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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의료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간

의 경쟁 심화와 함께 낮은 의료보험 수가, 의약분업 시행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  현실에 처해 있다. 더불어서 국민의 의료관련 의식은  증대되어 감으로 인해 

의료의 질은 향상시키되 비용은 절감해야 하는 노력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과

제를 안고 있다. 병원의 효율적인 운 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

나는 평균 재원기간이며 재원기간의 단축은 곧바로 경 의 수익 향상으로 이어진

다. 또 한편 극심한 경쟁체제 하에서 병원의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은 감소시키면

서도 의료의 질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 을 도모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도입하고 이의 구체적인 평가와 조정

을 위하여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적용한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발, 이를 임상에 

적용함으로서 경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측정하고 분석하고자 하 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지역의 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6개월 간의 퇴원환자들에 대한 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 처방 및 검사 

데이터베이스 등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

축하고, 구조적 시스템 분석기법으로 사례관리업무를 분석한 후 시스템을 구축하

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시스템은 이용도 관리, 표준진료지침 관리, 질 지표 관리 등  

업무별로 기능을 구성하여 의료행위와 동시에 의료의 질 감시 및 이용도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둘째, 사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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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의 총 퇴원 건수를 대상으로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퇴원 건수 11,960 건 중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은 2.3% 으며 그 중 진단명, 

진료과, 주치의가 동일한 재입원 건수는 전체 퇴원 건수 중 0.07%를 차지하 다. 

성별-연령별 특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차 입원의 입원경로

와 2차 입원의 입원 경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7.696, p<0.001). 또한 

1차 재원기간이 짧은 환자들이 2차 재원기간도 짧았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 다(χ
2
=23.819, p<0.001).

 셋째, 시스템 도입 후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으며, 해당연구기관에서 사례관리 도입 후 전년도에 비하여 2.9%의 재원일수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후 일 대학병원 전체의 재원일수는 2.9%

가 단축된다고 추산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비용-수익 분석 시 순수익은 약 2억 8

천만원, 가치 가속 분석 시 향후 5년간 누적 이익은 약 14억 7천만원, 가치 연결 

분석 시 향후 5년간 이익은 약 35억 6천만원에 이르 으며, 1년 간 운 할 경우 

순수익은 약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으로 비용을 감소시키고 의료

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의 사례관리 체제에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적용,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경제성을 예측해 보았다. 특히 의료이용도 관

리를 통한 재원일수의 감축, 다양한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응용 프로그램, 질 지표 관리를 통한 의료의 질 수준 감시 및 질 향상 활동은 

이 시스템을 통해 사례관리자는 효과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서 

병원 경 의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도구로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료정보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의 경 개선, 경제성 개선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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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의의

 최근 건강보험의 통합정책과 의약분업 정책이 의료계에 미친 파급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2000년도의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의약분업 시행은 위기상황

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고, 경제 생산성과 1인당 국민 소

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지는 국민의료비에 대하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 의약분업 시행, 의료

기관 간의 경쟁심화로 인해 의료의 질은 향상시키되 비용 절감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의료 경 의 효율성, 효과성을 창출

하여 비용 - 효과적인(Cost - Effective) 방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형 종합병원이 증가하고 서비스 경쟁이 심각해지면서 종합병원들은 병원의 

효율적 운 을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목표 수립 및 실행 과정의 일환 중 일정한 서비스 체계, 기관의 특정 기능 

또는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과정을 최우선적으로 중점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 전략 과제를 설정하여 운 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탁관철 등, 1998). 병원의 효율적인 운 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는 평균 재원기간이며, 병원 관리에서 재원기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조우현 등(1996)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에 대해 연구한 바

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질병의 특성, 재원기간, 병원의 특성, 환자의 개인

적 특성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향을 받으나 동일 질병의 경우에는 재원기간

에 의해 가장 큰 향을 받으며, 재원일별 진료비는 입원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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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게 된다. 

 현재 많은 3차 진료기관들에서 부적절한 입원과 재원기간으로 입원대기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고 장기재원 환자의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박현주, 1999). 재원일수의 단축은 병상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좀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수익을 늘리고 경 수

지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

킬 수 있다(강은숙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의료자원의 이용과 진료비 관리,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선택하 다. 

사례관리는 환자가 진료를 받는 동안 의료의 질을 증진시키고 비용-효율적인 성

과를 위하여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사정하고, 계획하고, 적용하고, 조정하고, 추적하

여 평가하는 통합적인 과정으로서(Powell, 2000), 1980년대 미국에서 등장한 이후 

의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효율적인 진료를 함께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전략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에서 사례관리를 도입한 거의 대부분의 병

원들은 재원일 단축과 효과적인 비용절감을 보여주었다. 1993년 미국 Good 

Samaritan Hospital Regional Medical Center에서 여러분야의 종합적

(Multidisciplinary) 팀을 구성하여 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울혈성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사례관리 활동을 한 결과 재원기간은 평균 1일이 단축되었고 

불필요한 검사나 자원 이용은 약 50%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으

며(Flynn, 1993), 2003년 미국 University of Vermont General Clinical Research 

Center에서 울혈성 심부전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적용한 결과, 

사례관리를 시행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치료 계획의 효과 및 환자 만족도가 더 

높은 반면 총 비용은 감소하 다(Larame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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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그동안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을 적용한 단기간 사례관

리 적용의 효과 분석이나, 포괄수가제 적용에 대비한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시행이 되어 왔다(김기연, 2000). 일례로 노기옥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자궁적

출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결과 합병증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

고,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 연구군에서 재원일수는 단축

되어 1인당 진료비용은 감소되는 반면 병원수입은 증가하 다.

  한편, 최근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의료정보기

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상용화, 실용화 되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동안 의료계에 누적되어 온 많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분석하여 

의료진의 임상, 연구 교육 등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계에서 활발하다(김

종호 등, 1999). 김혜숙 등(2001)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질 지표를 설정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Quality를 결정짓

는 규칙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정현순

(2002)은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예방을 위한 사전심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

하여 시범운 한 결과 사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서 건강보험 급여

기준 내로 처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 다. 그리고 국내에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 사업이 도입되면서 포괄수가지불제도 하에서의 제왕절개분만군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의사결정시스템 모형을 개발한 송미라(2000)는 병원의 질 향상 활동 및 

사례관리 활동 등 효율적인 병원 경 을 위해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모

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후 포괄수가지불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선택적 운 이 

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행위별 수가지불제도 하에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 정

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분석한 예는 없었다. 사례관리자를 포함한 의료인들에게 정

보시스템은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치를 가지며 경쟁력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Gea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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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 업무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여 사례관리 역에서의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행위별 수가지불제도 하에서의 재원환자 의료이용

도 관리, 재원일수 관리, 표준진료지침 관리, 질 지표 관리 등 다양한 사례관리 활

동을 지식경 시스템을 개발, 이를 임상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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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효율적인 의료의 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사례관리시스템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병원의 효율적인 경  활동을 위한 도구로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별 수가지불제도 하에서의 사례관리업무를 분석, 설계한다.

둘째, 사례관리업무를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셋째, 사례관리업무의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사례관리시스템 개발 후 이를 적용하고 평가하여 경제적 효과를 측정    

         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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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사례관리

 1. 1. 사례관리의 정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정의는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관리 모

델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아직 단일화된 정의는 없다(Roberts, 2002). 1988년 

Zander는 ‘질병 진행의 전 과정에 의료진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과 진료

결과의 질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델과 기술의 집합’이라고 정의하 고, 

1997년 Geary 등은 사례관리를 개별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을 겪는 과정 동안 지

지하고 안내하기 위하여, 진료를 계획하고 통합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2차 대전 후 북미에서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

한 사례관리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사회적인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초

점이 옮겨져 전문가들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에 이

르게 되었다(Lee, et al., 1998).  역사적으로 사례관리는 19세기 중반부터 공공 보

건, 학교 간호,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 모델로 생겨나 

현재는 가정 간호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Bushy, 1997), 병원 및 지역사회 보건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효율적인 효과를 함께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동안은 시스템 중심적인 사례관리 개념이 우세하 으나 사례관리자는 고

객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맞는 역할들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

라서 2002년 Roberts는 그림 1과 같이 사례관리를 재개념화했다. 즉, 고객, 사례관

리자, 시스템 간의 요구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과정 중심의 사례관리로서, 업무 만

족(Job Satisfaction), 자율(Autonomy), 권한(Authority), 책임(Accountability),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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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Collaboration), 의료의 질(Quality Care), 비용-효과 및 비용-효율성(Cost 

Effectieness and Cost Efficiency) 같은 요소들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사례관리의 개념도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포괄수가제(Diagnostic Related Grouping) 하에서 

Medicare 와 Medicaid 환자들의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Acute Care 

Hospital에서는 재원일수 및 의료진의 진료 양상, 다른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기 위

한 확장된 형태의 도구나 체제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임상적

인 결과의 수준을 똑같거나 보다 좋게 유지하기 위하여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계획된 도구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표준진료지침(Clinical Paths/Care Map), 이

용도 조사(Utilization Reviews),  그리고 퇴원계획(Discharge Planning) 등이었다

(Zander, 2002). 

   사례관리의 일반적인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례선택(Case Selection)은 사례관리 과정의 첫 단계에서 일어난다. 모든 환자들

을 사례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례관리자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집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임상에서는 만성폐색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특정 질병

군이나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군 등으로 질병과 시술군에 따라 대상으로 선

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 발견(Assessment and Problem Identification) 단계에서

협동

자율/권한

의료의 질

비용 효과/효율성

업무 만족

책임

새로운 과정 중심의 접근
(Neo-Process Centered)

고객, 사례관리자, 시스템 요구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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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자들의 요구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것은 각 사례 대상의 필요도에 맞게 조정된다. 세 번째 단계인 사례관리 

계획의 개발 및 조정(Development and Coordination) 단계에서는 목표를 수립하

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방법과 서비스를 조정한다. 환자의 요구도나 상태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번째 단계인 실행

(Implementation of the Plan) 단계에서는 파악한 환자의 필요에 따라 자원과 서비

스를 연결시켜주게 된다. 비용-효율적이면서도 환자의 수용력과 필요성, 경제적인 

능력까지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사례관리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는 평가와 추후관리(Evaluation and Follow Up) 단계이다. 이 단

계는 사례관리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병원 내에서 입원환자들

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는 퇴원 후 짧은 기간 동안까지만 추후관리를 

하며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사례관리자의 경우는 퇴원하여 가정에 있는 환자들도 

추후 관리한다. 그리고 계속적인 관리와 재평가계획(Continuous Monitoring 

Reassessing and Reevaluation Plan)이 이루어진다(Powell, 2000). 

그림 2. 사례관리의 과정

문제발견

사례관리계획의 개발 및 조정

실행

사례선택

평가와 추후관리

지속적인 관리와 재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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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는 의료서비스를 통합, 조정하여 비용 면에서나 의료서비스의 질 

측에서나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왔고, 재정적으로 임상적으로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21세기에도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병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가

장 강력한 도구로서 발전할 전망이다(Zander, 2002). 

1. 2. 사례관리 업무 역

 1.2.1 의료 이용도 관리

   이용도 관리(Utilization Management)란  임상적인 기준들과 구조화된 과정

들 하에서의 의료서비스를 재검토(Review)하고 판단을 내리는(Determination) 것

이다(Powell, 2000). 의료 이용도 관리는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며 퇴원 시점을 결정하고자 세워진 기준들을 사용

한다. 의료 이용도 관리의 목적은 과소 진료와 과잉진료 또는 비효과적인 진료의 

원인이나 결과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도 관리의 범주에는 

진료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퇴원계획, 조정, 과잉진료 또는 과소진료의 평가, 진료

의 질적 문제 발굴, 진료상의 책임소재 발굴 등이 포함된다(박현주, 1999).

   1987년에 의료이용도 조사(Utilization Review)가 시작된 이후 1998년에 등

장한 의료이용도 관리의 개념은 점차 사례관리의 개념에 근접해지고 있다. 그 이

유는 이용도 관리가 더 이상 단순히 의료 서비스 자원의 이용을 조사하는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관리(Management)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Powell, 2000). 따

라서 이제 이용도 관리는 사례관리의 역 안에 포함되는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이용도 관리에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도구로는 InterQual에서 개발한 

ISD(Intensity of Service, Severity of Illness, Discharge Screen) Criteria 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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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장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도구이다. 서비스 강도, 질병의 중증도, 퇴원검토 기

준으로 구성된 ISD Criteria는 의료이용도 검토 도구로써 현재 미국 전역에서 

PRO(Peer Review Organization)와 많은 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신체의 

각 부위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적용이 편리하다. 질병의 중증도는 입원 시 나타나

는 환자의 증세를 보며 서비스 강도는 치료의 종류와 빈도 수를 설명한다. 질병에 

따라 하나의 질병의 중증도와 서비스 강도가 기준을 만족하면 입원과 재원의 적

절성이 평가된다(박현주, 1999). 

미국 병원들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서 이를 이용한 이용도 조사가 활

발해졌다. 사후 평가위주로 조사되었던 이용도 조사는 환자의 재원 기간 중에 진

료와 동시에 평가하고 문제가 감지될 때 이를 시정 조치하려는 사례관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 연구소에 의해 제안된 의료보험 진료

비 심사 모형과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에 의해 수행된 진료평가 연구에 이용된 

바 있고(보험심사간호사회, 1996), 박현주(1999)는 일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진료과들을 대상으로 ISD Criteria를 이용하여 입원과 재원의 적절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의료 이용도 관리는 의료의 질 관리 범주에도 속하는 활동으로 진료의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배제하여 의료의 질

을 보장하고 동시에 의료자원의 이용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보험심사간호사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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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표준진료지침

  1) 정의 및 사용

  사례관리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로는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이 있다. 

표준진료지침은 1988년 New England Deacones 병원에서 이루어진 Zander의 연

구에 의하여 제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특정 사례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

속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하여 특정 기간 내에 기대되는 환자 결과에 도달하고자 

계획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시간-효과적인 방식(Time-Effective 

Manner)을 강조하여 최단 시간 내에 최적의 환자결과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Zander, 1988). 표준진료지침은 Critical Pathway, Clinical Pathway, 

Clinical Protocol/Guideline, Care Map, Progress Pathway, Progress Map 등 다양

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Pearson, 1995). 

 초기 표준진료지침은 주로 간호사들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하여 왔으나 곧 입원 환자들의 모든 분야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여

러 분야의 종합적(Multidisciplinary) 팀이 구성되어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게 되었

다. 표준진료지침은 종합적인 관리 도구이며, 사용 목표는 진료의 긍정적인 진료의 

질 성취를 목표로 자원 이용의 내용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팀 

멤버를 조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모니터하고 기록하고 수행하는 이용도 관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표준진료지침은 다양한 질병군에서 개

발이 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시간적 계획(Timeline)을 가지고 있다. 표준진료지침

은 의사의 판단을 바꾸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Zander, 1988). 

  그림 3은 일반적인 표준진료지침의 개발과정을 보여준다. 표준진료지침 적용 

대상군을 결정하면 임상적인 문제점과 질 향상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최선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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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선택하여 구성한다. 재원일수 목표를 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취도

를 관찰하며 최종적으로 표준진료지침 적용의 성과를 측정한다(Luttman, et al., 

1995). 

 그림 3. 표준진료지침의 개발과정 

2) 변이(Variance) 관리

변이(Variance)는 ‘다양함이 있는 상태’ 또는 ‘불일치 상태’로 정의되고, 표준진

료지침 상에서 환자 진료 행위들의 기준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예상 퇴원일, 예상 

비용 또는 예상 재원일수에서 의미있는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Schriefer, 

1995). Zander(1988)는 변이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 고 이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변이 분류의 첫째는 환자/가족변이로서 환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원인이 되

는 모든 변이, 예를 들면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다. 둘째는 의료

진 변이로서 의료진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변이 예를 들면 계획대로 제공되어야 

표준진료지침(CP) 
적용대상선정

임상적인목표의설정

행정적인운영목표의
설정

최상의진료지침
(Best Practice) 개발

표준진료지침에임상적
최상의진료지침과

과정에대한정보적용

과정또는적용진료지침
(Care Practice) 향상

표준진료지침적용 성취도점검
필요할경우표준진료

지침수정(변경)
종료

재원일수목표에
적합한가?

최상의진료지침개발
(Develop Best Practice)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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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치료의 지연을 의미한다. 셋째는 병원/시스템 변이로서 병원이나 진료 시스

템이 원인이 되는 모든 변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검사가 려서 스케줄에 따르

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넷째는 지역사회 변이로서 병원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이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환자가 퇴원하고 전원할 병원이나 치료시

설이 부족할 경우가 해당된다. 

변이 분석은 기대되는 환자 치료의 결과, 적시에 이루어지는 퇴원, 적절한 자원 

이용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특정집단 즉 고관절 수술 또는 심장수술 

등 환자들의 실제 관리에 있어 사례관리자는 표준진료지침을 사용하고 변이를 경

험하기 때문에 변이관리와 사례관리는 통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일 필

요가 있다. 그리고 변이 관리는 후향적인(Retrospective) 보고보다는 동시에

(Concurrent) 보고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미국의 Fletcher Allen 병원에서는 

다양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 으며, 변이조사

와 분석을 환자 재원 중에 실시하여 보고를 하는 경우 의료진의 호응 및 교육 효

과가 더 컸으며, 환자와 가족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서를 만들어서 그들이 자신들의 

치료 관리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서 환자/가족 변이들이 예방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 다(Schriefer, 1995). 

1.2.3. 질 지표 관리

 지표(Indicator)란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비추어 현재 수행되고 있는 

기능 및 과정의 수준을 타당하고(Valid), 신뢰성 있게(Reliable) 정량적으로

(Quantitative) 나타낸 것을 말한다(임난  등, 1999). 지표는 기관이나 병원 전체

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Institution-wide Indicator), 부서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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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출할 수 있다(한국QI간호사회, 2002). 임상지표는 환자의 치료과정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그 최종 결과는 치료의 평가 지표(Indicator)나 기준

을 충족했거나 충족하지 못한 실제 환자 수로 나타낸다. 임상지표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타당하고, 성취 가능하며, 신뢰성을 가지며, 최신 의학 지식과 풍부

한 임상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비율에 기초한 임상지표는 기존의 

연구나 알려진 지식의 근거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사례의 수라고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담낭적출술 후 대부분 5% 이하의 환자에서만 병원감염이 발생한다면, 이 

5%는 ‘역치(Threshold)'로 정해질 수 있다. 이 경우 5%보다 높은 비율의 감염은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에 ’적신호‘나 ’경고‘의 의미를 갖게 된다. 반대로 역치보다 

지나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자료수집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

아야 한다.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임상지표는 과정이나 결과 어느 측면에서도 적

용이 가능하다. 현재 대표적인 결과지표로는 병원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

률 등이 이용되고 있다(임난  등, 1999). 

 Collopy(2000)는 임상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임상적 중요성(Clinical Importance)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료하

는 심각한(Severe) 질환 또는 수술 후 일반적으로 오는 중요한 합병증을 예로 들

었다. 둘째로, 조직 내에서 유용하여야(Available) 하며, 셋째로 그 지표가 의료 서

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수용될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 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

지 않는다면 시간을 소비하고 인력이 집중되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 보스톤의 

Brigham and Women's 병원에서는 연계된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질 

지표 및 병원 전체 환자 만족도와 같은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부서와 의료진에게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ates,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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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지표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Maryland 

Hospital의 Quality Indicator Project(표1), JCAHO(Joint Commission i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의 ORYX Measure 및 Core Measures

등 다양한 임상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질 향상 사업조사의 일환으

로 8개 임상지표, 계획에 없던 재입원률, 계획에 없던 재수술률, 교차시험/수혈비, 

응급실 재원시간, 균혈증, 수술 후 창상감염, 응급실의 CT 촬  소요시간, 신생아

의 합병증 비율을 설정하여 조사한 바 있다(한국의료QA학회, 1996). 

표 1. 입원환자 질 지표 사례 (Maryland Hospital, 1997)

지표 분모  분자

수술 후 감염

(Surgical Wound Infection)
 입원하여 수술받은 모든 환자  수술 후 병원감염이 발생한 환자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

(Perioperative Mortality)

 입원기간 중 한번 또는 그 이상  

 수술을 경험한 모든 입원환자

 수술 받은 환자 중 사망 건수와  

 마취 적용한 지 48시간 이내 사  

 망 건수의 총 합

입원환자 사망률

(Inpatient Mortality)
 모든 퇴원환자 수  입원 환자의 총 사망 수

신생아사망률

(Neonatal Mortality)

 전원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입원 신생아  
 모든 신생아수 사망 건수

제왕절개술

(Cesarean Section)

 750g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분만 건수
 모든 제왕 절개 건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률

(Unscheduled Readmission)
 전체 퇴원 건수

 퇴원 후 15일 이내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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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별 수가지불제도

 2.1. 행위별 수가제의 개념

  보건의료에 있어 지불제도(Reimbursement System)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게 비용을 지불하는 자가 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Jegers, et al., 2002). 

진료비 지불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가지 사회제도에 따

라 각각 다르며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실

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가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Fee-For- Service)와 

성과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보험심사간호사회, 1997). 

  행위별 수가제는 시술 점수제, 성과불제라고도 하며 진료 수가가 진료 행위

의 내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식이다. 진료의 내역이라 함은 진료 내용과 진료의 

양을 의미한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학적인(진단 및 치료적) 행위들과 계약은 

따로따로 구별되어있다. 각 항목들의 가격은 미리 정해지게 된다. 목록에 없는 항

목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두 가지의 원칙적인 이점(Benefit)을 

가지고 있다. 진료의 접근은 가능한 최상의 진료를 보장할 것과 최소한 행해진 진

료서비스의 원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공급자들은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행위들은 환자의 건강에 뚜렷한 이익

도 해도 미치지 않는 행위들에 해당된다. 지불 대상 의료 행위들의 목록을 작성하

고 각 행위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다

(Jegers, et al., 2002).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입

장에서는 진료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하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타 제도에서보

다 정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단점은 진료비의 크기가 진료 비용 뿐만 아

니라 진료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잉 진료의 소지가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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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의사들은 예방보다 치료서비스에 치중하게 된다. 보험자가 진료행위를 통제 

내지 규제하기 위한 심사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의료계와 논쟁이 

되기도 하며, 보험자 측에서도 진료비 심사를 위한 관리 운 비가 많이 소요된다. 

또,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 중인 많은 국가들에서 기술적인 시술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많은 항목들의 상대적인 가치는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가 않

아서 결국 실제적인 비용과 기술적 개발의 진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원을 잘못 배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상적으로는 최상의 사회복지를 성

취하고자 상대수가는 다양한 시술들의 상대적인 비용-효율성을 반 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자의 행위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Jegers, et al., 2002). 

 

2. 2. 행위별 수가지불제도 하에서의 사례관리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로 대부분의 의료비가 의료서비스 사용 당사자가 아

닌 제 3자, 즉 의료 보험자에 의해 지불된다. 이때 제 3자가 의료제공자에게 어떤 

방식에 의해 의료비를 지불하느냐가 의료비나 의료제공체계에 중요한 향을 미

치게 된다(박정호 등, 1997).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

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데, 이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여 의료수가를 더욱 높이려는 노력이 심화되고 각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서재붕 등, 1997). 

  그러나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진료를 가능하게 하며 

진료결과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의료진의 자유로운 의

사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비용 통제를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미국은 행위별 수가제 분야(Fee-For-Service Sector)에서도 Medicare의 비

용조절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Tomkin 등(1996)의 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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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HCFA(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Group Specific 

Volume Standard(GVPS)라는 새로운 경제적 시스템을 고령의 말기 신장질환 환

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자, 정부, Medicare 수혜자 모두에게 이득

이 된다고 보고하 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병원의 규모와 의료서비스의 질이 

정비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과 아울러 환자 유인

형상이 일어났으며(서재붕 등, 1997) 정부에 의한 수가통제는 과잉 진료 및 의료

보험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이태진, 2001).  

한편, 종합병원에서는 장기 입원환자가 많고 이로 인한 병상회전율 감소로 병원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병원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병상 점유

율을 높이는 것보다 조기퇴원을 유도하여 재원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보다 효

과적인 대안이다(조우현 등, 1996). 박현주(1999)는 일 대학병원에서 유방절제술, 

갑상선 절제술, 위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과 재원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단

축 가능한 재원일수를 추적하여 정확한 이유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은 덜 침습적이면서도 빠른 회복도 가능하게 하

으며, 이에 따라 사례관리를 기술적으로 적용한다면 재원일수를 효과적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입원할 때 예상 평균 재원일수를 예측하여 목록을 작

성하여 둔다면 재원일수를 단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Powell, 2000). 미국

병원들의 경우 사후평가 위주로 사용되던 이용도 조사가 환자의 재원기간 중에 

진료와 동시에 평가하고 문제가 감지될 때 이를 시정 조치하려는 사례관리 형태

로 발전하고 있다(보험심사간호사회, 1996). 사례관리를 적용하면 표준진료지침을 

이용하여 재원일수를 단축하고, 의료이용도 관리를 통하여 부적절한 재원일수를 

파악하여 조정하며(Zander, 2002), 퇴원 계획을 통해 장기재원 환자의 적체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 적정한 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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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의 사례관리의 기능은 첫째, 부적절한 재원일

수나 자원이용을 파악하여 조정하고, 둘째, 장기재원 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셋

째,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을 감시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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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웨어하우스

 3. 1.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개념

  의료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식기반 경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조경원 등, 1999).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

으로 정보 과학(Information Science)이며 질병에 대한 지식(Knowledge)과 질병 

치료 그리고 질병력, 신체 검진 결과, 진단검사 결과, 방사선 결과, 환자의 선택권

과 치료의 결과가 정보에 포함된다. 정보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계획하고, 관리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James, 2003). 최근 병원에 정보시스템이 전

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산재되어 있던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제

공되었으며 조직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과 같은 기

술이 도입되기 시작하 다(최진욱 등, 2001). 

  데이터웨어하우스란 수년간의 운 계 시스템에서 생긴 내부데이터와 외부데

이터를 주제별로 통합하여 별도의 프로그래밍이 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

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신속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말하

며, 많은 양의 자료를 쉽게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보기 형

태(View)를 제시하면 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쉽게 재구성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데이터의 변화추이를 예측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분

석함으로써 각종 의사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최진욱

등, 2001)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구조는 그림 4에서와 같이 데이터의 저장고

(Repository)에 해당하는 부분과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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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Access)하게 되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터웨어하우스는 중앙집중화된 데이터의 저장고로서 ODS(Operational 

Data Store)와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다차원적인 모델링으로 구성

되어 있는 사실 테이블(Fact Table), 차원테이블(Dimension Table), 요약 테이블

(Summary Table), 그리고 메타데이터(Meta Data)들이 들어있다(장동인, 1998). 

그림 4.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구조

  데이터웨어하우스는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고가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를 근간으로 자료를 다차원으로 신속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마케팅 정보

를 제공하는 정보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장동인,1998). 병원 자료를 이용한 데이

터웨어하우스 구축은 병원 내 임상자료를 수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의무기록 자료를 일일이 검토할 필요 없이 더욱 쉽게 환자 통계자료 등의 정

보를 볼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최진욱 등, 2001). 

데이터
저장고

사실테이블

차원테이블

요약테이블

메타데이터

데이터웨어하우스

통계분석

데이터마트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4GL TOOL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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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의료계에서의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 적용 

   데이터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이란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 유지, 

운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관성있

고 주제지향적이며, 역사적 정보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경 분석과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용하다(용왕식, 2000).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적용한 시

스템은 임시적 또는 표준화된 조회도구, 분석도구, 그래픽 도구 등을 포함하며, 이

러한 시스템들은 패턴이나 추세 등의 수준높은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보

다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한국전산원, 1998).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은 병원 

경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에 이용될 수 있으며 주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지식경 시스템, 전문가시스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의학적 지식의 요구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개발로 

이어져 왔다(Ekdahl, et al., 2000).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행위를 지

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한 결과,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이 높을수록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의사들의 성취

도 또한 정확성, 연관성, 포괄성 점수가 높게 나옴으로써 의사들의 진단 성취도가 

정보시스템의 질에 가장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er, et al., 1999). 

  진료 뿐만 아니라 최근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의학적 지식의 분배를 중가시

키기 위함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사용함으로서 환자와 연

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역동적인 지원이 가능하게끔 개발되고 있다

(Ekdahl, et al., 2000).  또한 대규모 데이터 내에서 숨겨져 있는 상호 관련성과 패

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끌어내고자 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도 의

료분야에서의 지식경 을 위한 응용 분야가 될 수 있다(조경원, 1999). 국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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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도 그동안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적용한 임상자료 및 보험자료 분

석,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용왕

식, 2000; 송미라, 2000; 최진욱 등, 2001). 

  이처럼 의료계에서도 점차 병원 업무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통합적이

고 전체적인 시각으로 진료활동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요구가 커지면서, 병

원 내 환자, 의사, 간호사, 원무관리자, 최고 관리층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획득과 관리 및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송미라, 

2000), 여기에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술은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성 분석

  정보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에는 비용-수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 가

장 널리 이용되었다. 비용-수익 분석은 특별한 투자고려 대상에 대해 투입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측정함으로써 그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기법이

다(이해종 등, 1996).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원가의 회피 뿐만 아니라 조직

의 성과나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효율성 변화를 측정한

다. Parker 등(1988)은 정보시스템의 경제성을 수익개념을 확대한 가치(Value)의 

관점에서 측정하 다. 이들은 정보시스템의 경제성을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의 틀에 의해 분석하 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가치 가속

(Value Acceleration), 가치 연결(Value Linking), 가치 재구성(Value 

Restructuring), 그리고 혁신으로 인한 가치(Innovation Valuation)로 나누어 분석

하는 것이다.  특히 가치연결 및 가치가속 모델은 과학기술의 효과로 인한 기업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가치 연결과 가속은 비용의 이동과 전통적인 분석에 

있어 피해야 할 논점들을 가지고 있어 조직적인 상호관계에 관한 부분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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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연결은 주로 업무의 질 향상과 다른 개념적인 기능으로부터의 연관된 효

과들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사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기능과 과정의 변화 또는 

질 향상의 변화를 표현한다. 가치 연결은 정보기술을 지속적인 수입의 증가, 비용

의 감소 그리고 가속화되는 성장과 같은 결과 측정과 묶어서 그 효과를 본다. 가

치 가속은 같은 요소들을 먼저 달성한 비용 수익과 묶어서 본다(Parker, 1988). 

 경제성 분석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분석하는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많고 

이로 인하여 추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비용과 수익을 결정하는 변수들을 다양한 형태로 예측하여 설정해 

가면서 그 효과를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성

홍 등, 1997)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조직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기존 조직보다 개선된 형

태의 조직구조와 작업구조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가치의 증가를 고려한 경제성 평

가방법이 가치 재구성이며,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은 조직의 가치에 변화를 가져

오는데 이를 혁신으로 인한 가치변화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보시스

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가치변화를 모두 반 한 것이 되고 이

것을 혁신으로 인한 가치로 파악하여 경제성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Parker, 

1988).



- 25 -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표준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일 대

학 병원을 대상으로 하 다. 동 병원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허가병상 후 약 1,500

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이며 병상 점유율은 거의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002년 6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42,202 건의 퇴원 건수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퇴원 환자들의 기본정보 데

이터베이스, 처방 및 검사 데이터베이스, 진료비 수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웨어

하우스를 구축한 후 사례관리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마트를 생성하 고 사례관리시

스템을 구축하 다. 

2. 연구의 틀

그림 5.  연구의 틀

사례관리시스템 설계(프로토타입)사례관리시스템 설계(프로토타입)

구조적 시스템 분석

HIPO, DFD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사례관리시스템의 적용 및 평가사례관리시스템의 적용 및 평가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 분석
•가치 가속
•가치 연결

행위별 수가지불제도 하에서의 사례관리 활동 분석행위별 수가지불제도 하에서의 사례관리 활동 분석

• 사례관리자 업무 분석 및 현재 시스템 분석

•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모듈 및 기능설정

•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Application 생성

•시스템을 이용한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분석
•시스템의 적용 후 경제성 분석

모듈 구성

•의료이용도 관리
•표준진료지침 관리
•질 지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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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석 및 방법

3. 1. 현재 사례관리 활동 분석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행 업무 분석은 구조적 시스템 분석기법을 

사용하 다. 구조적 분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과정 - 지향적 기법

(Process-Centered Technique)으로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모델링하

기 위해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자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병원 적정진료관리실에 근무 중인 사례관리자 2명과 면담하고 시스템 

개발에 대한 회의 및 직접 업무 관찰에 의해 현재 사례관리자의 업무를 분석하

다. 

3. 2 사례관리시스템 설계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도구로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을 하향식 분할로 

표현하여 개발대상 업무의 작업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흐름을 중심으

로 표현한 자료흐름도(DFD: Data Flow Diagram)를 사용하 다.  또한 업무를 기

능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한 다음 각 기능의 입출력 및 처리과정을 나타내는 계

층적 입출력 모형도(HIPO: Hierarchy plus  Input-Process-Output)를 사용하여 

모형화하 다. 

3. 3. 사례관리시스템의 구축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리적 모형을 설계하여 프로토타이핑 기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 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Miscrosoft 사에서 개발한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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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6.0과 MS 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 다. 모듈방식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기능향상이나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가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례관리시스템은 3가지 모듈로 설계하 다. 모듈

은 의료이용도 관리, 표준진료지침 관리, 질 지표 관리로 나누었다. 

3. 4. 사례관리시스템의 적용 및 평가

    3.4.1.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분석

 1) 질 지표 조사의 의의

   재입원률은 병원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며 

특히 예상되는 재입원률에 비해 계획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입원률

은 이전 진료의 질적 수준이 최적의 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을 반 할 수 있으

므로 잠재적으로 의료의 질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계획

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재입원률과 그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진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조사 방법

    환자 기본 입퇴원정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11,960건의 퇴원 건수를 대상으로 하 다. 사례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계획에 없던 재입원 환자 군을 추출한 후 SPSS 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3)지표의 형태

    분자: 조사 기간 중 재입원한 환자로 퇴원 후 28일 이내이면서 재입원의  

          계획(입원장 발급)이 없었던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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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 조사기간 동안에 퇴원한 총 환자 수

 

    3.4.2. 경제성 분석 

   정보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는 투자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시스템 도입한 후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고자 투자에 대한 여러 평가방법 중 

많이 쓰이는 순수익(Net Benefit), 수익-비용의 비(The Ratio of Benefit to Cost), 

현재가치(Present Value), 순현재가치(Net Benefit Value)를 분석하 다. 

   또한 시스템 도입 후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개념을 확대한 정보경제의 

틀에 의해 분석하 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의 효과를 가치 가속, 가치 연결, 가치 

재구성, 그리고 혁신으로 인한 가치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

치가속 및 가치 연결에 대하여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계획에 없던 재입원률 = 분자/분모×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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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결 과

1. 현재 사례관리 업무의 분석 

  연구대상 기관은 입원 병상 1,5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며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재원 환자의 적체로 

인한 병원 경 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평균 재원일수를 단축시키고자 사례관리

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2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례관리 전담 간호사(사례관

리자) 2명은 적정진료관리실에 파견되어 주로 장기재원환자 관리와 퇴원계획에 초

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용도 관리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는 진료의 표준을 제공하고, 재원일수를 단축시키며 환자

와 의료진의 만족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다빈도 질환 및 다빈도 시술을 대

상으로 하여 관련 직종 간의 종합 팀을 구성하여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종합(Multidisciplinary)팀에 사례관리

자도 회의 진행자(Facilitator)로 참여하고 있다. 사례관리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 및 처방, 검사내역, 진료비 내역 

등은 병원사무자동화, 처방전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회하고 있으며, 직접 환자

가 입원하고 있는 병동으로 가서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의료 이용도 조사 

양식, 장기재원 환자 관리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Microsoft Access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 2에 

현재 운  중인 사례관리업무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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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관리 업무 분석표

역 주요 업무 세부항목

이용도 관리 재원일수 관리  입원 당시부터 예상 재원일수 작성

 입원 24-48시간 내에 입원적절성 평가

 입원 중 2-3일 간격으로 재원의 적절성 평가

 부적절한 재원일 검토(Monitoring) 및 보고 

재원 중 심사  자원의 이용도를 평가하고 조정

(추후 시행예정)  진료항목 별 급여 여부 점검

 총 진료비 점검

퇴원 관리  장기재원 환자 관리 

 환자 및 주치의와 상의하여 협력 병원으로 전원

 가정간호 의뢰 연계

 퇴원 후 외래 추후 관리

 사례관리 총평가(부적절 재원일수 파악)

 의무기록 검토

표준진료지침 입력 및 수정  CP 개발팀에 참여하여 진단명, 시술에 따른 CP 개발

(CP) 관리 CP 시행 관리  CP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

 CP 적용을 중단할 경우 사유 파악

CP 분석  퇴원 후 변이(Variance) 점검

질 지표 관리 질 지표 설정
 병원전체 질 지표(Hospital Wide Quality Indicator)    

 설정

질 지표 분석  질 지표 Monitoring

 Quality Issue 발생 시 조정 및 평가

질 지표 통계  질 지표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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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의료이용도 관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운 되기 때문에 입원 전 관리를 하지는 않으나 입원일

부터 이용도 관리가 시작된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당일 의료이용도 조

사를 실시하여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원 기간 중 수시로 의무기록 및 진료

상태를 파악하여 재원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부적절한 재원일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Quality Issue를 발견하여 보고하며 즉시 조

정할 수 있게 한다. 재원 중 간단한 환자의 총 진료비나 진료 내역은 조회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원 중 심사를 사례관리자가 담당하지는 않으므로, 진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향후 사례관리자가 진료비 관리까지 통

합관리한다면 이상적인 이용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례관리자가 내

과계 1명, 외과계 1명으로 인력 및 시간의 한계로 이용도 조사는 분기별로 재원일

수를 관리할 필요 및 진료과의 신청에 따라 몇 개의 진료과를 선정하여 단기간 

조사가 이루어진다. 

  연구 대상 병원에서  2002년 8월 1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호흡기내과, 신경

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의료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Total Patient Day 

8,671일 중 불필요한 재원일이 753일이었으며, 불필요한 재원일의 사유는 대부분 

수술 전 협의진료와 검사, 수술대기, Out Patient Work-Up, 주말입원, 수술 전 협

의진료의뢰에 걸리는 시간, Non-Acute, 검사대기, 수술 전 검사, 외박, 부적절한 

입원, 수술 전 면담, 연휴, 검사 연기, 장비고장 등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부적절 

사유를 코드화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상세하게 분류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내 재원일수 단축을 위한 Task Force팀에 보고되어 정책

적인 조정 및 시정이 있게 되며, 사례관리자 역시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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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부적절 재원의 사유 검토

역 세부항목 건수
불필요한 

재원일
비율(%)

1. 수술 지연

 1) 수술실 대기 83 102 13.6

 2) 수술 전 협의진료 의뢰 68 80 10.5

 3) 수술 전 협의진료와 검사 41 134 17.8

 4) 수술 전 검사 미 시행 16 47 6.3

 5) 수술 전 보호자 면담 24 26 3.5

2. 검사 시행의    

   대기

 1) 검사시행의 대기 26 51 6.8

 2) 검사연기 1 2 0.3

 3) 검사 장비 고장 1 1 0.1

3. 불필요한 검사

 ; 삭감 예상 검사
 CT, MRI, PFT, Sono 등 - - -

4. 검사결과       

  획득의 대기

 진단방사선과, 핵의학과, 내과계 특수검사  

  등의 대기
- - -

5. 환자 상태 

악화정도 
 Severe/ Moderate/Mild - - -

6. 연휴 및 주말에  

  의한 행정처리

  불가

 1) 주말입원으로 인한 임상서비스 지연 81 84 11.2

 2) 주말이라 퇴원수속 불가로 인한       

    퇴원지연
- - -

 3) 연휴기간 중 퇴원수속 불가로 인한    

    퇴원 지연 
5 11 1.5

7. 부적절한 입원

 1) Non-Acute 17 60 8.0

 2)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나 시술 20 100 13.3

 3) 장기요양시설에서도 가능한 진료 - - -

 4) 부적절한 입원 10 30 4.0

8. 환자와 관련된  

   문제 발생

 1) 환자가 검사 시술 및 치료 거절 - - -

 2) 환자 및 가족이 검사 시술 및 치료에  

    대한 결정 지연
- - -

 3) 환자 외박으로 인한 퇴원 지연 19 25 3.3

 4) 기타 환자 개인사정 - - -

9. 기타

 1) 본원 내 전과 환자 병상 수급         

      불충분으로 인한 대기
- - -

 2) 협력병원 및 타병원 이송 결정 지연 - - -

 3) 주치의의 보수적인 진료 행위 - - -

계 412 7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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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재원환자들은 재원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부터 Monitoring이 시작되며, 

퇴원예상일을 주치의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기간 내에 퇴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0일 이상인 장기재원환자들은 계속적으로 의무기록을 Review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퇴원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특별히 재원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없

고 퇴원이 가능한 환자들의 경우는  협력병원으로 전원 또는 가정간호 의뢰 등을 

퇴원계획을 작성하고, 담당 주치의를 비롯하여 장기재원환자 관리 실무팀(입원원

무과, 가정간호사업소, 의료협력센터 등)과 상의한다. 장기재원 환자관리 평가의 

기준은 일평균 재원환자 수, 월평균 장기재원환자 수, 월평균 장기재원환자율, 병

상 가동률, 병상회전율, 평균재원일수, 입원 수익 등이다.  

1. 2. 표준진료지침 관리 

  표준진료지침은 각 진단명 별로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임상진료과 의사, 전

공의, 간호사, 검사실, 의료정보과, 보험심사과, 입원원무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표

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다직종간 종합팀(Multidisciplinary Team)을 구성하여 서

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 팀에 사례관리자가 회의진행자(Facilitator)로 참여하고 있

으며, 표준진료지침 적용 대상 환자 기준이 설정되면, 환자의 입원기간 동안 정해

진 표준진료지침 서식에 의료진이 의료 서비스 활동을 기록한다. 퇴원 후 적정진

료관리실에서 사례관리자가 표준진료지침 서식에 기록된 모든 행위를 검토하고 

시행여부 및 변이를 분석하여 통계처리 한다.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표준진료지침

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기간과 총 진료비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으며, 입

원기간은 의료진의 임상경험 및 환자의 이상적인 치료경과를 기준으로 의료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보험심사과와의 합의를 거쳐 삭감률이 높지 않은 범위 내에

서 가능한 한 모든 처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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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질 지표 관리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조기퇴원만을 유도하여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퇴원 계획에도 반 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해당병원에서는 적정진료

관리실에서 지표 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 지표는 주로 결과 측정에 초점을 두며, 

전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어 있다(표 4).

표 4. 질 지표 설정

질 지표 종류 분모 분자

원내 감염

 -중심정맥도관술 관련한 혈류  

  감염

중심정맥도관술을 받은   

모든 환자

중심정맥 도관술과 관련된   

혈류감염

 -Ventilator 사용환자의 폐렴 Ventilator 사용환자 Ventilator 관련된 폐렴환자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요도   

   카테터 사용으로 인한 요로  

   감염 환자율

중환자실 환자 중 

요도카테터 삽입한 환자 수
요도카테터와 관련된 요로감염

수술 창상 감염 수술 환자 수술부위 감염

입원환자 사망율 퇴원 환자 입원환자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생후 28일 내) 모든 신생아 생후 28일 내 신생아 사망 수 

계획에 없던 재입원률 전체 퇴원 건수
퇴원 후 28일 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건수

계획에 없던 중환자실 

재입실률

중환자실 이용한 모든 환자 

수

계획에 없는 중환자실 재입실 

환자 수

계획에 없던 재수술 수술 받은 모든 환자 수
계획에 없는 수술실 재입실 

환자 수

심각한 마취 합병증
전신마취를 경험한 모든 

환자 수

마취로 인한 심한 합병증 환자 

수

수혈 오류 또는 심각한 수혈 

부작용
수혈받은 모든 환자 수 

수혈 착오 또는 심한 

수혈반응이 생긴 환자 수

욕창성 궤양의 발생 모든 입원환자 수 입원 후 욕창성 궤양 발생 수

투약 오류 또는 약물 이상반응 모든 처방건수
투약 오류 및 약물 이상반응 

환자 수

낙상 모든 입원 환자 수 낙상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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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관리시스템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관의 사례관리업무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

스템의 배경도, 자료흐름도, 계층적 입출력 모형을 작성하 다.

2. 1. 배경도 및 자료 흐름도

  사례관리시스템의 자료 흐름에 대한 배경도를 그림 6과 같이 설계하 다. 사

례관리시스템은 보험심사과, 입원원무과, 의무기록과, 임상진료과, 적정진료관리실 

등 병원 내 여러 부서들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 병원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심사정보, 퇴원요약정보, 처방정보, 진료비 정보, 입퇴원 

정보, 퇴원 정보 등은 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분석된다. 사례관리자가 수행

하는 재원일수 관리, 의료자원 이용도 정보, 재원 적절성 평가, 표준진료지침 관리, 

질 지표 관리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6. 사례관리시스템의 배경도

1. 0
사례관리시스템

입원원무과 임상과

보험심사과

의료협력센터

가정간호사업소

의무기록과

적정진료관리실

사례관리자

심사정보

진료비정보
입퇴원정보

퇴원요약정보

Qualiity Issue Monitoring

재원적절성 평가
표준진료지침

재원중 심사

재원일수 관리
의료자원이용 정보

퇴원정보
Qualiity Indicator

Monitoring

처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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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은 사례관리시스템의 중간 자료 흐름도를 설계한 것이다. 사례관리시스

템은 세 가지의 주요 프로세스(Process)로 구성되며 의료이용도 관리, 표준진료지

침 관리, 질 지표 관리이다. 보험심사과 및 입원원무과와 관련된 재원 중 심사 업

무, 그리고 임상진료과와 보험심사과, 진료지원부서와 관련된 표준진료지침 관리, 

그리고 의무기록과, 적정진료관리실과 관련 있는 질 지표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가 아래와 같은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 

그림 7. 사례관리스템의 중간 흐름도 

재원일수 관리

1.1
의료이용도 관리

1.2
표준진료지침 관리

1.3
질 지표 관리

의료협력센터

가정간호사업소

사례관리
데이터웨어하우스

입원원무과
임상진료과

보험심사과

원무DB원무DB
검사 DB검사 DB

처방 DB처방 DB

의무기록과퇴원 DB퇴원 DB

적정진료관리실

진료지원부서

심사 DB심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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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은  의료이용도 관리에 대한 자료 흐름도이며 사례관리시스템의 하위 

흐름도에 속한다. 원무 데이터베이스, 심사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자료는 재원일

수 관리, 재원 중 심사 업무에 사용된다. 부적절한 자원 이용이나 부적절한 재원일

에 대한 관리 및 퇴원 관리 또한 이루어진다. 퇴원 관리는 장기입원 환자, 퇴원 예

정자 정보를 분석하여 임상진료과, 가정간호사업소, 의료협력센터와 연계하여 퇴원 

후 가정간호 또는 퇴원 후 지역사회 병원 전원 등의 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용도 관리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는 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 

그림 8. 사례관리시스템의 하위 흐름도- 의료이용도 관리 

이용도조사 Total 정보

1.1.1
재원일수 관리

1.1.2
재원 중 심사

1.1.3
퇴원 관리

입원원무과

임상진료과

보험심사과

사례관리자

진료지원부서

심사DB심사DB

원무DB원무DB

투약DB

환자기본정보DB

진단검사DB

방사선DB

해부병리DB

기타DB

투약DB투약DB

환자기본정보DB

진단검사DB

방사선DB

해부병리DB

기타DB

환자기본정보DB환자기본정보DB

진단검사DB진단검사DB

방사선DB방사선DB

해부병리DB해부병리DB

기타DB기타DB

UM 지식베이스UM 지식베이스

부적절한 재원일 /
자원이용 보고

진료비 심사자료

퇴
원

예
정

자
정

보

퇴
원

처
방

의
뢰

가정간호사업소

의료협력센터

퇴원 후가정간호 의뢰 정보

타병원 전원 정보

적정진료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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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는 표준진료지침 관리의 자료흐름도이다. 표준진료지침 관리를 위하여

는 원무 및 심사 데이터베이스 및 환자기본정보, 진단검사, 처방, 투약 등 진료정

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진료지침(이하 CP)를 입력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표준 정보로 저장하게 된다. CP 이행 및 불이행 내역을 파악

하는 CP 시행관리 과정이 있으며, CP 분석 과정에서는 CP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이들을 분석하고 CP 대상 환자의 총 진료비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림 9. 사례관리시스템의 하위 흐름도- 표준진료지침 관리

CP 변이분석정보
진료비 분석 정보

1.2.1
입력 및 수정

1.2.2
CP 시행 관리

1.2.3
CP 분석

입원원무과

임상진료과

보험심사과

사례관리자

진료지원부서

간호부

심사DB심사DB

원무/진료비DB원무/진료비DB

투약DB

환자기본정보DB

처방DB

방사선DB

진단검사DB

기타DB

투약DB투약DB

환자기본정보DB

처방DB

방사선DB

진단검사DB

기타DB

환자기본정보DB환자기본정보DB

처방DB처방DB

방사선DB방사선DB

진단검사DB진단검사DB

기타DB기타DB
C
P
이

행
/불

이
행

관
리

C
P
 적

용
선

정

CP 표준정보

CP 시행내역 DBCP 시행내역 DB

CP 불이행 내역 DBCP 불이행 내역 DB
CP 변이분석 DBCP 변이분석 DB

CP 지식베이스CP 지식베이스

처치내역DB처치내역DB

진료비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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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은 질 지표 관리에 대한 자료 흐름도이다. 질 지표 관리는 병원 전체

를 대상으로 설정된 질 지표를 관리하므로 원무행정, 진료내역, 처방내역 등 여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받아 질 지표를 설정하며, 질 지표에 관한 규칙을 설

정하면 지식베이스에 저장되어 자동적으로 이상치에 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실시간 또는 후향적으로 질 지표 현황을 분석하여 통계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0. 사례관리시스템의 하위 흐름도- 질 지표 관리

QI Issue 
Monitoring

1.3.1
질 지표 설정

1.3.2
질 지표 분석

1.3.3
질 지표 통계

입원원무과

임상진료과

의무기록과

적정진료관리실

진료지원부서

간호부

원무행정DB

퇴원 DB

진료내역DB

원무행정DB원무행정DB

퇴원 DB퇴원 DB

진료내역DB진료내역DB

투약DB

환자기본정보DB

처방DB

방사선DB

진단검사DB

기타DB

투약DB투약DB

환자기본정보DB

처방DB

방사선DB

진단검사DB

기타DB

환자기본정보DB환자기본정보DB

처방DB처방DB

방사선DB방사선DB

진단검사DB진단검사DB

기타DB기타DB

QI 지식베이스QI 지식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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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지표통계DB질지표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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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사례관리시스템의 계층적 입출력 모형

     다음은 사례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 자체를 계층화하고 각각

의 과정을 입력(Input)-과정(Process)-출력(Output)의 단계로 분해하여 시스템 분

석을 위한 계층적 입출력 모형(HIPO: Hierarchy plus  Input-Process-Output)으

로 작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의 주요 업무인 의료 이용도 관리, 표준

진료지침 관리, 질 지표 관리 역으로 나누어 HIPO를 작성하 다.  

  2.2.1. 의료이용도 관리의 HIPO

      의료이용도 관리 과정에서는 재원일수 관리, 재원 중 심사, 퇴원 관리 세가

지의 주요 업무 과정으로 나누었다. 환자의 기본정보, 원무 및 심사 정보, 진단 및 

처방, 처치 내역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 하여 부적절한 재원일 또는 부적절한 자원 

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재원일수를 초과하여 재원 중인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조정하여 적절한 퇴원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그림 11). 

1.1 의료이용도 관리

1.1.1 재원일수 관리 1.1.3 퇴원 관리1.1.2 재원 중 심사

INPUT OUTPUTPROCESS

환자기본정보DB
1.1.1 재원일수 관리

진료내역 DB

1.1.2  재원 중 심사

1.1.3  퇴원관리

검사 및 처치 DB

퇴원계획 화면

통계화면

원무 정보 DB

진단/처방 DB  

검사 및 처치 내역

재원일수관리 화면심사 정보 DB



- 41 -

그림 11. 의료이용도 관리 업무의 HIPO

  2.2.2. 표준진료지침 관리의 HIPO 

     표준진료지침(CP) 관리는 입력 및 수정, CP 시행 관리, CP 분석의 세 과지 

과정을 거친다. 환자 기본정보, 상병명 및 진료내역 정보, 검사 및 처치 내역, 의료

진에 의하여 합의된 CP 표준 정보가 입력되고 수정될 수도 있으며, CP 시행과정

에서는 CP 행위의 이행 및 불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변이가 발생할 경우 변이분석

도 시행한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면 자료는 통계분석에 활용되고 실시간으로 사

례관리자와 의료진이 파악하고 변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그림 12).  

그림 12. 표준진료지침 관리 업무의 HIPO

1.2 표준진료지침 관리

1.2.1 입력 및 수정 1.2.3  CP 분석1.2.2 CP 시행 관리

INPUT OUTPUTPROCESS

CP 표준 정보

1.2.1  입력 및 수정
CP 시행내역 DB

1.2.2  CP 시행관리

1.2.3  CP 분석

CP 불이행내역DB

CP불이행 화면

CP 변이분석 화면

검사 및 처치내역

CP변이분석 DB
상병명/진료내역 정보

환자기본정보DB

CP 이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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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질 지표 관리

       질 지표 관리는 질 지표 설정과, 질 지표 분석, 질 지표 통계의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원무 및 행정 정보. 수술 내역, 상병명 및 진료내역, 질 지표 기준이 입

력되면, 실시간 및 후향적인 질 지표 분석이 이루어지고, 질 지표 통계를 얻어낼 

수 있다(그림 13).

그림 13. 질 지표 관리 업무의 HIPO

2. 3. 통계분석 모듈

     표 5와 같이 사례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될 필요 통계들을 모듈화하기 위

하여 정리하 다. 이 중 심사 업무와 관련한 통계는 향후 통합된 사례관리 프로그

램을 이용해 사례관리자가 비용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함하여 구성하

다.

1.3 질 지표 관리

1.3.1 질 지표 설정 1.3.3 질 지표 통계1.3.2 질 지표 분석

INPUT OUTPUTPROCESS

상병명/진료내역

1.3.1  질 지표 설정 질 지표 통계 DB

1.3.2  질 지표 분석

1.3.3  질 지표 통계

질 지표 관리 화면

질 지표 통계 화면
질 지표 기준

질 지표 역치 관리

원무 정보 DB

행정정보 DB

수술내역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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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례관리시스템에서 필요한 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처방분석 처치분석  내역별 진료과 분포 현황

 진료과별 처치내용 분석

 상병별 처치내역 분석

약제분석  약제비 분석

 분류별 약제현황

 진료과별 약제사용

 상병별 약제사용 분석

2.심사 분석 청구현황  진료과목 건강보험 청구현황

 상병별 진료현황

 기간별 건강보험 청구현황

 재료, 행위비 청구현황

3.비용-수익 재원일수 분석  상병별 재원일수 

 의사별 재원일수 

 재원일수 단축율

 병상 회전율

 평균 재원일수

장기재원 분석  일평균 재원환자 수 

 장기재원환자 수

 장기재원 환자율

 중환자실 환자 수 비교

수익분석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수익

 재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4. CP분석 CP 적용 건수  CP 환자별 총 진료비

 CP 변이사유 분석

 CP 변경 건수 

5. 질 지표 관리 질 지표 통계  질 지표 통계

 역치 설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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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관리시스템의 구축

  3. 1.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연구대상인 일 대학병원에서 200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총 42,202건의 퇴원 건수를 대상으로 하 다. 원본 데이터로는 환자기본정

보 데이터베이스, 처방 및 검사 데이터베이스, 진료비 수납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후 사례관리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마트를 생성하 다(그림 

14). 

그림 14.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과정

처 방
D B

원 무
D B

검 사
D B

목 표 데 이 터 (T a rg e t D a ta )

데 이 터 가 공 /데 이 터 전 송

통 합 데 이 터 웨 어 하 우 스

사 례 관 리 데 이 터 마 트

데 이 터 선 택

데 이 터 분 석 도 구

사 례 관 리 를 위 한 응 용 프 로 그 램
개 발

심 사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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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는 사례관리시스템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성 테이블의 일부 구조를 

보여 주는 것으로, 다차원의 통계가 다차원 모델링이 되는 스타 스키마 형태로 테

이블을 구성하 다. 

그림 15. 데이터웨어하우스 테이블 구조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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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은 사례관리시스템 구성 모듈 중 표준진료지침 관리(이하 CP)를 위한 

테이블 구조의 일부를 보여 준다. CP 마스터 테이블과 CP 행위 및 처방 테이블이 

관계형 테이블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CP 마스터에 등록된 CP 행위와 실제 행해

진 CP 행위를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6. CP 관리를 위한 테이블 구조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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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례관리시스템의 구성 화면 

   3.2.1. 의료 이용도 관리 화면

      의료 이용도 관리화면에서는 입원 환자를 모두 조회하여 이용도 조사를 진

료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입원 당시부터 입원의 적절성을 모니터

링(Monitoring) 하며, 재원 중 부적절한 재원일이 발생할 경우 각 상병 명에 해당

하는 적정 재원일수를 시스템에 적용시켜 시스템 상 그 현재 재원일수가 적정 재

원일수를 넘어가면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17과 같이 해당 환자에게서 발생한 부

적절 재원 사유를 입력하면 사례관리 데이터마트에 저장되어 통계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지식베이스에 저장된 진단명에 따른 예정 퇴원일을 보고 퇴원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장기재원환자 발생시 퇴원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주치의 및 가

정간호, 협력병원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그림 17. 재원일수 관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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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림 18과 같이 재원 중인 환자의 심사관리 업무도 지원한다. 일별진료

비를 검색하고 검사 지체나 Quality Issue의 발생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사용을 관찰 및 파악하여 재원일수에 따른 총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림 18. 재원 중 심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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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표준진료지침 관리 화면

    그림 19에서와 같이 연구 대상병원에서 만들어진 표준진료지침(이하 CP)의 

처방과 행위를 사례관리시스템에 입력시켜 그것을 규칙으로 활용한다. 입력하고자 

하는 질병을 선택하는 항목에서 상병코드를 더블클릭하면 모든 상병코드 창이 떠

서 선택할 수 있다. 일별로 CP 행위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할 때는 12가지의 

큰 Category로 분류하 는데, 목표(Goals), 사정(Assessment), 치료(Treatment), 

투약(Medication), 행위(Activity), 처치기구(Lines/Drains), 검사(Test), 퇴원계획

(Discharge Planning), 협의 진료(Consult), 교육(Teaching), 진단(Diagnosis) 이다. 

해당 Category를 선택하면 세부내용이 조회되고 여기에 입력될 수 있는 모든 경

우의 수가 저장되어 있다. 

그림 19. CP 마스터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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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은 CP 적용환자를 선택하여 Monitoring 하고 변이여부를 분석하는 화

면이다. CP의 불이행화면에서는 CP의 정해진 내용 중에서 불이행 항목과 시행했

어야 하는 날짜를 보여준다. 또한 CP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CP 역의 범주 안에서 어떤 진료내역이며 어떤 날짜에 시행하 는지 

보여준다. 

그림 20. CP 시행 관리 화면  

    그림 21은 CP 변이 분석과 관련된 화면이다. 변이분류는 일반적으로 사용 중

인 환자/가족변이, 의료진변이, 시스템변이로 구분하 고, 행동코드는 변이발생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결과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다른 합병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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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P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환자/가족 변이가 발생하고 CP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에 따른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관리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CP 이행의 변이사유를 분석할 수 있으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담당 CP 팀과 협의

하여 조정하게 된다.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을 삽입하

여 신속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 다. 또한 CP 변이 분석에서 변이사

유와 관련 내역을 입력하면 사례관리 데이터마트에 저장되어 진료내역 분석에 활

용되고 추후 CP 관리에 사용하게 된다. 

          

그림 21. CP 변이 통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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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질 지표 관리 화면 

      질 지표 관리의 특징은 병원 전반적인 질 지표를 데이터에 근거하여 조사

할 수 있고, 통계자료를 얻어낼 수 있으며, 이는 사례관리 데이터마트에 저장되어 

병원의 질 관리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2는 개별 환자 별로 질 지표 관리

를 위한 첫 화면을 보여준다. 환자 조회화면에서도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나타나

는 메뉴를 통해서 곧바로 질 지표 관리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림 22. 질 지표 관리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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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시스템에서의 질 지표 관리도 진료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구

성하 다. 그림 23은 사용자 PC의 시스템 시각을 2002년 11월 28일로 설정하 을 

때 전체 재원환자 조회화면이다. 조회화면 밑에 현재 일자를 기준으로 28일내 계

획에 없던 재입원 환자 통계가 나타나 실시간으로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3.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 전체 표시화면

(시스템 시각 2002년11월 28일 설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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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는 기간별로 전체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 목록을 볼 수 있는 화면

이다. 지정한 기간 내의 총 재원환자 수, 총 퇴원환자 수, 재입원 환자 수,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 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 다. 

그림 24. 기간별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 조회 화면

1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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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관리시스템의 적용 및 평가

 4.1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본 연구에서는 사례관리시스템을 임상자료에 적용하고 평가하고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설정된 질 지표 

중에서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을 선택하여 후향 조사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4.1.1. 전체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퇴원 건수는 

11,960 건이었으며, 이 기간 중 계획에 없는 28일 내 재입원은 총 276건(2.3%)

이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재입원 중 진료과, 진료의사, 진단명까지 동일한 

환자 수는 81건으로 전체 퇴원 건수 11,960건 중에서는 0.07%,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276건 중에서는 29.3%를 차지하 다. 즉, 기간 중 전체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은 100명당 2.3명이었다. 

   4.1.2.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재입원률

       성별 연령별 특성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에 없는 재입원환자 

군에서는 61세 이상 연령군의 재입원 환자 분포가 높으며, 특히 61세 이상 연

령군에서 남자 환자의 분포는 41.3%에 이른다.  반면 16-30세 연령군 퇴원 

환자 전체 및 계획에 없던 재입원 환자 분포 전체에서 각각 8.0% 및 11.2%로 

가장 분포가 가장 낮다. 그러나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들의 성별-연령별 분

포에 대한 카이검정 결과는 p-value가 0.055 로서 유의수준보다 크므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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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별 재입원률은 표 7과 같이 남자의 재입원률이 전체적으로 높으

나 0-15세 연령군과 46-60세 연령군에서는 여자의 재입원률이 더 높다. 

표 6. 성별-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

계획에 없던 재입원환자 퇴원환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χ2값

(p-value)
남자(%) 여자(%) 전체(%)

0-15세 30(20.0) 23(18.3) 53(19.2)

9.272

(0.055)

1,503(24.0) 1,047(18.2) 2,550(21.2)

16-30세 12(8.0) 10(7.9) 22(8.0) 646(10.4) 692(12.2) 1338(11.2)

31-45세 20(13.3) 22(17.5) 42(15.2) 904(14.5) 1088(19.1) 1991(16.7)

46-60세 26(17.3) 37(29.4) 63(22.8) 1,353(21.7) 1,301(22.8) 2,654(22.2)

61세이상 62(41.3) 34(27.0) 96(34.8) 1,843(29.5) 1,583(27.6) 3,426(28.6)

계 150(100.0) 126(100.0) 276(100.0) 6,249(100.0) 5,711(100.0) 11,960(100.0)

표 7. 성별-연령별 재입원률

남자 여자 전체

0-15세 2.00 2.20 2.08

16-30세 1.86 1.45 1.64

31-45세 2.21 2.02 2.11

46-60세 1.92 2.84 2.37

61세 이상 3.36 2.15 2.80

계 2.40 2.21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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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22과 같이 성별-연령별 재입원률을 도식화하 을 때도 전체 연

령군 중 61세 이상 연령군에서 재입원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 성별-연령별 재입원률

   

   4.1.3.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들의 특성별 분포

 1) 진료과목별 분포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들의 진료과 분포는 표 8과 같이 1차 입원에

서는  소아과(12.3%), 소화기내과(11.6%), 심장내과(9.1%), 외과(8.3%), 종

양학과(8.3%)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 고, 2차 입원에서는 소아과(13.0), 소

화기내과(12.0%), 심장내과(8.7%), 외과(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로 보아 소아과와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외과, 종양학과의 재입원 환자 

분포가 다른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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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진료과목별 분포

1차입원 시 진료과 분포 2차 입원 시 진료과 분포

진료과 환자 수 백분율(%) 진료과 환자 수 백분율(%)

소아과 34 12.3 소아과 36 13.0

소화기내과 32 11.6 소화기내과 33 12.0

심장내과 25 9.1 종양학과 28 10.1

외과 23 8.3 심장내과 24 8.7

종양학과 23 8.3 외과 21 7.6

산부인과 17 6.2 비뇨기과 19 6.9

비뇨기과 15 5.4 산부인과 17 6.2

신장내과 14 5.1 신장내과 13 4.7

호흡기내과 13 4.7 정형외과 13 4.7

정형외과 12 4.3 이비인후과 12 4.3

이비인후과 10 3.6 신경외과 11 4.0

신경외과 8 2.9 호흡기내과 11 4.0

심장소아과 8 2.9 이식외과 7 2.5

이식외과 7 2.5 혈액종양내과 6 2.2

혈액종양내과 6 2.2 심장소아과 5 1.8

흉부외과 5 1.8 흉부외과 5 1.8

신경과 4 1.4 성형외과 4 1.4

소아외과 3 1.1 신경과 2 0.7

안과 3 1.1 안과 2 0.7

일반외과 3 1.1 재활의학과 2 0.7

감염내과 2 0.7 감염내과 1 0.4

류마티스내과 2 0.7 내분비내과 1 0.4

성형외과 2 0.7 류마티스내과 1 0.4

심장혈관외과 2 0.7 소아외과 1 0.4

내분비내과 1 0.4 임상유전과 1 0.4

임상유전과 1 0.4 - - -

재활의학과 1 0.4 - - -

계 276 100 계 2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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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 경로별 분포

    표 9는 재입원 환자의 입원경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가 더 많으나 2차 입원 시 응급실 경유한 입원률이 

34.4%로 높아졌다. 한편 카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p<0.001로 1차 입원 시 

입원 경로와 2차 입원 시 입원 경로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재원기간별 분포

    표 10과 같이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1차 입원시 재원기

간이 0-14일이었으며, 재입원한 경우 0-6일만에 거의 대부분이 퇴원하 다. 

표 9. 입원 경로별 분포

입원경로

1차 입원 시 2차 입원 시
χ2 p

환자 수 백분율(%) 환자 수 백분율(%)

외래 195 70.7 181 65.6 17.696 <0.001

응급실 81 29.3 95 34.4

계 276 100 276 100.0

표 10. 재원기간별 분포

1차 입원 시 2차입원 시 

환자수 백분율(%) 환자수 백분율(%)

0-6일 152 55.1 269 97.5

4-14일 71 25.7 - -

15-21일 20 7.2 - -

22-28일 10 3.6 - -

28일 이상 23 8.3 7 2.5

계 276 100.0 276 100



- 60 -

   표 11와 같이 교차분석의 한 결과도 1차 재원기간이 짧은 환자들이 2차 재

원기간도 짧았으며, 카이검정 결과 p<0.001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④ 재입원 간격 분포

    1차 입원 후 퇴원일과 2차 입원일과의 간격 즉 재입원의 간격은 표 12와 

같고, 과반수 이상의 환자들이 1차 퇴원 후 0-14일 이내에 재입원하 다. 

표 11. 재원기간별 교차분석

(df=4)

2차 재원기간
χ2 p

구분 0-6일(%) 28일 이상(%) 계

1차 재원기간 0-6일 151(54.7%) 1(14.3%) 152(55.1%)

23.819 <0.001

4-14일 70(26.0%) 1(14.3%) 71(25.7%)

15-21일 19(6.9%) 1(14.3%) 20(7.2%)

22-28일 10(3.7%) 0(0.0%) 10(3.6%)

28일 이상 19(7.1%) 4(57.1%) 23(8.3%)

계 269(100.0%) 7(100.0%) 276(100.0%)

표 12. 재입원 간격 분포 

재입원 간격 환자 수 백분율

0-6일 75 27.2

7-14일 85 30.8

15-21일 61 22.1

22-28일 55 19.9

계 2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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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관리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4.2.1. 비용-수익 분석

      연구대상 기관에서는 2002년 하반기부터 사례관리자 2명을 선발하여 사례

관리활동을 시행한 결과 2002년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병원 전체의 평균 

재원일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2.9%(10.5일에서 10.2일로 감소)를 단축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26). 

그림 26. 사례관리 활동 도입 전후 평균 재원일수 변화

     

    이를 근거로 사례관리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연간 평균 재원일수 단축율을 

2.9%로 추산할 수 있다. 재원일수가 2.9% 단축될 경우 병원 경 의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 

    연구 대상기관의 전년도 입원 연인원은 525,740명, 입원 실인원은 51,232명이

었다. 그리고 전년도 평균 재원일수가 10.3일이었으므로 2.9%의 재원일수 단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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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면 단축된 재원일수는 10.0일이 된다. 연입원 예상 환자 수는 전년도 입

원 실인원에 단축된 평균 재원일수를 곱함으로써 산출하 다. 추가 연입원 환자 

수는 전년도 입원 연인원에서 연입원 예상 환자 수를 뺀 값이며, 이 값을 평균 재

원일수로 나누면 추가 실입원 환자 수가 된다. 전년도 입원 연인원에서 재원일수 

단축 시 예상 수익은 추가 실입원 환자 수에 1인당 평균 진료수익을 곱하여 산출

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추가 실입원 환자 수는 1,335명이었고, 

재원일수 단축 시 예상 수익은 약 4억원이었다(표 13). 

표 13. 재원일수 단축 시 경제적 효과

항 목 내 용

 연입원 예상 환자 수 전년도 입원 실인원 × 평균 재원일수(2.9% 단축 시)

  ; 51,232(명)×10.0(일) =512,387(명)

 추가 연입원 환자 수 전년도 입원 연인원 - 연입원 예상 환자 수 

  ; 525,740(명)-512,387(명)=13,353(명)

 추가 실입원 환자 수 추가 연입원 환자 수÷평균 재원일수(2.9% 단축 시)

  ; 13,353(명)÷10.0(일)=1,335(명)

 재원일수 단축 시 예상수익 추가 실입원 환자 수 × 1인당 평균 진료 수익

  ; 1,335(명)×300,000(원)= 400,549,881(원) 

     사례관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비용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와 재료비, 그리고 기타 경비가 있다. 프로그램 개발에 따르는 개발 용역비, 재료

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은 약 1억 2천만원이었다. 사례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직접 

수익은 표 13의 결과에서 도출된 재원일수 단축 시 예상 수익으로 정하 다. 재원

일수 단축 시 예상 수익이 약 4억원이므로 비용을 뺀 순수익은 약 2억 8천만원이

었다. 비용 - 수익 분석은 표 14에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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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비용 - 수익 분석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용 1)개발용역비

   직접인건비       66,000 

   직접경비          750 

   제경비        6,600 

   기술료        7,260 

 소계      80,610 

2)재료비

  시스템구입비

     서버컴퓨터        7,000 

     MS-SQL Server 2000 Enterprise Edition       17,000 

     Visual Basic 6.0        1,200 

     Windows 2000 Server        1,598 

     데스크탑컴퓨터       10,000 

  Disk Array        1,100 

소계      37,898 

3)관리비

   운 비        1,200 

   소모품비        1,200 

소계        2,400 

비용 전체     120,908 

수익
추가 실입원 환자수×1인당 평균 진료수익

(1,335명×300,000원=400,549,881원) 
    400,500

순 수익     27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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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가치 가속에 의한 경제성 분석

      사례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이용도 관리, 표준진료지침을 이용한 부적절

한 재원일의 감소, 장기재원 환자 관리를 통한 평균 재원기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원일수의 단축은 병원으로서 기대되는 예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례관리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연간 평균 재원일수 단축

율은 2.9%로 추산할 수 있었다. 연간 평균 재원일수가 2.9% 단축되면 재원기간 

감소에 의한 가치의 누적 증가액은 2007년에는 약 14억 8천만원이 되며 연평균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은 245%에 이르며, 누적가치증가액의 순 

현재가치는 2003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 4.5%를 감안하 을 때 약 14

억원이 된다(표 15).

표 15. 가치 가속에 의한 경제성 분석

(단위:100만원)

항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재원기간 감소율(%) 0 2.9  2.9 2.9 2.9 -

  재원기간 감소로 인한 

  예상 수익
0 400.5 400.5 400.5 400.5 -

누적가치증가액 -120.9 279.6 680.1 1,080.6 1,481.1 1,481.1

ROI(연평균 투자수익률) 245%

순 현재가치 -120.9 267.0 649.5 1,032.0 1,414.5 1,414.5

주)물가상승률: 4.5% (통계청, 2003)

 

 4.2.3. 가치 연결에 의한 경제성 분석

     현재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계획에 없는 재입원 환자들로 인한 삭감이 일

어나지 않지만 심사평가원에서 포괄수가제 대상 병원을 대상으로 진단명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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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향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측한다면 가치 연결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사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 진단명, 주치의가 동일한 계획에 없는 재입

원률은 0.0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은 사례관리시스템 도입 

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산할 수 있으며, 진료비 손실 감소를 통해 경제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시스템 도입 후 2004년까지는 계

획에 없는 재입원률을 약 0.07%, 2005년과 2006년에는 0.06% 그리고 2007년에는 

0.05%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하 다. 전년도 실입원 환자수가 51,232명이었고,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수익은 약 삼십만원으로 추산 가능할 때 진료비 손실의 

감소로 인한 예상 수익은 5년간 총 35억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연평균 투자수

익률은 590%가 되며, 누적가치증가액의 순 현재가치는 2003년도 통계청에서 발표

한 물가상승률 4.5%를 감안하 을 때 약 34억원이 된다(표 16).

표 16. 가치 연결에 의한 경제성 분석

(단위:100만원)

항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
0 0.07 0.06 0.06 0.05 -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감소 시 예상 수익  
0 1,075.2 921.6 921.6 768.0 -

누적가치증가액 -120.9 954.3 1,875.9 2,797.5 3,565.5 3,565.5

ROI(연평균 투자수익률) - - - - - 590%

순 현재가치 -120.9 911.4 1,791.5 2,671.6 3,405.1 3,405.1

주)물가상승률: 4.5% (통계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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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얻은 비용-수익, 가치가속, 가치연결 각각의 분석의 결과를 누적하

여 표 17과 같이 정리하 다. 사례관리시스템을 1년 간 도입하여 운 하 다고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총 비용은 약 1억 2천만원이며, 직접 수익, 가치가속, 가치연결 

수익을 누적하 을 때  누적 수익은 약 17억 6천만원에 이른다. 순 수익은 약 16

억원으로서 비용과 수익 간의 비율(B/C Ratio: Benefit-Cost Ratio)은 14.6에 이른

다. 

표 17. 비용 및 누적 수익  

(단위:100만원)

항목 비용 및 누적 수익 B/C Ratio

비용 개발용역비 80.6 -

재료비 37.8 -

관리비 2.4 -

총 비용 120.9 -

수익 직접수익
추가 실입원 환자 수×1인당평균진료수익

 (1,335명×300,000원=400,500,000)
400.5 3.3

가치가속
재원일수 단축으로 인한 연간 진료 수익

 (1,335명×300,000원=400,500,000)
801.0 6.6

가치연결
연간 재입원 감소 환자 수×1인당평균진료수익

 (3,584명×300,000원=1,075,200,000)
1,767.0 14.6

순수익 1,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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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민감도 분석

    본 연구의 비용-수익 및 가치 분석은 시스템 도입 후 장래에 발생하는 비용

과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예측한 것이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 상

황 및 추정상의 오차가 결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요 예측 변수인 재원일수 단축률과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의 변화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앞서 사례관리 활동 도입 후 연간 평균 재원일

수 단축율은 2.9% 으며, 질 지표 분석 결과 진단명, 진료과, 주치의가 동일한 계

획에 없는 재입원률은 0.07% 다. 이를 근거로 재원일수 단축률이 연간 3%이고,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이 0.07%인 경우를 중위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재원일

수 단축률이 저위수준(1%), 중위수준(3%), 고위수준(5%)로 나타날 경우 1년간 시

행 시 순수익의 현재가치 범위는 약 10억원에서 24억원의 분포를 가지며, 수익/비

용의 비는 9.3에서 21.3까지 변화하여 재원일수 단축률이 높을수록 큰 변화가 있

었으며, 재원일수 단축률이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계획

에 없는 재입원률 역시 저위수준(0.05%), 중위수준(0.07%), 고위수준(0.09%)로 나

타냈을 때 순수익의 현재가치가 약 82억에서 107억에 이르며 수익/비용의 비는 

14.3에서 18.1의 분포로 재원일수 단축률의 변화에 비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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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민감도 분석 

(단위: 100만원) 

변수 수준 항목 1년 시행 향후 5년간 총액

재원일수 

단축률

저위수준(1%) 순수익 1,000.4 5,002.0

현재가치 - 4,776.9

수익/비용 9.3 -

중위수준(3%) 순수익 1,755.4 8,777.0

현재가치 - 8,382.0

수익/비용 15.5 -

고위수준(5%) 순수익 2,452.4 12262.0

현재가치 - 11710.2

수익/비용 21.3 -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저위수준(0.05%) 순수익 1,601.8 8,009.0

현재가치 - 7,648.6

수익/비용 14.3 -

중위수준(0.07%) 순수익 1,755.4 8,777.0

현재가치 - 8,382.0

수익/비용 15.5 -

고위수준(0.09%) 순수익 2,062.6 10,313.0

현재가치 - 9,848.9

수익/비용 18.1 -

주)물가상승률 4.5% (통계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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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우리나라 의료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높아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요구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의료 비용의 절감 문제로 큰 부담

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관리는 효율적인 병원 경  관리를 위한 강력한 도구

가 될 수 있으나(Zander, 2002), 질 관리부서 실무자들이나 사례관리자들은 업무 

현장에서 사례관리 활동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도입하여 사

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200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

원한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

하고 이용도관리, 표준진료지침 관리, 질지표 관리 모듈별로 사례관리시스템을 개

발하 다. 그리고, 이를 임상에 적용함으로서 경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측정하고 

분석하 다. 

 사례관리는 1980년대부터 개개인의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다양한 요소들

을 계획,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상하 다. 최근의 사례관리 개념은 고

객의 요구(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 사이를 효과적으

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과정 중심의 사례관리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Roberts, 2002),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각광받고 있다(Zander, 2002). 그리고, 최신 정보 기술의 

이용은 임상적인 성취도 향상 및 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Lurie, et al., 2002), 병원의 경 자들은 

사례관리의 임상적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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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비용-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진료 정보 데이터베이

스(Database)의 통합, 진료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표준진료지침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와 실제 적용이 있었다. 1994년 미국 유타 주의 

Salt Lake City에 있는 LDS Hospital에서는 의료이용도 조사를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하 는데, 급성기 질환 환자들의 

AEP(Accreditation Evaluation Protocol) 기준을 사용하여 재원의 적절성을 실시간

으로 검토하여 이용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을 사용함으로써 대략적으로 21%의 부적절한 재원일을 파악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의료 비용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 다(Nelson, et al., 1994). 이 시스템은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임상 의료진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으며(Gardner, 

1994), 후속 연구(Gardner, 1999)를 보면 이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의

료진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병원 

경 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성과를 

얻어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례관리시스템도 사용자가 임상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자원의 사용 및 재원일에 대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서 사례관

리 활동에 있어 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제

공할 수 있게 하 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험심사 관리를 통합하여 구성

하 으므로 추후에 사례관리자가 교육을 받은 후 재원 중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

으며 보고 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

하여는 LDS Hospital의 사례처럼 계속적인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사례관리활동을 위한 정보 시스템 개발도 이

루어졌다. 1997년 Westberg 등은 척추손상 환자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발하 는데 Core Database(의무기록과와 정형외과 수납 정보 Database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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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환자 진료정보 포함), 환자 만족도 Database, Survey Database를 통합하여 

퇴원요약, 보험 및 수납 보고, 임상 심사보고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가능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시스템

과의 공유를 기본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설계하 다. 

 표준진료지침 관리를 위해 개발된 사례를 보면, 1998년 Chu와 Cesnik가 

Paper Clinical Pathway 사용의 불편함과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Computerized 

Clinical Pathway를 개발한 연구가 있다. 이 Prototype의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은 시각적 보기화면(Visual Cue)을 통해 환자의 경과와 임상적인 상태에 따라 내

부적으로 연결된 다른 CP도 함께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준다. 환자의 실제적인 상

태를 반 하는 Assessment Data는 표준화된 결과 목표와 비교할 수 있고, 의료진

에게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환자의 임상적인 상태와 CP에 진행정도가 확인될 수 

있게 한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빠른 Feedback이 가능하며, 

예방 관리(Preventive Management) 및 자가 기록(Self Documentation)이 가능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열거한 기능 위에 CP 마스터 기능을 도입하여 실제 행해

진 CP와 마스터 CP를 비교하여 행위 및 변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차별화된다. 또한 사용자를 고려한 Prototype 형태의 설계로 프로그램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 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CP 지침에서 정의되는 행위와 

용어 중의 일부가 현재 의사 처방전달 시스템의 처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

니어서 CP 행위의 재정의와 코드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한계는 병원정보화의 발달과 함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시스템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질 향상의 결과 측정 도구로서도 비용 절감 및 성취도 향상의 효과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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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Bates, et al., 1999). 2003년 James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의료기관에서 

각자 운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요약하여 각 지역, 주, 국가적인 단위에

서 보고되고 있으나, 국가적인 단위로 통합하여 보고하는 시스템(National Quality 

Measurement System)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하 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

해 필요한 데이터 코딩, 분류, 기준 마련에 대해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원일수 단축으로 인한 질 수준 감소 등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질 지표 측정 및 관리 부분을 시스템에 도입하 다.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과 

같은 지표는 질 측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후향적인 기존의 조사방법과 

달리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는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혜숙 등(2001)

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일 대학병원에서 의료의 질 지표들의 규칙을 

도출하 는데, 그중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에서는 이식외과, 피부과, 신장내과, 소화

기내과 등의 진료과에 주요 질환군은 내분비, 양 및 대사질환, 신경계의 질환 등

이었으며 연령군이 20세 이하, 61세 이상인 경우에 재입원률이 높다는 규칙이 도

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규칙을 통한 

자료만을 추출하 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웨어하우

스가 구축된 후 데이터마이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질 지표와 관련된 규칙을 도출

하고, 활용한다면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활동도 가능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입의 증

가, 자금운 의 효율화 및 경비절감 등이 있다(유승흠, 1990). 경제성 효과는 보통 

비용-수익 분석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Parker 등은 경제성에서 수익

개념을 확대한 가치(Value)의 관점에서 측정하 다. 채 문 등(1991)은 처방전달시

스템의 도입효과 분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가치분석 관점에서의 경제성 분석을 하 다. 여기에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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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5년 간으로서 이러한 성과는 시스템 도입 후 미래 예측을 전제로 하며 

병원의 미래성과에 향을 미치는 내외적 변수를 추정할 것을 요구한다(채 문 

등,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변수를 예측하여 계량화하기 어려

운 점이 있었다. 

 연구대상 기관에서 2002년 하반기부터 사례관리 활동을 시작하여 전년도와 

비교하 을 때 사례관리 활동 이후 평균 재원일수의 2.9%가 단축된 사실을 근거

로 하여 사례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평균 재원일수 단축률은 연간 2.9%로 추산할 

수 있으며, 1년 간 운  시 순수익이 약 16억원에 이를 정도로 효과가 클 것으로 

추산할 수 있었다. 시스템 도입 시 비용-수익, 가치가속, 가치연결 분석을 하 으

며, 재원일수 단축 시 비용절감 효과를 직접 수익으로 하 다. 그리고 주요 예측 

변수인 재원일수 단축률과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을 저위수준, 중위수준, 고위수준

으로 변화하여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 재원일수 단축률이 높을수록,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 감소를 높일수록 경제성 효과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시스템 도입 전

이므로 정확한 시스템 도입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

제성을 예측한 결과 병원경 의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비용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는 사용자 및 임상진료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교육과 준비 또한 필요하다. 

 둘째, 사례관리를 위한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 방대한 양의 지식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사례관리시스템의 효

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병원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진료의 적절성과 질 수준을 계속적으로 

Monitoring 하여 수립하여 질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과 활동에 반 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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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넷째, 재원일수의 단축률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효율적인 병원경

을 하기 위하여는 본 연구에서 제언한 의료이용도 관리, 표준진료지침 관리 등과 

같은 사례관리 활동이 성공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여러분야의 종합적 

팀 구성,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병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병원에서 전사적인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은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

모되는 사업이고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고 경 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 75 -

Ⅵ. 결   론 

 본 연구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효율적인 병원 경 을 위해 의료이용도 관

리, 표준진료지침 관리, 질 지표 관리 등 다양한 사례관리 활동을 위한 지식경 시

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 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지역의 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6개월 간의 퇴

원환자들의 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 처방 및 검사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웨어하우

스를 구축한 후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마트를 생성하여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

하 다. 현재 사례관리 업무를 분석하고 사례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구조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흐름도, 계층적 입출력 모형을 제시하 다. 

 의료이용도 관리는 크게 재원 중 심사와 재원일수 관리로 나누고 입원당시부

터 재원의 적절성과 부적절한 재원일 및 부적절한 자원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표준진료지침 관리 화면은 표준진료지침(이하 CP) 행위와 

불이행을 관찰(Monitoring) 하고, 변이 사유를 분석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담당 

CP팀과 협의하여 조정하게 된다. 마스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P 행위의 수정, 

추가 입력, 삭제 등이 자유롭게 되어 관리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질 지표 관리는 병원 전체 질 지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 기능을 재원 중에

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사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개

월 간의 총 퇴원 건수를 대상으로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에 대한 지표 분석을 한 

결과, 총 퇴원 건수 중 계획에 없는 재입원률은 2.3%, 그중 진단명, 주치의까지 동

일한 경우는 전체 중 0.07% 다.  61세 이상 연령군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재입원

률이 높았으나 성별-연령별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차 입원 시 입원경로

와 2차 입원 시 입원 경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2
=17.696, p<0.001). 그리고 1



- 76 -

차 재원기간이 짧은 환자들이 2차 재원기간도 짧았으며 카이검정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23.819, p<0.001).

 경제성 분석을 위해 비용 - 수익 및 가치(Value) 분석을 실시하 으며, 2002

년도 하반기 사례관리 활동의 도입 후 재원일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2.9% 단축되

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시스템 도입 시 연간 평균재원일수의 단축율은 약 2.9%로 

추산할 수 있었다. 비용-수익 분석 시 순수익은 약 2억 8천만원, 가치 가속 시 향

후 5년간 약 14억 8천만원, 가치 연결 시 향후 5년간 약 35억 6천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1년 간 운 할 경우 순 수익은 약 16억원에 이르는 효과가 예상된

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본 연구에서 도입한 사례관리시스템이 병원의 처방전달시

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한 것이므로 실시간 사례관리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실시간 사례관리를 

위해 이러한 점은 앞으로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표준진료지침이나 이용도 조

사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병원 내부 구성원들, 특히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

여와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 과 의료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례관리 활동을 임상에 적용하고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이용한 시스템을 개

발 및 적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료이용도 관

리를 통한 재원일수의 감축, 다양한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응용 프로그램, 질 지표 관리를 통한 의료의 질 수준 감시 및 질 향상 활동은 

이 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병원 경 에 효율적임을 

발견한 점에도 또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향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헤 다양한 의

료정보시스템이 개발되고 임상에 적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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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Data Warehouse - Based Case Management in 

Fee-For-Service Reimbursement System

   Mi Young C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D.)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 healthcare 

environment. Healthcare organizations are facing a financial crisis due to more 

competitive relationships among themselves as well as low health insurance 

fees. As patients' healthcare needs are increasing, healthcare organizations 

make numerous efforts to maintain or improve the quality of care with low 

cost. Into this changing healthcare universe has emerged a new management 

system: the case management system, which is an effective approach to reduce 

healthcare cost while maintaining or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Under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system, many healthcare organizations 

have introduced the case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ir financial 

management status. 

The purposes of the current study are: (1) to develop 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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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ehouse-based system for evaluating and monitoring the case management 

activities, and (2) to measure and analyze its effects.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for the study, the database on discharged patients was utilized at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Seoul from June 1, 2002 through December 31, 

2002. Initially, a data warehouse was built for the case management system. 

The case management activitie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ed methodology 

to establish the case management system.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ase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t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the quality of care and resource utilization by possessing the 

monitoring functions in the utilization reviews, critical pathways, and clinical 

indicators.

(2) Utilizing the case management system, unplanned readmissions were 

examined among total discharged patients for two months (November 1, 2002 

thru December 31, 2002). The unplanned readmission rate was 2.3% in a total 

of 11,960 discharges and 0.07% of total discharges displayed the identical 

diagnoses and physicians.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age among the pati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dmission routes at the first admission and 

the second one (χ2=17.696, p < 0.001). The patients with short length of stay 

at the first admission also demonstrated short length of stay at their second 

admission (χ2=23.819, p < 0.001).

(3) It was estimated that the total length of stay in the hospital would be 

reduce to about 2.9% after implementing the case management system.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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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the cost-benefit analysis showed that the net benefit would be 2,796 

thousand Won and the value acceleration analysis displayed that cumulative 

benefit for the prospective five years would be 1,414 million Won. Also, the 

value linkag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cumulative benefit for the 

prospective five years would be 3,405 million Won and net benefit for one year 

would be 1,646 million Won.

In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the present study would be not only 

implementing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to existing case 

management activities, but also evaluating its effects and estimating its 

financial benefit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case management system 

would be a supportive tool for monito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and a cost-effective tool for healthcare organiz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systems may contribut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economic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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