pearson, S. D., 1995). 이러한 주 진료경로에서 벗

어나는 것은 주 진료경로에서 개선이 필요한 역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

며, 변이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긍정적일 수도 있다. 개개 환자마다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중재에 반응하기 때문에 변이는 항상 발

생되며 이러한 변이 관리의 목적은 개별 환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들을 예방

하거나 최소화하며, 기관 측면에서는 환자들의 진료결과나 의료의 질을 향

상시키지 않는 변이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결국, 변이를 추적하는 것은 

지속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가 되며 이를 토대로 연구의 도구가 

되어 최적의 주 진료경로의 진료모형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 주 진료경

로를 이용하는 병원의 단지 4%에서만이 변이를 관리하고 있다(Judith M. 

M., 1998). 

   Schriefer(1995)는 변이를 추적하는데 4가지 방법을 소개하 다. 즉 후

향적 의무기록을 통해 변이를 밝혀 내는 것과 별도의 질 관리 모니터를 통

해 변이자료를 수집하는 것, 변이추적을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미 정립되어진 주 진료경로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변이자료를 얻는 

것 등이다. Pearson(1995)은 이러한 변이자료가 연속적인 질 향상에 필수

적이며 주 진료경로를 아주 견고하게 정착시키는 필수적인 도구로 간주되

지만 주 진료경로 적용에 큰 향을 주지 않는 변이자료를 계속 관리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Judith(1998) 또한 많은 병원들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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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추적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이유를 주 진료경로 적용 중 발생하는 모

든 개별 변이들을 관리하려 하기 때문이라 하여 의미 있는 변이 자료수집

의 중요성을 언급하 다. 

   변이의 종류를 보면 환자상태가 심각하거나 환자나 가족이 검사를 거부

하는 이유로 인한 환자/가족측면의 변이, 의료진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의 처방, 투약오류, 검사나 치료를 빠뜨린 경우, 주 진료경로에서 벗어난 

처방, 진단명 변경으로 인한 의료진 변이, 장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수술의 

비효율성, 침상가용성, 병원 통제 등의 기관측면의 변이가 있다. 또한 방문

간호사의 부적절한 간호나 양로원의 침대가 안 좋다든지 등의 지역측면의 

변이가 있다(Zander, 1991). 

   Hurt(1995)는 변이의 심각성을  환자에게 미친 향에 따라 1-3점 등급

을 사용하여 분류하 다. 즉, 등급 1은 재원일수에 향을 주지 않으며 즉

각적인 위험발생이 없고, 치료 및 간호처치의 요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등급2a는 퇴원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며, 등급 2b는 의학적 및 간호처치

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급 3은 예견치 않은 사망, 수술, 혈액검사결

과 균이 검출되든지, 심한 마취합병증, 낙상으로 인한 심한 손상 등의 생명

을 위협하는 정도를 말한다. 

   성공적인 주 진료경로 변이관리 모델은 변이자료 수집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사, 간호사, 치료사, 약사 및 주 진료경로에 관련된 모든 직원이 

모여서 의사소통하며 환자관리 집담회를 개최해서 변이에 대해 논의하고 

부정적 변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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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를 위해 개발

된 주 진료경로의 적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이며, 주 진료

경로 적용에서 발생된 변이의 유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사례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一) 군 병원에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입원하여 충수절제술

후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다. 충수돌기염 환자군은 의무사(2001c) 보

고자료에 의하면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는 전체 군 병원 대상환자의 

11.3%(1,022명)를 차지하며 이는 세 번째로 주 진료경로 적용 대상환자 수

가 많은 질환이다. 또한 충수돌기염은 연구대상 병원 일반외과 입원질환의 

24.1%를, 전체 수술의 33%를 차지하는 주요 질환 및 수술이다(표준화심사 

자료, 2001).

   실험군은 2002년 1월부터 6월(입원일 기준)까지 충수절제술 환자를 위

한 주 진료경로를 임상 적용한 환자군 79명이며 대조군은 2000년 1월부터 

6월(입원일 기준)까지 동일 수술에 대하여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지 않은 

환자군 77명 모두를 선정하 다. 참고로 연구 대상군이 입원하 던 기간동

안 일부 질환 및 처치에 대한 주 진료경로 적용 외에 군 의료 입원환자 관

리에 주목할만한 정책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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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방법 및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연구자 자신이 대상 질환 주 진료경로의 

coordinator가 되어서 진료가 종료된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는 Retrospective review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도

구는 다음과 같다.

 가. 주 진료경로 적용효과

  1) 재원일수

   의무기록을 통하여 환자 입원 일로부터 퇴원 일까지 기간을 조사하 다. 

또한 급성기 치료이후 정양기간의 차이를 조사하 다.

  2) 합병증 발생 빈도

   합병증의 기준은 수술 후 수술부위 감염, 장 폐색, 폐렴으로 보았으며  

수술 후 의무기록을 통하여 조사하 다.

 나. 주 진료경로 개별 요소별 순응도

   측정관찰(활력징후), 환자활동(조기이상), 검사(CBC, LFT, BUN/Cr, Hbs Ag/Ab, 

UA, ECG, Chest PA, Plain Abdomen, 필요시 Sono), 처치 및 수술(상처 드레싱, 

발사), 약물(항생제, 진통제, 수액, 경구약)의 5개 항목에 대하여 주 진료경로에

서 제시하는 표준시기 및 진료행위와 임상에서의 수행시기 및 이행 여부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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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 진료경로 변이 발생 기록지

   급성기 치료기간동안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 적용과정 중 발생된 변이를 

변이 발생시에 기록한다. 변이발생 기록지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Beyea(1996)가 개발한 양식을 참조로 성 희(2000)가 사례관리를 위해 수

정 및 개발한 양식을 이용하 다. 변이의 종류는 환자/가족 측면, 의료진 

측면, 기관(병원)측면의 3가지로 나누었다. 변이발생 기록지는 다음과 같다

(표 6).

표 6. 변이의 종류 및 발생기록지

변

이

종

류

환자/가족측면 의료진 측면 병원(기관)측면

1. 환자상태 4. 의사처방 7. 치료약품 부족/미비

2. 환자/가족결정 5. 의료진 결정 8. 병원측면 기타

3. 환자/가족 기타 6. 의료진 기타

 종류

일시

환자/가족측면 의료진 측면 병원(기관)측면

서술(종류) 서술(종류) 서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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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8.0/PC version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 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간의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 다.

   둘째, 평균 재원일수와 수술 후 정양기 평균 재원일수의 차이는 t- test

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 다.

   셋째, 주 진료경로 개별 요소별 항목에 대한 순응도와 발생된 변이자료

의 원인 분석은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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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환자는 실험군(주 진료경로 적용군) 79명, 대조군(주 진료경로 

적용하지 않은 군) 77명으로 총 156명이었으며, 성별 분포는 모두 남자이

었다. 연령 분포는 실험군에서 20세 이하가 14명(17.7%), 21-30세가 61명

(77.2%), 21-40세가 2명(2.5%), 41세 이상이 2명(2.5%)이었고 대조군에서는  

20세 이하가 11명(14.3%), 21-30세가 64명(83.1%), 21-40세가 1명(1.3%), 

41세 이상이 1명(1.3%)이었다. 군별로는 실험군에서 육군이 65명(82.3%), 

해군이 11명(13.9%), 공군이 3명(3.8%)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육군이 56명

(72.7%), 해군이 16명(20.8%), 공군이 5명(6.5%)이었다. 계급은 실험군에서 

이병 5명(6.3%), 일병 17명(21.5%), 상병 22명(27.8%), 병장 20명(25.3%), 

부사관 11명(13.9%), 장교 4명(5.1%)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이병 6명(7.8%), 

일병 15명(19.5%), 상병 21명(27.3%), 병장 20명(26.0%), 부사관 10명

(13.0%), 장교 5명(6.5%)이었다. 결혼상태는 실험군에서 기혼 5명(6.3%), 미

혼 74명( 93.7%)이었고, 대조군에서는 기혼 3명(3.9%), 미혼 74명(96.1%)이

었다. 입원경험은 실험군에서 77명(97.5%)이 입원경험이 없었으며 대조군

에서는 70명(90.9%)이 입원경험이 없었다. 수술일은 실험군에서 입원 1일

차가 74명(93.7%), 입원 2일차가 5명(6.3%)이었고, 대조군에서는 입원 1일

차가 73명(94.8%), 입원 2일차가 4명(5.2%)이었다. 연령, 군별, 계급, 결혼

상태, 입원경험, 수술일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위해 χ
2
-test를 한 결과 실

험군과 대조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05). 마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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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실험군에서 전신마취가 4명(5.1%), 척추마취가 75명(94.9%)이었고, 대

조군에서는 전신마취가 25명(32.5%), 척추마취가 52명(67.5%)이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χ
2 
= 19.35, P〈0.001).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7).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특 성
실험군(N=79)

빈도(%)

대조군(N=77)

빈도(%)
χ
2

P

성별 남 79(100) 77(100) - -

연령

20세이하 14(17.7) 11(14.3)

1.07 0.784
21 - 30세 61(77.2) 64(83.1)

21 - 40세 2(2.5) 1(1.3)

41세 이상 2(2.5) 1(1.3)

군별

육군 65(82.3) 56(72.7)

2.07 0.355해군 11(13.9) 16(20.8)

공군 3(3.8) 5(6.5)

계급

이병 5(6.3) 6(7.8)

0.37 0.996

일병 17(21.5) 15(19.5)

상병 22(27.8) 21(27.3)

병장 20(25.3) 20(26.0)

부사관 11(13.9) 10(13.0)

장교 4(5.1) 5(6.5)

결혼상태
기혼 5(6.3) 3(3.9)

0.47 0.491
미혼 74(93.7) 74(96.1)

입원경험
유 2(2.5) 7(9.1)

3.09 0.079
무 77(97.5) 70(90.9)

수술일
입원 1일 74(93.7) 73(94.8)

0.09 0.761
입원 2일 5(6.3) 4(5.2)

마취종류
전신마취 4(5.1) 25(32.5)

19.35 0.0001*
척추마취 75(94.9) 52(67.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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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적용효과

 가. 재원일수 비교

  1) 평균 재원일수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재원일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8). 평균 재원일수는 실험군이 평균 18.3일, 대조군은 평균 15.0일로 실

험군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재원일수를 급성기 치료기간

인 7일 이하와 목표재원일수인 28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실험군이 평균 16.7일, 대조군은 평균 13.5일로 실험군의 재원일수가 

더 길었다(P〈0.01).

표 8. 평균 재원일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단위 : 일

항 목
실험군(N=79)

평균±표준오차

대조군(N=77)

평균±표준오차
t p

재원일수 18.3±0.89 15.0±0.79 -2.77 0.006

재원일수

(outlayer 제외)
16.7±0.62 13.5±0.46 -4.17 0.000

  2) 정양기 평균 재원일수

   실험군과 대조군의 정양기 평균 재원일수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9). 정양기 평균 재원일수는 실험군이 평균 10.3일, 대조군은 평균 

6.9일로 실험군이 3.4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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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양기 평균 재원일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단위 : 일

항 목
실험군(N=79)

평균±표준오차

대조군(N=77)

평균±표준오차
t p

정양기간

 평균재원일수
10.3±0.89 6.9±0.78 -2.63 0.010

 나.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는 수술부위 감염, 장폐색, 폐렴을 집단 간 비

교하 다(표 10). 결과 실험군이 97.5%로 대조군 92.2%보다 합병증이 없었

고, 수술부위 감염 빈도는 대조군이 6건(7.8%)으로 실험군 1건(1.3%)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표 10.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단위 : 건(%)

수술 후 합병증
실험군(N=79)

빈도(%)

대조군(N=77)

빈도(%)
χ2 P

수술부위 감염 1(1.3%) 6(7.8%)

4.79 0.091
장폐색 1(1.3%) -

폐 렴 - -

합병증 없음 77(97.5%) 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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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 진료경로의 변이관리

 가. 개별 주 진료경로 요소에 대한 순응도

   개별 요소에 대한 순응도는 합병증이 보고된 2사례 및 대상자 개인의 

사정으로 급성기 치료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원한 사례 1건을 제외한 76사

례에서 살펴보았다(표10). 

   활력징후 측정은 주 진료경로에서 제시한 표준대로 입원 1일부터 수술 

후 3일 사이에 1건(1%) 실시되었고 전체 사례의 44건(58%)에서 입원 1일

부터 수술 후 7일 기간 이루어졌다. 환자활동은 주 진료경로에서 제시한 

표준대로 수술 후 1일부터 퇴원 일까지 76건(100%) 실시되었다. 검사항목

의 경우 Hbs Ag/Ab는 표준대로 1건 실시되었고, 검사 항목에 없었던 전해질 및 

출혈시간에 대한 검사가 76건(100%)에서 실시되어졌다. 기타 검사 항목은 표준대

로 적용되었다. 항생제 요법은 표준시기로 제시된 입원 1일부터 수술 후 1일 동

안 3건(4%) 이행되었고, 입원 1일부터 수술 후 2일 기간에 41건(54%)이 실시되어

졌다. 수액요법은 표준으로 제시된 입원 1일부터 수술 후 1일에 1건(1%) 이행되

었고, 입원 1일부터 수술 후 2일 기간에 35건(46%) 실시되었다. 진통제의 경우 표

준대로 30건(39%)이 이행되었다. 경구 약의 경우 전체 사례에서 표준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53건(70%)에서 경구 약이 처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

수술 항목에서 발사는 표준대로 69건(91%)이 실시되었고 상처 드레싱 또한 표준

대로 69건(91%) 이행되었다. 

   개별 주 진료경로 요소에 대한 실무에서의 순응도는 아래의 표 1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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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개별 주 진료경로 요소에 대한 순응도

 항 목 내 용 이행시기 : 건(%) 표 준

측정/

관찰

활력징후

측정

입원 1일 - 수술후 7일 : 44(58%)

입원 1일 - 수술후 6일 : 18(24%)

입원 1일 - 수술후 3일 : 1(1%) ○

기타 : 14(17%)

환자

활동

ward

ambulation
수술후 1일 - 26일(퇴원시) : 76(100%) ○

검사

수술전

검사

CBC/LFT/BUN/Cr/UA/ECG : 76(100%)  ○(검사실시)

Chest PA : 75(99%)  ○(검사실시)

Hbs Ag/Ab : 1(1%)  ○(검사실시)

Elecro/Bleeding time ; 76(100%) 항목 없음

진단적 

검사

Plain Abd. : 76(100%)  ○(검사실시)

필요시 Sono : 7(100%) ○ (필요시)

약물

항생제 

요법

입원 1일 - 수술후 2일 : 41(54%)

입원 1일 - 수술후 3일 : 20(26%)

입원 1일 - 수술후 1일 : 3(4%) ○

기타 : 12(16%)

수액

요법

입원 1일 - 수술후 2일 : 35(46%)

입원 1일 - 수술후 3일 : 29(38%)

입원 1일 - 수술후 1일 : 1(1%) ○

기타 : 11(15%)

경구약

처방 없음 : 53(70%)

수술후 4일 - 10일 : 16(21%)

수술후 2일 - 4일 : 0(0%) ○

기타: 7(9%)

진통제

정기투여 : 30(39%) ○

필요시 투여 : 28(37%)

처방 없음 : 18(24%)

처치/

수술

발사
수술후 7일 : 69(91%) ○

기타 : 7(9%)

드레싱
수술후 1일 - 7일 : 69(91%) ○

기타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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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이분석 

   급성기 치료기간동안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 적용 중 발생된 변이들의 

원인을 각 항목의 1개 요소씩 살펴보았다.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 

11). 활력징후에서 발생된 변이는 총 75건으로 의사처방이 13건(17%), 의

료진 결정이 62건(83%)이었다. 검사항목 중 Hbs Ag/Ab는 총 75건이 실시

되지 않았는데 이는 병원측면으로서 응급검사 지원 미비 75건(100%)이었

다. 항생제 적용에 있어 발생된 변이는 총 73건으로 환자상태 10건(14%), 

의사처방이 63(86%)건이었다. 처치항목에서 발사는 총 7건의 변이가 발생

하 고 이는 의료진 결정으로 인한 7건(100%)이었다. 파악된 변이를 종합

하여 볼 때 의료진 측면이 145건(63%), 환자측면이 10건(4%), 병원측면이 75건

(33%)이었다. 이를 Hurt(1995)의 변이 등급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체 발생

된 변이 모두 재원일수에 향을 주지 않으며 즉각적인 위험발생이 없는 

것이었다.

표11. 변이의 종류와 빈도

단위 : 건(%)

구 분 총 계

환자측면 의료진측면 병원측면

환자상태 환자결정 의사처방
의료진

결정

응급검사

지원미비
기타

활력징후 75 - - 13(17) 62(83) - -

Hbs Ag/Ab 75 - - - - 75(100) -

항생제 73 10(14) - 63(86 - -

발 사 7 - - - 7(100) - -

총계
230

(100)
10(4) 145(63) 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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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 찰

   군 의료계는 입원환자의 진료변이를 최소화하고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높여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의무사 예하 전체 군 병원

에 특정 진단(주 진료경로 대상 진단 및 처치)명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전체 군 병원에서의 대상 질환 전체에 

대한 주 진료경로의 적용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 및 환류가 되어왔고, 

주 진료경로 적용 대상 17개 질환 가운데 12개 질환에서 병원간 평균 재원

기간과 표준편차의 감소를 보 으며, 13개 질환에서 최대 재원기간의 감소

라는 성과를 이루었다(김현창, 2002). 그러나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여 적용

된 지 현재 만 2년이 경과하 지만, 개별 병원 차원에서 개별 진단 및 처

치에 따른 주 진료경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 병원에 충수절제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적용된 주 진료경로의 적용 

결과 및 개별요소에 대한 순응도를 알아보고 발생한 변이의 분석을 통하여 

변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가. 주 진료경로의 적용효과

   충수절제술에서의 주 진료경로 적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재원일수 정

도와 합병증 빈도를 분석하 다. 평균 재원일수의 경우 실험군이 평균 18.3

일, 대조군은 평균 15.0일로 실험군이 3.31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윤대근 등(2000)의 연구에서 충수절제술의 전체 평균재원일수가 

주 진료경로 적용군에서 5.6일로 대조군의 6.1일에 비하여 의의가 없었다



- 38 -

(p〉0.05)는 보고도 있지만, 이순규(2001)의 동일 연구에서 재원일수 1.58일 

감소와 노기옥(1998)의 자궁적출술 환자에서의 총 재원일수 22%단축, 성

희(2000)의 척추후궁절제술 환자군에서의 평균 재원일수 41.7%단축 및 다수 

질환에서 적용된 주 진료경로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일수 단

축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평균 재원일수의 경우 주 진료경로 적

용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재원기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병

원 주 진료경로의 목표 재원일수 설정이 전체 군 병원에서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설정되어 개별 병원의 특성에 따른 질환별 평균 재원일수를 다소 

간과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대상 병원은 주 진료경로 적

용 전인 1999년 충수절제술의 평균 재원일수가 16일이었으며 당해 연도 전

체 군 병원의 충수절제술 평균 재원일수는 25일 이었다.

   정양기간 평균 재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평균 10.3일, 대

조군은 평균 6.9일로 실험군이 3.4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전체 평균 재원일수가 주 진료경로 적용 군에서 적용하지 않은 군 보다 더 

길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주 진료경로를 개발하면서 

정양기간을 제시함으로써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들에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정양기간이 제도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은 주 진료

경로 적용의 또 다른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양기간에 대한 관리는 

향후 군 병원의 효율적인 환자 및 의무자원 관리를 위한 질환별 적정 정양

기간 산출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주 진료경로

의 재원일수 또한 점진적으로 개별 병원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다.

   합병증 발생빈도에 있어서 대조군과 비교시 비록 통계적 의의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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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합병증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는 윤대근 등(2000)이 보고한 충수절제

술의 합병증 발생에 있어 절대 빈도의 경우 2예가 적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과, 문향이(2001)와 노기옥(1998), 성 희(2000) 등의 주 진

료경로 적용 전․후 합병증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나.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의 순응도 및 변이 분석

   개별 주 진료경로 요소에 대한 순응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핵심요소 5

개 항목에 대한 이행정도를 살펴보았다. 주 진료경로에서 제시한 표준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순응도를 살펴보면 환자활동 100%,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를 제외한 검사 전 항목 99%, 처치/수술항목이 91%로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활력증상 1%, 항생제 요법 3%, 수액요법 1%, 진통제 30% 

만이 오직 표준대로 이행되어져 순응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러한 낮은 

순응도는 많은 변이를 발생하게 하여 실제 주 진료경로의 적용과정에서 의

미가 있는 변이의 발견을 어렵게 하 다. 또한 검사 항목에 없었던 전해질/

출혈시간 검사가 76건(100%)에서 실시되어졌다. 이는 전해질/출혈시간 검사가 

전산으로 응급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필요하다면 주 진료경로 검사 역에 포함시켜야 하겠다. 강철환 

등(2001)은 군 주 진료경로 시범사업 이후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에서 대

부분의 환자가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에 따른 진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에서 제시되었던 표준에 대

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가 현 시점에서 다시 이루어져 필요시 수정 및 보완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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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진료경로 각 역에서 일부 변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원인을 분

석한 결과 의료진 측면이 145건(63%), 병원측면 75건(33%), 환자측면 10건

(4%)으로 변이의 상당수가 의료진 측면에서 발생하 으며, 전체 변이는 목

표 재원일수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 희(2000)

의 척추후궁절제술에서의 주 진료경로 적용과 관련된 변이분석에서 의료진 

측면이 79건(63.2%)이었으며, 이미경(2001)의 인공고관절 치환술에서의 주 

진료경로 적용에서 발생한 재원일수와 관련된 변이 중 의료진 측면이 10건

(42%)으로 두 연구결과 모두 기타 측면의 변이발생보다 대부분의 변이가 

의료진 측면에서 발생한 것과 일치하 다. 본 연구에서 의료진 측면의 변

이가 많았던 것은 주 진료경로 적용기간 중에 상당수의 의료진이 전역 및 

교체되는 시기가 있어 이들에 대하여 주 진료경로에 대한 홍보와 협조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Karen et al.(2002)은 미국 중서부의 300병상을 가진 한 병원을 대상으

로 심부전 환자를 위한 주 진료경로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입 1년 후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가 개발 및 실행에서 작성되어진 데로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개별요소의 프로토콜과 실무에서의 불일치성은 주 진

료경로의 커다란 장애 요소로서 작용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개별요소 및 직원의 순응도와 변이조사, 최종 진료결과에 대한 조사의 중

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경희(2001)는 직원의 참여정도가 성공적인 주 진

료경로 적용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Staff compliance를 높이기 위

하여 주 진료경로를 구기록으로 의무기록에 포함시켜 이중 기록으로 인

한 업무량의 증가를 막고, 양식을 가능한 짧고 간략하게 표준화하여 의료

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고, 주 진료경로 적용에 대한 각자의 책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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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명확히 하며 발생되는 변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주 진료경로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 다. 따

라서 군 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는 방안과 현재 운 중인 국방의료정보체계 내에서 주 진료경로 메뉴 및 

활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군 병원에서 일반외과 충수절제술 환자만을 대상  

으로 시행하 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기타 질환이나 전체 군 병원에 일반

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사례연구 방법상의 한계로 연구조사시 연구자의 편의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조군 설정시 시차상의 한계로 주 진료경로의 적용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진료 후 의무기록 검토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결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별 군 병원 일(一) 주 진료경로 대상질환의 적용효과를 살

펴보고,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의 순응도와 발생된 변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주 진료경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병원 질 향상과 연계한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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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일 군 병원에서의 충수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주 

진료경로의 임상적용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고, 개별요소에 대한 순응도와 

발생된 변이를 평가하여 개선 및 안정적인 최선의 진료모형을 수립하기 위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군 병원에 입원하여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로서 2002

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입원하여 주 진료경로를 통한 서비스를 제

공받은 79명을 실험군으로 하 으며, 대조군은 2000년 동일 기간동안 입원

하여 충수절제술 후 일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환자 77명으로 선정하

다. 

   연구도구로는 주 진료경로의 적용효과와 순응도 및 변이요소를 측정하

기 위해 대상환자의 의무기록이 활용되었으며 기타 필요한 병원 통계자료

는 정보통신실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 다. 수집된 자료는 SAS 8.0/PC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여 χ
2
-test, t-test의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 고, 

일부 자료는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하 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실험군의 평균 재원기간은 평균 18.3일,    

대조군은 평균 15.0일로 실험군이 3.31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둘째,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실험군의 정양기 평균 재원기간은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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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평균 10.3일, 대조군은 평균 6.9일로 실험군이 3.4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주 진료경로를 적용한 실험군과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은 대조군간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05). 

   넷째,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에 대한 순응도에서 이행율이 높은 항목으로

는 환자활동(100%),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를 제외한 검사 전 항목(99%), 처치/수

술항목(91%) 이었고, 이행율이 낮은 항목으로는 진통제(30%), 항생제 요법

(3%), 수액요법(1%), 활력증상(1%) 순이었다. 

   다섯째, 주 진료경로 개별요소 중 4개 요소 (활력징후, 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 

항생제, 발사)에서 발생된 변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230건의 변이 

발생 중 의료진 측면이 145건(63%), 병원측면 75건(33%), 환자측면 10건

(4%) 이었다. 이를 Hurt(1995)의 변이등급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전체 발생

된 변이 모두 재원일수에 향을 주지 않으며 즉각적인 위험발생이 없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발생된 변이를 분석 후 그 결과를 주 진료경로에 반 하며      

기존의 주 진료경로 프로토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하겠다.

   둘째, 주 진료경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진의 만족도 및 업

무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효과적으로 주 진료경로를 적용하고 관리하며 Staff complianc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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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하여 현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내에서 주 진료경로 메뉴 및 

활용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개별 병원은 질 향상 활동과 연계하여 타 질환이나 처치에 대한 

주 진료경로의 효과와 개별요소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와 개발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질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개발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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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충수돌기염(Simple Appendicitis) Critical Pathway :  총재원기간(목표) 28일, 급성기진료 7일, 정

양기간 21일  

입원1일-수술전 당일 수술후 당일 술후 1일 술후 2일 술후 3일

측정

관찰

check V/S q 6hrs

군의관 회진 1회

□

□

check V/S q 6hrs

군의관 회진 1회

□

□

check V/S q 8hrs

군의관 회진 1회

□

□

check V/S q 8hrs

군의관 회진 1회

□

□

check V/S q 8hrs

군의관 회진 1회

□

□

환자

활동
Bed rest □

Bed rest 

머리들지 말것(척추마취)
□

Ward Ambulation

Active coughing(전신마취)

□

□

Ward Ambulation

Active coughing(전신마취)

□

□
Ward Ambulation □

식이 NPO □ NPO □ NPO, gas out시 Soft diet □ TD □ TD □

검사

CBC

LFT

Chest PA

필요시 sono

HbsAg/Ab

□

□

□

□

□

UA

BUN/Cr

ECG

Plain Abdomen

□

□

□

□

처치

수술

Skin prep

OP permission

Analgegics

□

□

□

□
1회 Dressing □ 1회 Dressing □ 1회 Dressing □

약물

fluid

Antibiotics

Analgegics

□

□

□

fluid

Antibiotics

Analgegics

□

□

□

Fluid

Analgegics 

Antibiotics

diiet시작후, fluid 중지 

□

□

□

□

PO medication □ PO medication □

진료

지원

마취과 협진

마취종류결정

등록업무처리

심전도 술전 판독

□

□

□

□

수술후 병동 중환자실 입실 □ 일반외과 병실입실 □

교육

담당군의관 면담/설명

수술과 관련된 동의/설명

간호장교 병실안내 및 임상경과 안내

마취과 설명(주의점, 합병증)

□

□

□

□

담당군의관 술후 치료계획 설명 □ 회진시 퇴원예정일 설명 □

퇴원

계획

기타
send the patient to OR with chart, 

film, and TPRsheet after full voiding
□

sent the patient to GS ward

with chart and fi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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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후 4일 술후 5-6일 술후 7일 술후 8-26일 술후 27일

측정

관찰
군의관 회진 1회 □ 군의관 회진 1회 □ 군의관 회진 1회 □ 군의관 회진 1회 □

환자

활동
Ward Ambulation □ Ward Ambulation □ Ward Ambulation □  Ward Ambulation □

식이 TD □ TD □ TD □ TD □ TD □

검사

처치

수술
1회 Dressing

□
1회 Dressing

□

□

1회 Dressing

Stich out

□

□

약물

Fluid

Analgegics 

Antibiotics

diiet시작후, fluid 중지 

□

□

□

□

진료

지원
일반병실 입실 지휘관 서신교부 □

교육 환자퇴원예정일 설명
퇴원시 퇴원예정일 통보

담당간호장교 자대복귀후 생활지침 교육

□

□

퇴원

계획

등록과 퇴원수속 준비

담당군의관 협의하여 부대지휘관에게 자대

복귀일시. 향후 부대생활에 관한 공문발송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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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 Critical Pathway of Appendectomy in 

Patients on a military hospital

Yean Hwa So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jin Chung, Ph. D.)

   A Critical Pathway(CP) is a "plan for the provision of clinical 

services that has expected time frames and resources targeted to 

specific diagnoses and/or procedures." CP focus on the interdisciplinary 

care of specific patient populations often categorized by medical 

diagnosis or procedures.

   The republic korean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has decided to 

introduce "CP" to the Armed Forces Hospitals to minimize the 

difference in treatment, improve the quality of treatment, effective use 

of medical resources in August of 2000. CP in a military hospital 

applicable 14 disorders were the disorders with the least variance in 

treat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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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mplementation of the CP, and to see how it is adapted to it. Thus 

enabling to make suggestions to help develop the best procedure model 

possible.

   The subjects of study were 156 patients(79 for the experimental 

patients with CP, 77 for the control patients with a usual medical service) 

who admitted for the Appendectomy, from Jan. to June in 2000, 2002. 

   Medical records of all the targeted patients has been used in order 

to measure the outcome of CP and compliance and varianc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was also used to analyze data and we 

made use of the t-test and chi-square test to analyze as well.

   Notable results of these tests are as below : 

   first of all, the average length of stay(ALOS) was 3.31 days longer in 

the groups which adopted CP than the ones which didn't.(P <0.01). Since 

the desired a ALOS in the CP has been set based on the ALOS of all 

the military hospitals, it is assumed that they hadn't thought much on 

unique characteristics of targeted military hospitals. That seems to be a 

reason why ALOS is longer in the hospitals that implemented the CP. 

Also, unlike common hospitals, military hospitals suggest hospitalization 

day after finishing acute care. It has a policy that gives patients enough 

days to recover themselves, and it also seems to be a reason for longer 

ALOS in the hospitals which adopted the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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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of all, there were no statically difference in the complication 

rate between the hospitals with CP and the ones which didn't. 

   Third, categories that showed high compliance in the CP are as 

follows : patients activity(100%), all the tests categories except Hbs 

Ag/Ab(99%), and stitch and dressing(91%). Analgesics(30%), 

antibiotics(3%), fluid therapy(1%), and vital signs(1%) were the 

categories that showed low compliances.

   Fourth, by examing causes of variances in four elements in the 

CP(vital signs, Hbs Ag/Ab, antibiotics, and stitch out), there were 230 

variances with 145 cases(63%) in caregiver factor, 75 cases(33%) in 

hospital factor and 10 cases(4%) in patients factor. When the variance 

were classified by Hurt(1995), all of the variances had no immediate 

harms, and don't effect the length of stay.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we take care of the caregiver variances to make more stable 

adoption of the critical pathway possible. It is also advised that the 

ways to make caregiver participate more should be thought over.

   Lastly, examinations on other effects of adopting the critical 

pathway, compliances on each elements, and variance analysis should be 

continued on with the quality of care activities. It's all needed labor to 

make the critical pathway better.

※ Key word : Critical Pathway, variance, military hospital, Append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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