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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재원중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서 이의 기능을 평가하기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개발된 사례관리 시스

템 원시모형을 서울 소재 일 대학병원에서 2004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

지 척추후궁절제를 포함하는 추간판제거술 또는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환

자를 대상으로 적용하 다. 개발한 척추후궁절제술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을 적용한 환자 23명과 적용하지 않은 22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을 분석하 고, 의사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원중 사례관리 시스

템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 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P적용군 및 비적용군에 대해 개발된 표준 CP의 진료비용과의 차이

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방사선료( p = .03 ) 약제료( p = .01 ), 총진료

비( p = .02 )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CP적용군이 적었으며 이는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 다.

2. CP, 사례관리, 질지표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 결과 교수, 전공의, 

간호사 각 직종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각 직종 

모두 CP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사례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교수 및 전공의는 CP

자동화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간호사는 통계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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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재원중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를 실제로 

재원 중인 환자에게 적용하여 CP 변이사유, 부적절 재원사유, 질 지표들을 

분석하고 CP 적용여부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

울러 CP를 적용할 경우 방사선 및 약제비용과 함께 총진료비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스템의 의

사결정지원 기능에서는 CP마스터의 전산화 도입과 CP에 대한 자동화 추

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사례관리, 표준화 진료지침, 질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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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 7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설립은 보험재정 보호라는 취지 하

에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 되어온 심사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부여된 평가업무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 실시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심사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절감에 초점을 맞춘 심사평가 업무를 놓고 

일차적으로는 심사기구와, 나아가선 정부 및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갈등이 

첨예화되어 왔다(이 선희, 2002.1.). 따라서 최근까지 의료계는 전반적인 사

회전체의 경제여건 악화에 의한 향 외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삭감

율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함께 겪어왔다. 실제 진료비 조정 삭감율(조

정액률 기준)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평균 삭감율이 2001년 1.70%, 2002년 

2.04%, 2003년 1.70%이고 평균 삭감 액은 2001년 229,481백만 원, 2002년 

291,273백만 원, 2003년 260,835원으로 2003년은 2002년 대비 삭감 율은 

24.84% 줄고 삭감 액은 10.45% 줄었으나 2001년 대비 시 삭감 율은 동일하

고 삭감 액은 13.66%가 증가하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통계

지표 2001, 2002, 2003).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요양기관들로부터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및 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로 청구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한 데

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의약분업이후 폭증하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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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량에 대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 및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시행중이고 종합전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입원

진료비를 모니터링 하여 해당기관의 고가도 지표(Costliness Index, CI), 환

자구성 지표(Case Mix Index, CMI), 재원일수 지표(Length Index, LI)등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종합지표 외에도 진단 명, 수술여부, 사망여부 등에 의

해 구분된 DRG를 연령 및 중증 도에 의해 세부적으로 분류한 

“RDRG(Refined Diagnosis Releated Group)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해당 질

병 군에 대한 다 빈도 질환 중 그 기관의 지표가 평균이상인 건에 대하여 

함께 통보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4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계획에서 우리나

라 질 평가에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술 및 상병을 선정하여 재

원일수, 재입원율 및 사망률 지표 등 진료결과지표를 평가하겠다고 발표하

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년). 

따라서 요양기관은 현 의료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의 일환인 진료비삭감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심사 업무의 개선 과정으로  

보험심사 업무형태를 재원 중 심사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원 중 심

사는 진료의 질을 적절히 유지하고 비용 측면까지 고려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여 효율적으로 진료비용을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있고, 진료비 상담, 환

자, 보호자, 의료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환자, 보호자 및 의료

진, 간호사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재원 중 심사의 목표를 두고 있다(김 세

화, 2003).

노 춘희(2003)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보험심사업무 특성에 따른 효

과분석에서 모든 환자를 재원 중 심사를 하는 병원이 퇴원 후 심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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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비해 진료비 삭감율이 0.62% 낮게 나와 환자 재원 중에 진료비 심

사를 운 하는 방법이 진료비 관리면 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 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기능 변화에 맞추어 볼 때 병원 보험심사부서의 재

원 중 심사제도의 운 은 진료비의 조정 삭감율을 낮추기 위한 진료비 청

구에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각종 평가에 대비하여 모든 진료행위를 비용호

과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 수행, 조정, 평가하는 병

원 전반적인 사례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병원의 보험심사 사례관리의 역할

이며 보험심사업무의 효과적인 운  방법이라고 제시하 다.

재원 중 심사란 환자의 재원 중에 발생된 진료비에 대한 보험기준 하에

서의 적합성 여부  또는 해당 질병에 대한 각종 치료의 의학적 타당성 여

부를 미리 파악하여 문제점을 조기발견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진료비 

삭감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는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관점에서 본다면 이용도 관리(Utilization Management, UM)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들이 사용하는 재원 

중 심사 시스템은 행위별 수가제하에 발생된 진료비의 보험청구 목적의 개

발이므로 상병과 진료내역이 서로 적합한지 각종 보험기준에는 잘 맞는지

에 집중하고 있어 각종 질 지표 또는 개발된 표준화 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의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각 병원들에서 적용하는 사례관리 모형은 대부분 DRG대상 상병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DRG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상병 군에서의 진료비용을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해진 진료비 내에

서 원가절감을 통해  최대의 비용효과를 얻는 것이 각 병원의 목적이다. 송 

미라(2000)는 국내 포괄수가지불제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포괄수가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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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하에서의 제왕절개분만 군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의사결정시스템 모형

을 개발하여 병원의 질 향상 활동 및 사례관리 활동 등 효율적인 병원 경

을 위해 정보기반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최 미 (2003)

은 사례관리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퇴원환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한 후 사례관리를 위한 데이터마트를 생

성하여 이용도관리, 질 지표관리, CP 관리 모듈별로 사례관리 시스템을 개

발하여 이를 임상에 적용함으로서 경 개선 효과와 경제성을 측정하는 후

향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재원 중 실시간 사례관리를 한 것

이 아니라 과거자료를 분석한 것이기에 정확한 성과측정이 어려웠음을 제

시하 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해지는 치료행태 대로 진료비용의 산정이 가

능하지만 현재처럼 고비용 발생으로 삭감이 많아지고 있는 경우에는 CP의 

변이가 개발을 통해 비용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CP에서 변이가 발생하거나 

혹은 중증도가 높아 CP를 적용하기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사례관리를 통

해 비용의 적정성과 의료의 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함께 도모한다면 

비용, 환자만족도, 진료의 질 모두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 연구에서는 재원 중인 척추후궁절제술 환자 중 CP적용군을 대상으

로 행위별 수가제하 이용도 관리와 질 지표 관리가 결합된 사례관리 시스

템 원시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진료비용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에 따른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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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의 원시모형을 개발하여 이

를 실제 재원 중인 척추후궁절제술 환자 중에서 CP를 적용한 환자를 대상

으로 시범 적용한 후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 시스템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써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원시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후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진

료비용, 재원일수, 질 지표를 비교평가 한다.

셋째,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을 적용받은 CP적용군의 변이사유를 분

석한다.

넷째,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과 CP의 의사결정지원 기능에 대한 의료

진의 인식도, 만족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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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사례관리

가. 사례관리의 개념

몇몇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응책

으로서 의료관리(Managed Care)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한 접근

법의 하나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소개되었다. 사례관리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된 접근으로 특정기간에 수행될 건강관리 팀의 의무

와 이를 통해 기대되는 환자의 결과를 미리 결정하여 관리하는 건강서비스

의 개념적 확대라고 할 수 있다(Benton, 1993).

사례관리는 보험자의 급여내용과 지역사회 자원의 조정을 통하여 진료

비를 줄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활동으로,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진료비용의 지불과 상환을 조정하도록 하는 

환자평가, 치료계획, 환자의뢰 및 추구관리시스템이다(Rhea et al, 1988). 사

례관리는 보험자의 급여내용과 지역사회 자원의 조정을 통하여 진료비를 

줄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활동으로 환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진료비용의 지불과 상환을 조정하도록 하는 환자평가, 치료계

획, 환자의뢰 및 추구 관리 시스템이다. 

사례관리에서 CP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와 CP를 혼

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의료기관도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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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이상일,1999). 다만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독립적으로 환자진료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에게는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한데 CP는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그림 1).

사례관리에 대한 정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① ANA(1988): 환자가 적정기간 내에 기대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

록 고안되어진 건강관리 전달체계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관리

에 필요한 자원 활용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Rhea(1988): 사례관리란 보험자의 급여내용과 지역사회 자원의 조정을 

통하여 진료비를 줄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활동으로, 환자에

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진료비용의 지불과 상환

그림 1. Case Management Model(Maguire MK, 1992)



- 8 -

을 조정하도록 하는 환자평가, 치료계획, 환자의뢰 및 추구 관리시스템

이라고 정의하 다.

③ Latini & Foote(1992): 특정한 시간 틀 내에서 모든 건강관리팀 구성원

의 노력을 통하여 환자의 목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간호전달체

계로 사례관리계획(Case Management Plan)을 사용하여 질병기간 전체

를 관리한다.

④ Case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1994): 의료의 질과 비용 효과적

인 결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소통과 사용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개인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사정, 계획, 수행, 조

정, 감시, 평가하는 협동적인 과정이다.

⑤ The Certification of Insurance Rehabilitation Specialists Commission 

(CIRSC)(2000): 사례관리란 의사소통과 질, 비용 효과적인 결과를 증

진시키는 것을 통해 환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측정하여 필요한 항목과 

서비스들을 사정, 계획, 수행, 조정,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협력과정이

다.

⑥ 박 현주(2000): 사례관리를 특정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발견하고 

계획을 명확히 하여 이를 수행하고 그 진료결과를 연속적으로 측정하

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면 사례관리는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재원기간

을 단축하고, 이용자원은 최소화하며, 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사례관리의 협의적 정의는 주로 입원기간내의 급성 기에 한정되어 적용

되나, 광의적인 의미는 질병의 전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입원 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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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퇴원후 추후관리까지 전 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김 은경과 장 현숙, 2001).

나. 사례관리의 적용과정

김 은경과 장 현숙(2001)은 사례관리의 적용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① 대상 환자 선정: 대상 환자의 선별기준은 사례관리의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르나, 주로 입원기간이 긴 경우나 진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 

의학적 사회경제적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사정: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전반적으로 사

정한다, 현재의 문제와 잠재적인 문제, 치료에 대한 반응,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기위한 중재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간호사, 의사 및 기타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③ 계획 및 자원의 확인: 기관 내 외의 이용 가능한 자원과 비용 및 의

료비 지불체계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환자에게 적절한 

CP의 선정, 환자가 가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기구의 확인, 의사와 가

정간호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거나 퇴원계획에 대해 환자 가족과 협

의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④ 서비스 적용 및 협조: 환자의 진료가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비용효율

성이 높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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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를 위해 CP나 임상진료지침, 변이분석, 위험평가 도구, 질 

관리 도구 등을 이용한다. 다양한 학문을 배경으로 한 다 전문분야

간 팀을 구성하고 팀 리더의 지도 하에 환자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환자를 필요한 기관이나 자원과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 필요한 조정업무를 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환자 서비스가 의무기록에 적절히 남겨지도록 한다. 환자, 

의료진, 의료기관 차원에서 변이가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에 도

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⑤ 서비스전달체계 모니터: 서비스가 계획되고 조정되면 환자의 순응정

도와 환자의 결과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가정방문이나 의사

와의 협의, 환자나 가족상담, 다른 진료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추후관

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례관리자는 환자의 경과와 치료에 대한 반

응을 검토하거나 측정하며 치료나 퇴원계획의 변경, 타부서와의 업

무조정 등에 대해 관련된 팀에게 알려준다. 미리 설정된 지침에서 

이탈되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책임을 진다, 변이가 발생하면 필

요한 중재를 시행한다.

⑥ 평가: 평가결과를 통해 대상 환자군의 진료의 질을 개선하는데 활용

한다.

다. 사례관리 관련 개념

1) 이용도 관리

이용도 관리는 임상적 필요성의 평가, 적절성, 그리고 의료서비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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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다(Corneal, 1998). 이용

도관리의 목적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질적인 치료를 제공

하기 위해 의료자원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며(Powell, 2000), 양질의 환자

진료를 유지하면서 진료기관의 궁극적 목표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하

여 효과적인 비용으로 진료내용을 계획, 조직, 지도, 조절하는 일체의 활동

을 말한다(Brown, 1998). 의료이용도 관리의 목적은 과소 진료와 과잉 진료 

또는 비효과적인 진료의 원인이나 결과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도 관리의 범주에는 진료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퇴원계획 조

정, 과소 또는 과잉진료평가, 진료의 질적 문제 발굴, 진료상의 책임 소재 

발굴 등이 포함된다(최 윤정, 1999). 의료이용도관리의 검토방법은 검사시점

에 따라 입원 전에 검토하는 선행적 검토, 입원기간동안 검토하는 재원 중 

검토, 퇴원 후 검토하는 소극적 검토, 특정 의료인이나 서비스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선별적 중점 검토로 나눌 수 있다(박현주, 1999).  입

원전의 선행적 검토는 일종의 사전승인 제도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시

행되기 전에 입원의 적절성이나 의료의 질에 관련된 이슈들을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거절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입원 전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된다(Inter Qual, 1997).

① 보험급여여부와 이점을 증명한다. 

②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판별한다. 

③ 의료의 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하도록 한다.

④ 치료의 대안들을 입원 전에 규정한다.

⑦ 치료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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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치료가 가장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결정이 되도록 한다.

⑨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선택은 적절하 다.

⑩ 환자의 요구와 퇴원계획의 사정이 초기에 설정되었다.

⑪ 예정 재원일이 설정되었다.

재원 중 관리는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행해지는 치료수준의 적절성

을 평가하게 된다. 임상적 적절성 평가는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임상 상태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에 의해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는 입원의 필요성 여

부와 재원기간의 적절성 평가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갖게 된다. 입원의 필요

성은 입원한지 24시간 내에(주말에는 48시간 내에) 검토하게 되며 재원기간

의 적절성은 2-3일마다 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치료가 변

경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매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원 중 관리는 

재원의 적절성과 진료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니터링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데 자세한 재원 중 관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수집되어지고, 적절한 자원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준의 

진료가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임상적으로 복잡하고 정신사회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관리자에게 의뢰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들에 대한 보험급여여부가 환자의 필요 정도와 연계되어 결정되어지며, 질

적인 문제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고, 퇴원 필요

성과 시점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퇴원 후 검토하는 후향적 조사는 의무기록의 검토방법을 통해 주로 이

루어진다. 이러한 조사는 사전승인이나 재원 중 관리방법 보다는 예방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후향적 조사는 질적인 조정과정에서 유용

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며 유사한 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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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이미 퇴원한 후에 시행하는 관리 기법이므로 

사전에 중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국내의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도 퇴

원 후 진료비심사보다는 재원 중 심사를 더욱 선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송 미라, 2000). 

2) CP

가) 용어정의

Zander(1988)에 따르면 CP는 특정한 진단명이나 처치명하에 횡축으로 

나열된 시간 틀에 따라 종축에 나열된 중재항목(index) 즉 사정, 검사, 처

치, 양, 투약, 활동 또는 안전, 교육, 퇴원계획, 협의진료와 의뢰, 결과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 서술로 구성된다. CP의 개발은 다학체 간의 팀 접근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간호사가 맡게 된다. 

대상은 의료기관의 점유율과 이용률이 높으면서 치료 및 시술과정에 있어 

위험부담이 높고 의료비 소모가 많은 동종진단의 환자 군으로 선정하되 복

합적인 환자는 제외한다(Lynn-Mchale, Fitzpatrick & Shaffer, 1993).

CP는 1980년대 후기 미국의 Michigan Medical Center에서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으로 Johns Hopkins Hospital 등 미국 내 다수의 병원에서 적

용하고 있다(Knollmuller, 1989; McKenzie et al., 1989; Giuliano & Poirier, 

1991). CP의 목적은 한 질병그룹의 전형적 환자의 최선의 진료절차(best 

process of care)를 정의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최소화하며 필요한 진

료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표준화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

기 위한 것이다(박 하 ,1999). CP를 설정하여 환자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며, 비효율적인 병원자원소모를 감소시켜 의료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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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해 수

행되는 진료행위, 처치행위를 적절한 시점과 이상적인 순서대로 계획, 제시

함으로써 진료의 지연과 누락을 방지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송미라,2000, 12).

나) 변이분석

변이(variance)란 합의된 CP의 진료과정에서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그

러나 여기서의 변이는 진료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 환자 군이 일반

적인 환자의 진료과정을 따르지 않고 적용할 수 없을 만큼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사례관리나 CP의 성공적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행의 결

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믿을만한 도구를 개발하는데 달려있다. 이러한 

도구의 하나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변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변이분

석은 CP를 수정하고 개발해 가는 과정에도 필요한 작업이다. 오늘날 대부

분의 질 관리 노력은 임상적, 재정적 결과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

헌을 통해 변이를 추적하는 데는 다음의 4가지 방법이 있다. (1)후향적 의

무기록 검토를 통해 변이를 밝혀내는 것. (2)별도의 질 관리 모니터를 통해 

변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 (3)변이 추적을 위한 전산화된 시스템을 이용하

는 것, (4)이미 정립되어진   CP의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변이 자료를 얻는 

것 등이다(Schriefer, 1995). 변이의 범주는 크게 환자나 가족측면의 문제,  

의료진 자체의 문제, 병원 시스템 측면, 지역사회 측면의 4가지 범주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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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P 변이 측면에 따른 이유

변이 측면 이 유

환자/가족 변이

자아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능력이 부족함

가정에서 상처관리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지 않음

부적절한 사회적 지원이나 체계(예:가족이 없음)

환자나 가족의 결정(예:환자나 가족의 검사 거부)

합병증 또는 환자 상태(예:예기치 않게 환자 상태가 악화됨)

환자의 지시 불이행

의료진 변이

부적절한 지시(예: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처방)

응답시간의 지체

진단명 변경

CP에서 벗어난 처방(예:어떤 처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치료나 투약이 빠짐

기관(체계)변이

장비를 이용할 수 없음(예:CT 기계가 고장)

수술의 비효율성

병원 통계

침상 가용성

(예: 일반병실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퇴실되지 못함)

일정상의 충돌

자문을 받을 수 없음

수술 시간을 맞출 수 없음

(예: 검사 결과가 D상보다 늦게 나옴)

부서가 업무를 하지 않음

지역사회 변이

방문 간호사의 부적절한 간호

요양시설의 침대 상태 불량

구급차가 늦게 도착

요양시설의 병상을 이용할 수 없음



- 16 -

변이를 분석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적절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CP의 

변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한다.

① 변이관리에 대해 직원을 교육한다.

② 조직은 주요 의료진과 관리자와 의사소통으로 확인된 변이의 기록, 

수집, 분류, 분석, 보고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③ 성공적인 변이 관리는 다른 CP팀들에게 모델로 사용되도록 공표하

라.

④ 변이를 강조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변이를 예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변이 관리 전략을 계획하는데 

유용하다.

⑥ 변이관리와 정보시스템 사이의 연계는 CP 과정을 갱신하고 단순화되

도록 개발해야 한다(김 은경과 장 현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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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의 질 관리

가) 기본 개념

의료기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이 고객들의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 효

과적인 방법을 통해 내부 경 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활

발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일반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활동과 같은 경

관리 기법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최귀선외, 2001). 질 향상이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직원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업무과정

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정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절감을 구하는

데 효과적인 경 기법으로 보고 되고 있다(Shortell SM et al, 1995).

보건의료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질 향상개념은 질 평가(Quality Assessment)와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의 개념을 이어 받은 것으로, 이전의 개념에 비해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조성현외, 1997). 

이러한 의료의 질을 측정하기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임상 질 지표(Clinical 

Indicator or Quality Indicator)이다.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한 임상지표는 과

정이나 결과 어느 측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대표적인 결과지표로

는 병원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율 등이 이용되고 있다(임 난  등, 

1999).

질 지표는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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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 Hospital의 Quality Indicator Project, JCAHO(Joint Commission 

i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의 ORYX Measure 및 Core 

Measures 등 다양한 임상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최미 , 2003). 국

내에서는 1995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질 향상 사업조사의 일환으

로 8개 임상지표, 계획에 없던 재 입원률, 계획에 없던 재 수술률, 교차시험

/수혈비, 응급실 재원시간, 균 혈증, 수술 후 창상감염, 응급실의 CT 촬  

소요시간, 신생아의 합병증 비율을 설정하여 조사한 바 있다(한국의료QA학

회, 1996).

나) 의료의 질 평가도구

(1) 적정성 평가 지침(Appropriateness Evaluation Protocol, AEP)

German과 Restuccia(1981)가 의료 이용 검토 도구로 개발한 후 몇 차례

의 수정, 보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환자가 급성진료시설에

서 치료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 치료가 시의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

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진단명과 무관하게 적용가능하고 의료이

용의 적절성에 대한 선별도구라는 특징을 지닌다. 구성은 입원 기준과 재원

일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재원일 기준은 재원일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것이다(비의학적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음). 재원일의 판

단기준은 의사서비스, 간호서비스, 환자상태 요인으로 구성되어 성인은 25

개, 소아는 2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 환자의 재원일 각각에 대하여 1

일 단위로 재원일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한다(김 창엽, 1994).

(2) Delay Tool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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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Selker 등(1989)이 부적절한 재원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도

구로 개발한 것이다. 국내에서 적용을 위하여 일부 수정한 내용은 표 2와 

같다(김 창엽, 1994).

표 2. 부적절한 재원 이유 목록

주범주 중범주

검사시행과 

관련된 대기

진단방사선과의 검사

임상병리과의 검사

핵의학과의 검사

내과계 특수검사

검사 시행과 관련된 기타 대기

검사 결과 

획득에 관련

된 대기

검사결과의 표준대기시간

표준대기시간을 넘어선 검사 결과의 대기

수술과 관련

된 대기

외과계 환자의 조기 입원 : 입원 첫째 날/routine lab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술에 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술 일정 대기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원 또는 전동의 경우 수술 일정이 차있는 경우

응급이 아니면 주말에 수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대기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수술

의료진과 관

련된 대기

내과계 환자의 조기입원 : 입원 첫째 날/routine lab 결과가 나오기까지

환자에 대한 진료가 완료되었으나 특별한 근거 없이 의료진이 환자의 퇴

원을 지연시키는 경우

의사의 임상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대기

의료진의 검사 지시 또는 시행과 관련된 대기

자문과 관련된 대기

환자 또는 

가족에 관련

된 대기

치료 팀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나 입원한 환자

환자나 가족이 시술/ 치료에 대한 결정을 못 내려서 발생한 대기

환자가 검사, 시술 및 치료를 거절한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상태가 안정된 말기 질병 환자를 인도

주의적 이유로 병원에 두는 경우

환자 퇴원 준비가 되어 있으나 환자가 가족 때문에 발생한 대기

관리과정과 

관련된 대기

본원 내 다른 과/병동의 병상을 구하기 위한 대기

외부 병원/ 병상을 구할 수 없어서 발생한 대기

주말이라 퇴원수속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대기

의학적으로 정당화되는 진료 행위가 없는 퇴원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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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의 질 지표(Quality Indicatiors)

진료의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유럽, 호주 등에서 널리 쓰

이고 있는 방법이다. 질 평가의 접근법에 의한 구분으로는 일부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고 일부는 결과(outcome)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병원용 임상지표(hospital-wide medical indicatiors)

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Trauma(과정): 다음 표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환자가 도착한 시간 이

후 정해진 시간 안에 의사가 보지 않은 환자의 비율을 지표로 사용한

다.

② Hospital Re-admission(결과): 첫 번째 입원과 동일한 질환, 관련 질

환,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퇴원 후 28일 이내에 계획 되지 않은 재입

원(unplanned re-admission)을 하는 환자의 비율(사립병원 적정 기준: 

2% 이내)

③ Return to Operating Room(결과): 수술실에서 수술/처치를 받은 환

자 중 동일한 입원기간 내에 계획되지 않은 재 수술/처치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사립병원 적정 기준: 1.5% 이내)

④- 병원감염(결과): 수술 환자 중 수술 후 5일 혹은 그 이후에 창상감염

의 증거가 있는 환자의 비율(적정 기준: clean surgery 3% 이내, 

contaminated surgery 5% 이내)

⑤ 재원일(과정): 상위 20개 입원 이유 중 지역 평균 재원일보다 25% 이

상 재원일이 긴 입원 이유의 비율(적정수준: 미정)(김 창엽, 1994)

김 혜숙등(2001)은 의료의 질 평가의 3가지 측면 즉 구조, 과정,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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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요소 중 결과에 해당하는 질 지표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12가지를 

설정하여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질을 결정짓는 규칙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이때 사용한 12가지 변수는 병원감염(호흡기계 감염, 비뇨기계 감염, 혈류

감염), 수술창상 감염, 입원환자 사망, 신생아 사망, 계획되지 않은 입원, 계

획되지 않은 중환자실 재입실, 계획되지 않은 수술실 재입실, 마취합병증, 

수혈오류, 욕창성 궤양, 투약 오류, 낙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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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이 연구는 서울 소재 약 800병상 규모의 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

다.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원시모형을 개발한 후 연구대상기관에서 2004

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척추후궁절제를 포함하는 추간판제거술 또는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해당기관에서 개발한 척추후궁절제술 CP 

적용환자 23명에게 동 시스템을 시법적용 후 같은 기간 동안 동일 수술을 

받았으나 CP를 적용받지 않은 22명의 환자와의 진료비용을 비교하고, CP

적용군에 대해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이용도 관리 및 

질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아울러 CP 및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경외과 의사 9명, 간호사 33명, 이비인후과 의사 9명, 간호사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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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틀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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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가.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원시 모형 개발

1)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분석

2002년8월부터 2003년4월까지 재원 중 심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

인 3개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우선 재원 중 심사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연구대상기관의 보험심사간호사의 업무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

로 보험심사간호사들의 재원 중 심사활동을 분석하 다. 아울러 해당 기관 

적정진료관리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질 관리 활동을 분석하 다. 시스템 분

석방법으로는 과정 지향 기법인 구조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즉 직사각형, 원, 이중선, 화살표 등의 기호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활동적인 

구성요소( Process, Data Flow, Data Store, Terminator) 및 그들 간의 연관

관계를 모형 화하는 구조적 분석기법인 자료흐름도 (DFD: Data Flow 

Diagram)와 프로그램의 하향식 구조를 나타내는 계층도(hierarchy chart) 

및 계층도에 나타난 각 기능의 입. 출력 및 처리과정을 명세 화하는 개괄 

도표(overview diagram)로 이루어진 계층적 분석(HIPO)을 사용하 다.

2)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설계

구조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원환자 사례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듈을 설

계하 다. 모듈은 크게 2가지로 설계하 다. 첫째는 이용도 관리 모듈로 이

를 통해 재원 중 심사, 재원일수 관리, 질 지표 분석, CP 변이분석, 삭감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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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두 번째는 CP 마스터 모듈로 이를 통해 

CP의 입력과 수정,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3)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의 개발

시스템 개발도구로는 Microsoft사에서 개발한 Visual Basic 6.0과 Ms 

Access를 사용하 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은 초기시스템을 우선 개발하여 

사용해보고 수정사항을 계속 반 하는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적용하 다. 시

스템에 적용되는 자료의 수집은 전날 실행된 처방에 대하여 다음날 아침에 

Ms SQL Server2000 Enterprise Edition을 이용하여 MDB 파일로 전환한 후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사용해 보았다.

나.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적용 및 평가

1)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적용

2004년 4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해당기관에서 단순척추후궁절제술 CP

를 적용받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보험

심사간호사 1인이 실제 재원 중 사례관리를 실시하 다. 보험심사간호사의 

사례관리 활동 내용은 재원환자 중에서 CP 대상자 확인, CP 변이발생 관

찰 및 보고서 작성, 부적절 재원사유 확인 및 보고서 작성, 질 지표 감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재원 중 심사 즉 이용도관리를 실시하면서 시행하

다. 변이발생시 사유의 확인은 연구대상 기관의 재원 중 심사프로그램에 연

결되어 있는 OCS메시지 송수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료진과 의사소통 하

거나 각종 검사결과지 조회, 의료진과의 유선전화 및 병동으로 직접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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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 다.

2)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평가

가) CP적용군과 CP비적용군의 비교

(1) 용어정의

연구대상기관에서 CP 해당 수술로 정의한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에서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진료비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을 다음

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 다.

① CP적용군: 해당 진료 과에서 CP적용 환자로 선택한 환자로 CP 

변이 발생이 없거나 변이 이후에 다시 CP 경로대로 따르기로 의

사가 결정한 환자

② CP비적용군: 해당 진료 과에서 동일수술을 받은 환자 중 CP 적용

환자로 선택하지 않은 환자 및 CP적용환자로 선택 후 급여항목

에서 CP 변이발생이 커서 해당 과에서 CP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고 결정한 환자.

(2) 일반적 특성 및 의료의 질 지표 분석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x
2
-검정을 실시하 다. 또 김 혜숙등(2001)이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질을 결정짓는 규칙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

했던 12가지 질 지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스템 내 질 지표 분석 보고서

를 이용하여 CP적용군은 재원 중에 CP비적용군은 의무기록을 이용한 후향

조사를 통하여 질 지표 발생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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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비용 비교

(가) CP 표준 진료비용과의 비교

먼저 연구대상기관에서 개발했던 단순 척추후궁절제술 CP의 표준 진료

비용을 급여진료비에 한해 항목1)별로 산출하여 이를 CP적용군의 급여진료

비용과 CP비적용군의 급여 진료비용과의 차이를 비교하 다. 이를 수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CP 표준 진료비용 - CP적용군 진료비용

② CP 표준 진료비용 - CP비적용군 진료비용

CP 표준 진료비용을 급여진료비로 제한하여 산출한 이유는 수익증대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이를 제한 할 

필요가 없었고 이로 인한 재원일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표적 비급

여 항목인 MRI등의 경우 해당기관의 MRI 예약현황에 따라야 하므로 외래 

진료 시 반드시 촬 하고 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입원 후 촬

하 기 때문이다. 해당기관의 경우 검사부분에서는 이러한 예외사항이 많이 

발생되므로 입원당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1일에서 2일 동안 미비 검사의 준

비가 완료된 후 수술 전 처방에서부터 약속처방으로 등록된 CP를 적용하

고 있었다. 더욱이 해당병원의 경우 최근 고객만족을 위하여 외래 진료 후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면서 바로 환자를 입원시켜서 환자가 수술로 인해 

의료기관을 두 번 내원할 필요 없이 한번 방문에 진료에서부터 수술까지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 기에 이 논문에서는 수술 전 

검사 또한 표준 진료비용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적용군중에서 

1) 항목은 이 논문에서는 해당기관의 영수증 항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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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검사를 이번 입원중 시행한 환자수를 살펴보면 총 26명 가운데 척

추전산화 단층촬 을 입원 중에 시행한 환자수가 17명, 혈액학적 검사 시행

환자수가 19명, 소변검사 시행환자수가 19명, 흉부방사선촬  18명으로 총 

CP적용환자의 65~70%에 달했다. 약제에서 마취와 관련되는 주사제인 리

코피로레이트주사(0.2mg/A), 미다졸람주사(5mg/A), 펜토탈소디움주사

(0.5g/V), 포폴주사(120mg/A), 노큐론주사(4mg/V), 에스메론주사(50mg/V), 

펜타스판주사(10% 500ml/BTL), 구연산펜타닐주사(0.1mg/A), 타라신주사

(30mg/A), 산소는 진료 과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취를 위한 전 투

약, 마취 중이나 마취 후에 환자상태에 따른 투약으로 이는 마취과에서 별

도 처방하도록 되어있고, 마취비용 또한 마취시간에 따라 진료비용이 상이

하여 표준화가 어려우며 이러한 마취 관련 비용의 경우 해당과 CP 제작시 

고려하지 않았기에 제외하 다. 척추후궁절제를 포함하는 추간판제거술, 

457054원과 척추후궁절제술, 417300원이 보험가는 다르나 동일한 CP를 적

용하고 있어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하 다. 환자의 통증 호소

시 필요시 마다 주도록 되어있는 진통소염제인 트리돌주사(50mg/ml/A)와 

디크놀주사(90mg/3ml/A)는 환자마다 필요량이 상이하므로 비용의 표준화

가 어려워 제외하 다. 이렇게 하여 산출한 단순 척추후궁절제술의 CP의 

각 항목별 표준급여 진료비용은 표 3과 같다. 산출한 CP 표준 진료비용과 

CP적용군의 진료비 및 CP비적용군의 진료비의 차이를 각각 산출한 후 CP

적용군 비적용군에 대한 평균을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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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료에는 투약행위료가 포함되어 있음

(나) CP적용군과 CP비적용군의 항목별 급여 진료비용 비교

CP적용군 비적용군의 항목별 급여 진료비용을 SPSS 12.0을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다)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재원기간 비교

CP적용군 비적용군에 대하여 재원기간과 수술 후 재원기간에 대하여 

표 3. CP 각 항목별 표준급여 진료비용

항목명 금액(원)

 

입원료(7일) 260,470

이학요법료 1,240 

검사료 115,489 

방사선료 39,370 

약제료* 210,487 

처치료 8,020 

재료대 8,300 

전산화단층촬 136,256 

초진 및 재진료 -

혈액대 -

특수검사료 -

병리조직검사료 -

동위원소검사료 -

특수 상진단료 -

계 779,632



- 30 -

SPSS 12.0을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아울러 CP적용군은 사례관리 

시스템 내 보고서를 이용하여 부적절 재원일이 발생하 을 때 부적절 재원

일수에 대한 사유를 조사하고 이를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라) CP 변이사유 분석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CP마스터에 척추후궁절제술 CP의 표준 처

방내역을 등록한 후 재원 중 사례관리를 하면서 표준 CP 진료내역에서 제

외된 처방내역이 시스템 내로 들어오게 되면 제외된 처방내역은 회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사례관리자가 CP변이사유 구분을 체크하고 상세 사유

를 시스템 내에 있는 보고서에 작성하 으며 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나) 설문조사

신경외과 및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2004년 5월15일부터 5월25

일까CP 적용 및 사례관리 시스템 활용성 평가를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해당기관에서 CP를 운 중인 신경외과 의료진 및 운 준비중인 이비

인후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CP의 적용이 의료진에게 미치는 향을 조사하

고 개발된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분석 정보의 필요성 및 요구 도

를 설문조사하 다. 이 중 이비인후과의 경우 최근 CP를 개발하 고 적용 

예정이므로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의사 및 간호사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의사를 교수 및 전공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교수, 전공의, 간호사 세 집단을 대상으로 기술통계량 및 Kruskal-Wallis 검

정,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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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5점 척도 또는 3점 척도를 적용하

으나 이중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중 하나를 선택한 후 만족을 선택한 

군은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하고 불만족을 선택한 군

은 불만족 항목을 모두 선택하게 하고 기타를 선택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 다. 이 설문의 문항은 Devora Kirkley등(2003)이 임상정보시스템 평가

를 위해 제안한 체크리스트를 참고로 연구대상 기관의 현황에 맞게 개발하

다. 설문의 범주와 문항 및 측정방법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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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설문 문항과 측정방법

설문 범주와 문항 측정방법/측정척도

3점 척도

(잘 알고 있다, 조금 안다, 모른다)

인식도

    표준화 진료지침 인식도

    사례관리 인식도

    질 지표 인식도

CP의 의사결정지원기능

   재원 중 질 지표관리 필요성 5점 척도로 만족으로 표시한 경우 선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재원일수 분석 필요성

   변이사유 분석 필요성

   보고서의 의사결정지원 여부

CP의 적용 견해

   만족여부 2점 척도(만족, 불만족)

      처방간편

5점 척도로 만족으로 표시한 경우 선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치료 집중

      추가처방 감소

      퇴원계획 용이

      환자교육 용이

      팀워크향상

      신규교육 용이

      진료과 운  효율적

      처방불편

불만족으로 표시한 경우 제시된 항목 중 

해당 항목 모주 선택

기타를 표시한 경우 기타내용을 기재

      별도 기록작성

      별도 전산체크

      진료자율권 침해

      진료위축

      기타

 

   CP전산화 요구도

3점 척도

(잘 알고있다, 조금 안다, 모른다)

      CP직원용 기록지

      입원계획표

      간호기록지

      CP마스터

      수술기록지

시스템 내 기능의 필요성

  CP자동화 필요성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보고서 필요성

  삭감항목관리필요성

  통계보고서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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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원시모형 개발

가. 사례관리업무 분석

연구대상기관은 일부 수술 및 고가약제에 대하여 재원 중 심사를 하다

가  타 기관 벤치마킹 및 보험심사 업무 분석을 토대로 개발한 재원 중 심

사 시스템을 2004년 3월부터 일반 환자를 제외한 전체 환자에게 도입하여 

실시중이다. 따라서 벤치마킹기관 및 해당기관 보험과 에서의 사례관리 업

무를 살펴보면 보험심사간호사가 재원 중 자원의 이용도를 평가하고 관리

하는 이용도 관리를 주로 실시하고 있었다. 또 연구대상기관의 경우 CP 개

발 시 개발팀에 보험심사간호사가 참여 중이었으며 진단 및 시술에 따른 

CP의 내용이 보험청구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예상 진료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었다. 

한편 적정진료관리팀에서는 질 지표관리 활동으로 퇴원환자의 의무기록

을 통해 계획에 없던 재 입원, 재 수술을 분석하고 있었고 감염간호사가 감

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었다. CP 개발에 대하여는 적정진

료관리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었다. 감염을 감시하기위한 프로그램은 존

재하 으나 그 외 질 지표관리를 위한 전산화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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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CP개발 시 개발자이며 개발된 CP를 처방전달시스템에 약속처방

으로 등록하여 CP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었으며 병동간호사는 의사가 환자

를 CP대상자로 결정하면 이를 전산에 등록하 고 CP 진행여부를 종이로 

된 CP 시트에 체크하고 있었으며 CP 진행여부를 관찰하다가 CP가 변하게 

되면 CP취소를 전산에 등록하고 있었다. 표 5는 연구대상기관에서의 각 부

서별 사례관리업무 분석을 요약한 것이다.

표 5. 사례관리 업무분석

구분 역할

보험과
 재원 중 심사(이용도 관리)

 CP개발 시 비용 분석

적정진료팀

 질 지표관리

 감염관리

 CP 개발 총괄 관리

의사
 CP 의사 처방 주 개발자

 CP 약속처방 등록 및 진행

간호사

 CP 간호 처치 주 개발자

 CP 대상자 전산등록

 CP 직원용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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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중 사례관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1) 구조적 분석방법에 의한 시스템 분석

가) 배경도 및 자료 흐름도

연구대상기관의 현재의 사례관리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자료의 배경도 및 흐름 도를 작성하 다. 

사례관리가 재원 중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동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ng System, OCS)의 처방내역이 바로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

템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례관리활동을 

한 후 그 정보를 시스템에 전달하여 원무과 및 OCS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자료 배경 도로써 그림 3과 같이 설계하 다.

그림 3.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배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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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은 환자 재원 중의 정보와 직접 연결되게 되므

로 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실제 환자에 대한 각종 처방이 이

루어지고 있는 병동처방전달 시스템, 수술실처방 전달시스템과 연결되며 환

자 입원시점부터 원무과에서 등록한 입원정보가 바로 전달됨으로써 사례관

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례관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퇴원시점에서 퇴원승인정보를 원무과에 전달한 이후의 환자의 정보는 퇴원 

후 관리 및 통계로 전달되고 여기서 사례관리 시행 시 작성하 던 보고서 

및 통계 등의 요약정보와 보험청구등 사후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하 다(그림 4).

그림 4.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흐름도(Lev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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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에는 의료이용도 관리와 CP 관리의 두 가지 

하위 시스템을 설계하 다. 다음은 의료이용도 관리의 하위 흐름도 이다. 

병동 및 수술실에서의 처방 실시 후  발생된 항목별 진료비 데이터와 환자 

데이터들은 시스템 내 재원일수관리 및 CP변이분석을 거쳐 재원 중 심사

로 모이게 되며 여기서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활동을 한 후의 데이터는 원

무과, 적정진료관리실, 병동 등으로 정보가 전달되며 퇴원 후 관리로 심사

데이터가 전송된다(그림 5).

그림 5.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의료 이용도 관리 흐름도(Level 2)



- 38 -

다음은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에 있는 CP 관리의 하위흐름도이다.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에는 CP를 생성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생성된 CP는 재원 중 심사 화면에서 CP대상 환자들의 처방 내역이 

변이되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등록된 CP에 대한 

리스트 조회 화면은 현재 재원 중인 CP대상 환자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그림 6).

그림 6.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CP 관리 하위 흐름도(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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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중 사례관리 시스템의 HIPO

다음은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시스템 분석을 하기 위해 자료의 

입력, 과정, 출력을 HIPO로 작성하 다. 의료이용도 관리의 HIPO는 재원 

중 심사, 재원일수관리, 삭감항목관리, CP변이분석, 질 지표관리로 구성되

어있는 통합된 사례관리 모형으로 한 화면 내에서 모든 사례관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그림 7).

그림 7. 의료이용도 관리의 H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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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스템 내에서 CP를 입력, 수정, 삭제하고 재원 중 ,CP등록 환자의 

조회 및 CP 처방인지 여부를 재원 중 심사에서 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CP 관리의 HIPO는 다음과 같다(그림 8).

그림 8. CP관리의 HIPO



- 41 -

다. 시스템 화면 구성

1) 이용도 관리

가) 관리대상자 조회

관리대상자 조회화면으로 상단에서 조회 대상을 선택 할 수 있다. 각 진

료과별, 의사별로 환자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좌측에는 

진료과 리스트를 보여주며 각 진료과별 환자수 및 심사율을 보여준다. 진료

과 선택시 선택된 진료과에 해당하는 환자 리스트를 오른쪽에 보여주고 환

자리스트에서는 퇴원예고환자, 주의 심사환자, CP변이 환자 순으로 색이 

변경되어 보여진다(그림 9).

그림 9. 관리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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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 중 심사화면

관리대상자 조회화면에서 환자를 선택한 후 더블클릭하면 재원 중 심사

화면으로 전환된다. 상단에는 환자의 기본정보가 보이고 중심부에 재원일

수, 진료비항목, 급여/비급여 구분별로 환자처방을 조회할 수 있다. 환자와 

관련된 각종 내용은 우측 버튼을 클릭 함으로써 처방외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단에는 환자의 처방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곳으로 변경 사항

이 있는 처방에 대해 급여/비급여, 1일 처방횟수, 1회 처방 량을 변경할 수 

있다. NONCP, 삭감예상, NONCP/삭감예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가운데 

색 구분 별로 해당되는 처방에 색이 변경되어 보여진다(그림 10).

그림 10. 재원 중 심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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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일수 관리 화면

재원 중 심사 화면에서 재원일수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보여지는 화면

이며 환자의 재원일수를 확인하고 적절한 재원인지 부적절한 재원인지를 

확인하여 부적절 재원일 경우 부적절 재원사유를 입력할 수 있고 해당 문

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전달되도록 하는 화면이다. 

시스템 내의 부적절 재원 사유의 각 항목은 Selker 등(1989)이 부적절한 재

원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한 Delay tool을 김 창엽(1994)이 

국내 적용을 위하여 일부 수정한 내용을 사용하 다(그림 11과 그림 12). 

그림 11. 재원일수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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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재원일수 관리 보고서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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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P 변이사유 분석 화면

CP변이발생시 변이사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며 변이 사유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13).

그림 13. CP 변이사유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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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삭감 항목 관리 화면

삭감대상이 대는 항목들에 대해서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처방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도중 과잉 처방항목들을 확인하여 삭

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화면이다. 검색창에서 수가코드, 수가명으로 처

방항목을 검색하여 선택한 후 상병코드, 나이, 수량에 대하여 처방을 제한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삭감 항목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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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질 지표 분석 화면

재원 중 사례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질 측정 지표를 뱔견했을 때 

이를 등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할 수 다(그림 15).

그림 15 질 지표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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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 관리

CP 리스트 조회 및 생성, 처방별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이다. 우선 개

발된 CP에 대해 상병코드를 검색하여 상병코드를 등록한 후 CP명을 입력

하고 생성일을 선택하여 적용유무를 판단 후 적용을 할 경우 적용여부를 

체크하고 적용일을 선택한 후 생성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적인 CP가 생성된

다. 그 다음 관리자를 추가하고 좌측의 항목을 선택하면 항목에 관련된 처

방 리스트가 보여지며 관련 처방 List에서 CP에 들어가는 내용을 더블클릭

하면 우측에 입력후 1일 횟수와 1회 처방량을 결정한 후 CP 처방 저장 버

튼을 클릭하면 CP처방이 저장된다(그림 16).

그림 16 CP 관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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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적용 및 평가

가. CP적용군 및 비적용군의 비교 분석

1) 일반적 특성 비교

적용군의 연령은 20~29세 7명(30.4%), 30~39세 3명(13.0%), 40~49세 7명

(30.4%), 50~59세 2명(8.7%), 60세상 4명(17.4%)이었으며 주치의는 주치의 A

의 진료가 8명(34.8%), B 6명(26.1%), C 6명(26.1%), D 3명(13.0%)이었다. 입

원경로는 응급실 2명(8.7%), 외래 21명(91.3%)으로 대부분 외래를 통하여 입

원하 으며 성별은 남 18명(78.3%), 여 5명 (21.7%)으로 남자가 많았다.

비적용군의 연령은 19세 이하 1명(4.5%), 20~29세 5명(22.7%), 30~39세 5

명(22.7%), 40~49세 3명(13.6%), 50~59세 3명(13.6%), 60세상 5명(22.7%)이었

으며 주치의는 주치의 A의 진료가 7명(31.8%), B 3명(13.6%), C 10명

(45.5%), E 2명(9.1%)이었다. 입원경로는 응급실 6명(27.3%), 외래 16명

(72.7%)이었으며 성별은 남 12명(54.5%), 여 10명 (45.5%)이었다. 두 집단간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x
2
-검정을 통해 비교해본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없었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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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반적 특성 비교

특성  구분 
적용군 (n=23) 비적용군 (n=22) 총계 

x2 p값
명 (%) 명 (%) 명 (%)
  (

연령 19세 이하 1 (4.5) 1 2.2) 3.72 .59

 20~29세 7 (30.4) 5 (22.7) 12 (26.7)

 30~39세 3 (13.0) 5 (22.7) 8 (17.8)

 40~49세 7 (30.4) 3 (13.6) 10 (22.2)

 50~59세 2 (8.7) 3 (13.6) 5 (11.1)

 60세 이상 4 (17.4) 5 (22.7) 9 (20.0)

주치의 A 8 (34.8) 7 (31.8) 15 (33.3) 7.05 .13

 B 6 (26.1) 3 (13.6) 9 (20.0)

 C 6 (26.1) 10 (45.5) 16 (35.6)

 D 3 (13.0)   3 (6.7)

 E   2 (9.1) 2 (4.4)

입원경로 응급실 2 (8.7) 6 (27.3) 8 (17.8) 2.66 .14

 외래 21 (91.3) 16 (72.7) 37 (82.2)

성별 남 18 (78.3) 12 (54.5) 30 (66.7) 2.85 .12

 여 5 (21.7) 10 (45.5) 15 (33.3)

 

합 23 (100.0) 22 (100.0) 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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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의 질 지표 분석

적용군 23명의 경우 12가지 의료의 질 지표 발생 여부를 관찰하 으나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비적용군 22명의 경우  계획에 없던 재 수술 1건

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재 수술 사유는 화학적 디스크용해 술을 하

기 위해 수술실 입실하 다가 주입된 조 제 누출 소견 있어 해당 수술의 

적응증이 안되어 다음날 요추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다(표 7 ).

표 7. 의료의 질 지표 분석 결과

질 지표 적용군(명) 비적용군(명) 발생 세부 사유

원내 감염

   - 혈류감염

   - 호흡기계 감염

   - 비뇨기계 감염

- -

수술창상 감염 - -

입원환자 사망 - -

신생아 사망 - -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 -

계획되지 않은 중환자실 재입실 - -

계획되지 않은 수술실 재입실 - 1 화학적 디스크 용해술 실패

마취 합병증 - -

수혈오류 - -

욕창성궤앙 - -

투약오류 - -

낙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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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비용비교

가) CP 표준급여 진료비용과의 차이 비교

CP적용군 및 비적용군에 대하여  개발된 CP표준급여 진료비용과의 차

이를 비교한 결과 방사선료에 대한 차이 평균이 적용군은 -18931.1원, 비적

용군은 -43146.9원으로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3). 약제료에 대한 차이 평균은 적용군이 -22483.0원, 비적용군이 

-96621.1원으로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1). 각 항목에 대한 총진료비 차이 평균은 적용군이 189814.5원, 비적

용군이 27762.8원으로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2). 그 외 항목들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

었다. 그러나 진료비용 비교시 표준 진료비용과의 차이에 대한 평균이 통계

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적용군에서 CP표준 진료비

용과의 차이가 양의 값으로 나온 항목이 있었다. 이는 검사료(11742.4원), 

전산화단층촬 (46885.8원), 이학요법료(153.7원) 으며 금액이 소액인 이학

요법료를 제외한 검사료와 전산화단층촬 이 양의 값이 나온 사유를 알아

보기 위해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검사료의 경우 

수술 전 검사를 외래에서 시행 후 내원하여 입원에서 발생하지 않은 환자

수가 적용군 총 23명중 9명이 발생하 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전산화단층촬 의 경우 CP적용군 23명중 6명의 환자가 외래에서 촬  후 

내원하 기에 입원 후에는 전산화단층촬 에 대한 진료비용이 발생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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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상수=45명

표 8. 항목별 CP 표준급여 진료비용과의 차이   (단위:원)

구분
적용군(n=23) 비적용군(n=22)

t값 p값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입원료 -52416.0 ± 111437.3 -67485.5 ± 167729.1 .36 .72

이학요법료 153.7 ± 1490.3 31.0 ± 2433.9 .21 .84

검사료 11742.4 ± 55009.5 -1587.7 ± 88532.0 .61 .55

방사선료 -18931.1 ± 30321.6 -43146.9 ± 40115.7 2.29 .03

약제료 -22483.0 ± 66969.0 -96621.1 ± 116185.8 2.61 .01

처치료 -32140.4 ± 16307.6 -36941.1 ± 20149.6 .88 .38

재료 대 -7076.1 ± 10339.5 -4218.7 ± 6506.8 -1.12 .27

전산화단층촬 46885.8 ± 66776.9 17515.6 ± 48413.9 1.70 .10

진찰료 -7583.5 ± 8545.2 -8632.7 ± 8543.2 .41 .68

특수검사 -34468.7 ± 37881.7 -30306.6 ± 51781.1 -.31 .76

혈액 대 -3127.6 ± 14999.3 -  - -1.00 .33

병리조직검사 -3627.0 ± 9575.4 -2527.9 ± 8182.2 -.41 .68

핵의학검사 - - -21098.4 ± 98960.3 1.00 .33

특수 상진단 - - -5672.7 ± 18360.9 1.45 .16

총 진료비 189814.5 ± 142580.3 27262.8 ± 270762.8 2.5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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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목별 진료비용 비교

CP적용군  및 비적용군에 대하여 각 항목별 진료비용을 비교한 결과 방

사선료의 경우 적용군의 평균진료비용은 58301.2원, 비적용군의 평균진료비

용은 82516.9원으로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3). 약제료의 경우 적용군의 평균진료비용은 232970.0원, 비적용군의 

평균진료비용은 307108.1원으로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p=.01). 총진료비의 경우 적용군의 평균진료비용은 589817.5원, 

비적용군의 평균진료비용은 752369.2원으로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2). 그 외 항목들은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CP적용군 CP비적용군의 각 항목별 진료비용 평균을 비교해 보면 CP적

용군의 진료비용이 더 높게 나온 항목은 재료 대, 특수검사, 혈액 대 이었

고 CP비적용군이 더 높게 나온 항목은 입원료, 이학요법료, 검사료, 방사선

료, 약제료, 처치료, 전산화단층촬 , 진찰료, 병리조직검사, 핵의학검사, 특

수 상진단이었다.  재료 대 항으로 발생된 수가 항목은 수술시 사용하는 

봉합사와 배액용기 으며 이는 수술실에서의 환자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CP 개발 시에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항목이다.

특수검사는 폐기능검사, 심장관련검사, 안과 기능검사, 근전도 및 신경전

도 검사들로 이는 기존의 기왕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수술 전 시행하

거나 혹은 수술 후 이상증세 호소하여 시행하 지만 CP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아 의료진이 CP 계속 시행 환자로 구분하 던 경우 다.

핵의학 검사와 특수 상진단의 경우 CP적용군에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진료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CP비적용군에서 핵의학검사 1명,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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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단 2명이 발생되었기에 비교군 이 없어 p값이 발생하지 않았다(표 9).

* 총 대상수=45명

표 9. 항목별 진료비용 비교  (단위: 원)

구분
적용군 비적용군

t값 p값
N 평균 ± 표준편차 N 평균 ± 표준편차 

입원료 23 312886.1 ± 111437.3 22 327955.5 ± 167729.1 -.36 .72

이학요법료 14 1784.7 ±   1554.5 7 3799.7 ± 3041.3 -2.04 .06

검사료 23 103746.7 ±  55009.5 22 117076.7 ± 88532.0 -.61 .55

방사선료 23 58301.2 ±  30321.6 22 82516.9 ± 40116.0 -2.29 .03

약제료 23 232970.0 ±  66969.0 22 307108.2 ± 116185.8 -2.61 .01

처치료 23 40160.4 ±  16307.6 22 44961.1 ± 20149.6 -.88 .38

재료 대 23 15376.1 ±  10339.5 22 12518.7 ± 6506.8 1.12 .27

전산화단층촬 15 137034.3 ±   3014.2 19 137489.0 ± 3693.1 -.39 .70

진찰료 14 12458.6 ±   7626.5 13 14609.2 ± 5756.7 -.82 .42

특수검사 23 34468.7 ±  37881.7 21 31749.7 ± 52604.6 .20 .84

혈액 대 2 35967.0 ±  50865.0 3 .00 ± .00 1.34 .27

병리조직검사 3 27807.0 ±      .0 2 27807.0 ± .00 .0 .0

핵의학검사 0  0.0 .0 1 464165.0 .0. 0 .0

특수 상진단 0  0.0  .0 2 62400.0 ± .00 .0 .0

총진료비 23 589817.5 ± 142580.3 22 752369.2 ± 270762.8 -2.5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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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기간 분석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재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적용군의 평균재원일수

는 9.26일, 비적용군의 평균재원일수는 9.73일로 적용군의 재원일수가 적었

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69). CP적용군 비적용군의 수술 

후 재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적용군의 평균 수술 후 재원일수는 6.52일, 비

적용군의 평균 수술 후 재원일수는 6.95일 로 적용군의 수술 후 재원일수가 

적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68)(표 10).

* 총 대상수=45명

표 10. 재원기간 분석 결과    (단위: 일)

구분
적용군(n=23) 비적용군(n=22)

t값 p값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재원일수 9.26 ± 3.00 9.73 ± 4.67 -.40 .69

수술 후 재원일수 6.52 ± 2.81 6.95 ± 3.98 -.4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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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절 재원사유 분석

보험심사간호사가 CP적용 건에 대하여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재

원일수관리 모듈을 이용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면서 이를 통해 부적절재원

사유를 조사하 다. CP적용군 총 23명에 대한 재원일수는 표 11과 같다. 

따라서 이중 CP 표준재원기간인 8일을 초과한 환자 수는 13명이었다.

 * 총 대상수=23명

이들의 장기재원사유를 파악한 결과 부적절 재원사유는 4명의 환자에게

서 5건이  발생되었으며 그 외 9명은 모두 환자상태변화로 인한 장기재원

으로 확인되었다(표 12).

* 총 대상수=13명

표 11. CP적용군 재원기간

재원일수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6일 17일

인원(명) 1 1 1 2 5 4 3 3 1 1 1

표 12. 표준재원일수 초과 사유

구분 사유 세부사유 건수

부적절 

재원사유

수술지연 수술 전 검사 미 시행 1

검사결과 획득의 대기 연휴 및 주말로 인한 검사결과 지연 1

두 가지 이상의 검사결과를 동시에 대기 1

연휴 및 주말에 의한 

행정처리 불가

주말입원으로 인한 임상서비스 지연 1

환자가 검사 시술 및 

치료 거절

환자/가족관련 문제, 1

장기재원 

사유
악화된 환자 상태 통증, 호흡기장애, 소화기장애, 창상열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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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ＣＰ변이사유 분석

입원 초기 CP대상으로 구분된 환자는 총 27명으로 이중 4명은 입원2~3

일후 CP변이로 더 이상 CP 처방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CP로의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의료진 측에서 의사 결정하 기에 CP비적용군으로 

포함시켰으며 CP 변이 종합분석에서도 제외하 다. 이 4명의 CP 변이 사

유는 환자/가족 관련문제 2명(심전도상 협심증 1명, 간 효소 수치 증가 1

명), 의료진관련 문제 2명(항생제 1종추가)이었다. 따라서 분석은 CP적용군 

23명을 대상으로 하 다. CP 표준 진료비용에 구분한 처방내역외의 시행처

방으로 CP변이가 발생된 환자는 CP적용군 23명 전부가 변이가 발생하 으

며 변이 발생한 처방건수는 총183건이었다. 

시스템 내 변이사유 분석 보고서에는 변이구분이 병원/시스템관련 문제, 

의료인관련 문제, 환자/가족관련 문제, 지역사회관련 문제로 구분되어 있

다. 이번 연구대상 환자 중에는 병원/시스템관련문제, 지역사회관련 문제로 

변이가 발생된 건은 없었다. 의료인관련 문제는 총 25건(13.7%)이 발생되었

고 환자/가족관련 문제는 총 158건(86.3%)이 발생되었다. 의료인관련 문제

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변이사유는 의사의 처방으로 14건(7.7%)이었고 환

자/가족관련 문제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았던 변이사유는 합병증-특정질환

으로 83건(45.4%)이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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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건수(%)=25(13.7), **총 건수(%)=158(86.3), *** 총 대상수=23명.

항목별 변이구분별 변이사유별 빈도를 살펴보면 변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약제료로 183건 중 총80건(43.7%)이었고 그 다음으로 검사료 59건

(32.2%)으로 이 두 항목이 전체 변이 항목의 76%를 점유하고 있었다(표 14).

* 총 건수(%)=25(13.7), **총 건수(%)=158(86.3) *** 총 대상수=23명.

표 13. 변이구분별 변이사유별 빈도(%)

변이구분 변이사유 건수(%)

의료인관련 문제* 처방 14(7.7)

처치 및 중재시술 11(6.0)

환자/가족관련 문제** 합병증-특정질환 83(45.4)

통증 44(24.0)

기대되는/확인된 감염 15(8.2)

기타 8(4.4)

위 장 계 문제 (구토/오심 등) 7(3.8)

합병증-감염 1(0.6)

계(%) 183(100.0)

표 14. 항목별 변이구분별 변이사유별 빈도    

변이구분/사유

항목

건수(%)

약제료 검사료 처치료
특수 

검사료
진찰료 재료대

방사선

료
혈액대

의료인관련문제*

  처방 14 14 (7.7)

  처치 및 중재시술 1 5 5 11 (6.0)

환자가족관련문제**

  합병증-특정질환 15 44 11 8 4 1 83(45.4)

  통증 41 1 2 44(24.0)

  기대/확인된 감염 15 15 (8.2)

  기타 5 2 1 8 (4.4)

  위장계문제

   (구토/오심)
7 7 (3.8)

  합병증-감염 1 1 (0.5)

계(%) 80(43.7) 59(32.2) 16(8.7) 13(7.1) 6(3.3) 5(2.7) 3(1.6) 1(0.5) 18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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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심사간호사가 시스템 내에 있는 CP 변

이분석보고서에 변이구분 및 변이사유를 입력 후 세부 내용을 보고서에 입

력하 다. 이를 수정 정리하여 변이구분별 변이사유별 변이보고별 빈도를 

나타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정리한 결과는 부록 2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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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건수(%)=25(13.7), **총 건수(%)=158(86.3) *** 총 대상수=23명.

표 15. 변이구분별 변이사유별 변이보고별 빈도

변이구분 변이사유 변이보고 건수(%)

의료인관련 문제*

처방 추가처방 14(7.7)

처치 및 중재시술 배액관 삽입 10(5.5)

항생제1종추가 1(0.5)

환자/가족관련 문제**

합병증-특정질환

비출혈 16(8.7)

혈액검사이상 12(6.6)

심전도이상 12(6.6)

배뇨장애 12(6.6)

흉부검사이상 10(5.5)

당뇨병기왕력 5(2.7)

하지약화 4(2.2)

메니에르기왕력 3(1.6)

심장질환진단 3(1.6)

피부질환 3(1.6)

골다공증기왕력 2(1.1)

간기능장애 1(0.5)

통증

통증 22(12.0)

복부불편감 13(7.1)

불면증 5(2.7)

객담배출곤란 2(1.1)

흉통 1(0.5)

인후통 1(0.5)

기대되는

/확인된 감염
기침, 감기

15

(8.2)

기타

시력장애호소 6(3.3)

외부병원CT판독 1(0.5)

보조기 1(0.5)

위장계 문제

   (구토/오심등)
구토/오심 7(3.8)

합병증-감염 항생제1종추가 1(0.5)

계(%) 18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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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P 적용 및 사례관리 시스템 활용성 평가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조사 인원은 53명이었으며  이중 의사는 18명(34%), 간호사는 35명

(66%)이었다. 의사 중 교수는 9명(17%), 전공의 9명(17%)이었으며 간호사는 

35명(66%)명이었다. 이들의 연령, 역할, 부서, 경력을 조사한 결과 부서의 

경우 의사는 신경외과 9명(17%), 이비인후과 9명(17%)으로 동일하 으나 간

호사의 경우는 신경외과 병동 근무 간호사가 33명(62.3%), 이비인후과 병동 

근무 간호사가 2명(3.8%)이었다. 이비인후과 병동 근무 간호사수가 적은 이

유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최근 CP를 개발하 고 아직 운 되지 않고 있으

므로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2명의 간호사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 기 때

문이다. 경력은 5년 이하가 의사 11명(20.8%), 간호사 13명(24.5%)으로 의사, 

간호사 모두 5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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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상수=53명

표 1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의사 간호사 총계 

명 (%) 명 (%) 명  (%)

연령 29세 이하 6 (11.3) 15 (28.3) 21 (39.6)

 30~39세 5 (9.4) 16 (30.2) 21 (39.6)
 40세 이상 7 (13.2) 4 (7.5) 11 (20.8)

역할 교수 9 (17.0)   9 (17.0)

 전공의 9 (17.0)   9 (17.0)

 간호사   31 (58.5) 31 (58.5)

수간호사 4 (7.5) 4 (7.5)

부서 신경외과 9 (17.0) 33 (62.3) 42 (79.2)

 이비인후과 9 (17.0) 2 (3.8) 11 (20.8)

경력 5년 이하 11 (20.8) 13 (24.5) 24 (45.3)

 6년~10년 2 (3.8) 11 (20.8) 13 (24.5)

 11년~15년 2 (3.8) 5 (9.4) 7 (13.2)

 16년~20년 1 (1.9) 5 (9.4) 6 (11.3)
 20년 이상 2 (3.8) 1 (1.9) 3 (5.7)

합  계 18 (34.0) 35 (66.0) 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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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별 인식도 및 만족도 비교

가) CP 및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도

역할별로 CP에 대한 인식도를 3점 척도(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로 

비교한 결과 평균은 교수 2.78, 전공의 2.44, 간호사 2.43으로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7).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3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 평균은 교수 2.00, 전공의 1.67, 간호사 2.20으로 전공의

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4). 질 지표에 대한 인식도를 3점 척도로 비교한 결과 평균은 

교수 1.56, 전공의 1.44, 간호사 1.60으로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81)(표 17).

* 총 대상수=53명

표 17. 역할별 CP 및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도

특성 역할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평균±표준편차 X
2
 값 p값

명 (%) 명 (%) 명 (%)

CP 

인식도

교수 0 (0.0) 2 (22.2) 7 (77.8) 2.78±  .44 3.52 .17
전공의 0 (0.0) 5 (55.6) 4 (44.4) 2.44±  .53

간호사 0 (0.0) 20 (57.1) 15 (42.9) 2.43±  .50

사례관리

인식도

교수 4 (44.4) 1 (11.1) 4 (44.4) 2.00± 1.00 4.01 .14
전공의 4 (44.4) 4 (44.4) 1 (11.1) 1.67±  .71
간호사 3 (8.6) 22 (62.9) 10 (28.6) 2.20±  .58

질 지표

인식도

교수 4 (44.4) 5 (55.6)   1.56±  .53 0.43 .81

전공의 5 (55.6) 4 (44.4) 1.44±  .53

간호사 16 (45.7) 17 (48.6) 2 (5.7) 1.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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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 중 사례관리의 의사결정지원 기능 필요성

역할별로 재원 중 질 지표관리의 필요성을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질문한 결과 평균은 교수

4.33, 전공의 3.56, 간호사 4.00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11). 재원일수 분석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은 교수 4.56, 전공의 3.33, 간호사 4.09로 전공의의 평균 점수가 두 집

단에 비해 아주 낮아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1). 변이사

유 분석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은 교수 4.22, 전공의 

3.22, 간호사 4.11로 전공의의 평균 점수가 두 집단에 비해 아주 낮아 통계

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3). 각각에 대한 보고서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은 교수 4.00, 전공의 3.33, 

간호사 3.86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25)(표 18).

* 총 대상수=53명

표 18. 역할별 재원 중 사례관리의 의사결정지원 기능 필요성 인식도

특성  역할
불필요 보통 필요

평균± 표준편차 X
2
 값 p값

명 (%) 명 (%) 명 (%)

재원 중 질 

지표관리의 

필요성 

교수 0 (0.0) 1 (11.1) 8 (88.9) 4.33± .71 4.39 .11

전공의 1 (11.1) 1 (11.1) 7 (77.8) 3.56±1.01
간호사 1 (2.9) 4 (11.4) 30 (85.7) 4.00± .64

재원일수 분

석 필요성

교수 0 (0.0) 0 (0.0) 9 (100.0) 4.56± .53 10.09 .01

전공의 1 (11.1) 4 (44.4) 4 (44.4) 3.33± .12
간호사 1 (2.9) 3 (8.6) 31 (88.6) 4.09± .66

변이사유 분

석 필요성

교수 0 (0.0) 0 (0.0) 9 (100.0) 4.22± .44 6.83 .03

전공의 2 (22.2) 3 (33.3) 4 (44.4) 3.22±1.20
간호사 1 (2.9) 3 (8.6) 31 (88.6) 4.11± .68

보고서 의사

결정 지원여

부

교수 0 (0.0) 1 (11.1) 8 (88.9) 4.00± .50 2.75 .25

전공의 1 (11.1) 4 (44.4) 4 (44.4) 3.33±1.12
간호사 2 (5.7) 8 (22.9) 25 (71.4) 3.8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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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P의 적용에 대한 견해

(1) 역할별 CP에 대한 만족도

현재 해당 과에서 시행중인 CP에 대한 만족여부를 역할별로 질문한 결

과 만족하다고 한 경우는 교수 9명(100%), 전공의 5명(55.6%), 간호사 21명

(60%)이 만족하다고 답변하 으며 전공의 4명(44.4%), 간호사 14명(40.0%)은 

불만족하다고 답변하 다(표 19).

* 총 대상수=53명

만족한다고 답변한 35명에 대하여 총 8개 문항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

도로 질문한 결과 교수들의 경우 평균이 처방업무 간편 4.56, 업무 표준화

로 치료집중 가능 4.33, 추가처방 감소 4.00, 환자교육 용이 4.00, 퇴원계획 

용이 3.89, 진료과 운 이 효율적 3.89, 신규교육 용이 3.78, 팀워크 향상 

3.56 순이었다. 전공의들의 경우는 처방업무 간편 4.20, 퇴원계획 용이 4.20, 

환자교육 용이 4.00, 진료과 운 이 효율적 4.08, 업무 표준화로 치료집중 

가능 3.80, 신규교육 용이 3.80, 추가처방 감소 3.80,  팀워크 향상 3.60  순

이었다. 간호사들은 환자교육 용이 4.24, 업무 표준화로 치료집중 가능 4.10, 

퇴원계획 용이4.05, 신규교육 용이 4.05, 진료과 운 이 효율적 4.05, 처방업

무 간편 4.00, 추가처방 감소 3.76,  팀워크 향상3.57 순이었다(표 20).

표 19. CP에 대한 만족도

역할
만족 불만족

평균±표준편차
명 (%) 명 (%)

교수 9 (100.0) 0 (0.0) 2.00±  .00

전공의 5 (55.6) 4 (44.4) 1.56±  .53

간호사 21 (60.0) 14 (40.0) 1.60±  .50

계(%) 35 (66.0) 1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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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상수=35명

표 20. 역할별 항목별 만족도

특성 역할
불만 보통 만족 평균± 

표준편차명 (%) 명 (%) 명 (%)

처방업무 간편
교수 0 (0.0)  0 (0.0) 9 (100.0) 4.56± .53

전공의 0 (0.0) 1 (20.0) 4 (80.0) 4.20± .84
간호사 1 (4.8) 4 (19.0) 16 (76.2) 4.00± .84

업무 표준화로 

치료집중 가능

교수 0 (0.0) 1 (11.1) 8 (88.8) 4.33± .71
전공의 0 (0.0) 2 (40.0) 3 (60.0) 3.80± .84
간호사 0 (0.0) 4 (19.0) 17 (81.0) 4.10± .70

추가처방 감소
교수  0 (0.0) 2 (22.2) 7 (77.8) 4.00± .71

전공의  0 (0.0) 2 (40.0) 3 (60.0) 3.80± .84
간호사 3 (14.3) 3 (14.3) 15 (71.4) 3.76± .94

퇴원계획 용이
교수  0 (0.0) 4 (44.4) 5 (55.5) 3.89± .93

전공의  0 (0.0)  0 (0.0) 5 (100.0) 4.20± .45
간호사 1 (4.8) 2 (9.5) 18 (85.7) 4.05± .74

환자교육 용이
교수 0 (0.0) 3 (33.3) 6 (66.6) 4.00± .87

전공의 0 (0.0) 1 (20.0) 4 (80.0) 4.00± .71
간호사 0 (0.0) 2 (9.5) 19 (90.4) 4.24± .62

팀워크 향상
교수  0 (0.0) 5 (55.6) 4 (44.4) 3.56± .73

전공의  0 (0.0) 2 (40.0) 3 (60.0) 3.60± .55
간호사 3 (14.3) 7 (33.3) 11 (52.3) 3.57± .98

신규교육 용이
교수 0 (0.0) 3 (33.3) 6 (66.7) 3.78± .67

전공의 0 (0.0) 1 (20.0) 4 (80.0) 3.80± .45
간호사 0 (0.0) 4 (19.0) 17 (80.9) 4.05± .67

진료과(병동)

운 이 효율적

교수  0 (0.0) 2 (22.2) 7 (77.8) 3.89± .60
전공의  0 (0.0) 1 (20.0) 4 (80.0) 4.00± .71
간호사 1 (4.8) 3 (14.3) 17 (81.0) 4.0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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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하다고 답변한 18명에 대하여는 불만족 사유에 대한 6개 항목을 

복수로 선택하게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1과 같다.

* 총 대상수=18명

기타로 표시했을 경우 사유를 설문지에 기재하도록 한 결과 간호사 6명

이 기타 사유를 기재하 으며 그 내용은 표 22와 같다.

* 총 대상수=6명

표 21. 불만족 사유 결과

항목
전공의 간호사

명 (%) 명 (%)

처방 불편 1 (5.6) 1 (5.6)

별도 기록 작성 3 (16.7) 4 (22.2)

별도 전산 체크  0 (0.0) 3 (16.7)

진료 자율권 침해 2 (11.1) 2 (11.1)

진료 위축  0 (0.0) 3 (16.7)

기타 0 (0.0) 6 (33.3)

표 22. 불만족 기타 사유

기타 기재 내용

CP를 적용해도 처방의사가 바뀔 경우 order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CP변이가 많아 실제 CP에 맞춰 퇴원하는 경우가 드물다.

의사들의 협조가 부족하다.

CP적용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다.

환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진행이 어렵다.

CP를 적용하는 환자가 CP처방에서 벗어날 때 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특히 

재원일수가 늘어날 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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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별 CP에 대한 전산화 요구도

CP시행 시 전산화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산화 필

요항목을 CP직원용 기록지, 입원계획표, 간호기록지, CP마스터, 수술기록지 

5개 항목에 대해 3점 척도(필요 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로 질문한 결과 

CP직원용 기록지에 대한 평균은 교수 2.89, 전공의 2.56, 간호사 2.77이었으

며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462). 입원계획표

에 대한 평균은 교수 2.44, 전공의 2.22, 간호사 2.71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86). 간호기록지에 대한 평균은 

교수 2.22, 전공의 2.22, 간호사 2.60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87). CP 마스터에 대한 평균은 교수 2.33, 전공의 

2.00,  간호사 2.77이었으며 교수, 전공의 보다 간호사의 요구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왔고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 다(p=.003). 수술기록지에 대

한 평균은 교수 2.44, 전공의 2.11, 간호사 2.43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621)(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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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상수=53명

표 23. 역할별 CP에 대한 전산화 요구도

특성 역할  
불필요 보통 필요 

평균± 표준편차 X
2
 값 p값

명 (%) 명 (%) 명 (%)

CP직원용 

기록지

교수 0  (0.0) 1 (11.1) 8 (88.9) 2.89± .33 1.55 .462
전공의 1 (11.1) 2 (22.2) 6 (66.7) 2.56± .73
간호사 1 (2.9) 6 (17.1) 28 (80.0) 2.77± .49

입 원 계 획

표

교수   5 (55.6) 4 (44.4) 2.44± .53 4.90 .086
전공의 2 (22.2) 3 (33.3) 4 (44.4) 2.22± .83
간호사 1 (2.9) 8 (22.9) 26 (74.3) 2.71± .52

간 호 기 록

지

교수 0  (0.0) 7 (77.8) 2 (22.2) 2.22± .44 4.88 .087
전공의 2 (22.2) 3 (33.3) 4 (44.4) 2.22± .83
간호사 2 (5.7) 10 (28.6) 23 (65.7) 2.60± .60

CP마스터
교수 0  (0.0) 6 (66.7) 3 (33.3) 2.33± .50 11.62 .003

전공의 3 (33.3) 3 (33.3) 3 (33.3) 2.00± .87
간호사 1 (2.9) 6 (17.1) 28 (80.0) 2.77± .49

수 술 기 록

지

교수 1 (11.1) 3 (33.3) 5 (55.6) 2.44± .73 0.95 .621
전공의 3 (33.3) 2 (22.2) 4 (44.4) 2.11± .93
간호사 3 (8.6) 14 (40.0) 18 (51.4) 2.4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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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기능 필요성 평가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기능의 필요성을 평가하기위해 사례관리 

시스템 내 CP마스터를 이용하여 처방전달시스템에서 CP 자동화의 필요성, 

시스템 내 보고서(질 지표 관리, 재원일수 분석, 변이사유 분석)의 처방전달

시스템에서의 정보공유 필요성, 삭감항목관리 마스터를 이용한 삭감 예상항

목의 처방전달시스템 내 정보공유의 필요성, 사례관리 시스템 내 통계보고

서의 해당과 제공 필요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사

례관리 시스템 내 CP마스터를 이용하여 처방전달시스템에서 CP 자동화할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교수 4.33, 전공의 3.89, 간호사 4.20이었고 각 집단별

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31). 시스템 내 보고서(질 지표 

관리, 재원일수 분석, 변이사유 분석)의 처방전달시스템에서의 정보공유 필

요성에 대한 평균은 교수 3.89, 전공의 3.56, 간호사 4.11이었으며 각 집단별

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 삭감항목관리 마스터를 이

용한 삭감 예상항목의 처방전달시스템 내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

은 교수 4.11, 전공의3.56,  간호사 4.23이었으며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 사례관리 시스템 내 통계보고서의 해당과 제

공 필요성에 대한 평균은 교수 4.11, 전공의 3.67, 간호사 4.31이었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2)(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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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대상수=53명

표 24.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기능 필요성 평가

특성 역할 
불필요 보통 필요 

평균± 표준편차 X
2
 값 p값

명 (%) 명 (%) 명 (%)

CP

자동화의 

필요성

교수 0 (0.0) 0 (0.0) 9 (100.0) 4.33± .50 2.34 .31

전공의 0 (0.0) 2 (22.2) 7 (77.8) 3.89± .60
간호사 0 (0.0) 5 (14.3) 30 (85.7) 4.20± .68

보고서 

전산화 

필요성

교수 0 (0.0) 3 (33.3) 6 (66.7) 3.89± .78 4.84 .09
전공의 0 (0.0) 4 (44.4) 5 (55.6) 3.56± .53

간호사 0 (0.0) 6 (17.1) 29 (82.9) 4.11± .68

삭감항목 

관리 

마스터 

필요성

교수 0 (0.0) 1 (11.1) 8 (88.9) 4.11± .60 4.82 .09

전공의 1 (11.1) 3 (33.3) 5 (55.6) 3.56± .88

간호사 0 (0.0) 5 (14.3) 30 (85.7) 4.23± .69

통계보고

서 전산화 

필요성

교수 0 (0.0) 1 (11.1) 8 (88.9) 4.11± .60 7.87 .02
전공의 0 (0.0) 3 (33.3) 6 (66.7) 3.67± .50

간호사 0 (0.0) 2 (5.7) 33 (94.3) 4.3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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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그동안 국내에서 사례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의료이용도관리와 퇴

원계획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 모델로써 입원 전, 재원 중, 

퇴원 후의 의료이용도 관리와 퇴원계획의 조정과 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적 

관리하는 모델로 환자기본정보, 진료내역정보, 진료비정보 등의 자료가 입

원 전, 재원 중, 퇴원 후 사례관리, 진료비 통계 및 분석 모듈별로 모니터링 

되어 사례관리자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모형을 제안한바 있으며(송 미라, 2000),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의 효과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모형을 제시하고자 의료이용도관리와 CP 관리, 질 지표관

리가 결합된 사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을 적용하

여 퇴원환자에 대한 데이터마트를 구축하고 이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스

템의 경제성 분석을 시도하는 후향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최 미 , 2003). 

또한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도출된 질 지표별로 

환자기본정보와 지표의 일반사항을 입력하여 환자 재원 시 적절한 질 개선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김 혜숙 등, 

2001). 미국의 경우 Halpern(1996)이 Verterans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질 측정도구를 포함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댱 지역구내 의

료센터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지역구내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연구를 한 바 있으며 이제는 사례관리 시스템

과 같은 이용도 관리 도구를 패키지화하여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

는데 예를 들어 CCM(The Center of Case management)이라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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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Map이라는 CP 도구에 대한 판매 및 컨설팅을 해주는 사례관리 전문 

기업으로 미국은 최근 수년간 이러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국내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도구까지 개발된 미국과는 차이가 있지

만 이 논문은 앞의 논문들이 시스템 모형 개발, 후향 연구 등으로 점차 연

구방법이 발전되어 왔다는 연장선상에서 실제 재원 중인 환자들에게 보험

심사간호사가 재원 중 심사를 하면서 CP변이사유, 부적절재원사유, 질 지

표관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및 종합지표관리제를 실

시하면서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병원의 보험심사부서에서도 이제는 진료의 질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자로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때 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도는 더 이상 연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해야하는 시

점에 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한편, 사례관리의 도구로써의 CP의 비용효과에 대해 그동안 이루어졌던 

연구들은 재원일수가 줄어 비용은 줄어드나 이로 인한 병상회전율이 증가

하므로 발생수익은 늘어난다는 논리로 경제성을 평가하 다. 미국의 경우 

중증 질환자에 대한 CP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급성 위장관 출혈 환자에게 해당병원에서 개발한 CP를 

적용하여 의료의 질과 CP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CP가 급성위장관 출

혈의 관리에 효과적이고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 다(Pfau, 2004). 

또 경동맥 내막절제술 환자에게 CP를 적용한 결과 총 재원기간 감소, 수술 

전 재원기간 감소 및 비용절감을 이루었다고 발표하 다(Daleen Arag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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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최 미 (2003)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하에서의 데이터웨어하우

징 기법을 적용한 사례관리에서 재원일수 단축에 따른 경제성 효과를 분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의 연구 논문은 CP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기보다 

CP 적용환자와 비적용 환자의 진료비용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해 봄으

로써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를 관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적용군 및 비적용군을 개발된 CP표준급여 진료비용에서 뻰 차이를 

비교한 결과 방사선료(p=.03), 약제료(p=.01), 총진료비(p=.02)에 대한 평균

이 CP적용군이 비적용군보다 적게 나왔으며 이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CP의 적용이 방사선검사 및 약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총 진료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효과 및 그동안 연구대상 기관에서 실시해 

왔던 CP를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

한 검증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역할별 CP 및 사례관

리, 질지표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교수, 전공의, 간호사 각 집단별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각 집단내에서는 CP에 대한 인식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CP의 경우에는 그동안 개발 및 시행에 

의료진 모두가 참여하 기에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었으나 그 외 사

례관리 및 질 지표의 경우에는 직접 시행한 적이 없었고 특히 질 지표의 

경우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P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별도 작성하게 되어 불편하다 으며, CP마스터의 전산

화에 대하여는 교수, 전공의에 비해 간호사가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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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에 있는 기능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교수 

및 전공의는 CP자동화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고 간호사는 통계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는 CP 전

산화와 더불어 CP자동화와 통계보고서 전산 제공을 함께 추진한다면 효율

적인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기관에서의 재원 중 심사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 중인 상

태에서 해당 환자들의 데이터를 MDB 파일로 전산과에서 별도로 

제공받아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것이므로 실제

로 병동 처방전달시스템 및 원무과 진료비계산과 직접 연결된 것

이 아니기에 시스템 내 다양한 기능을 의료진들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었다는데 있다.

둘째, 처방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CP변이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환자가 CP적용군과 CP비적용군으로 각각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셋째, 설문 조사시 조사대상기관이 현재 운 중인 CP가 척추후궁절제술 

밖에 없었고 이비인후과의 경우 이제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설문

에 응답가능한 대상자 수가 의사 18명 간호사 35명으로 적어 조사

결과를 보편화 시킬 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이 병

동처방전달시스템과 연계하여 CP 자동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종 통계보고서등이 의료진에게도 정보형태로 제공되어 의사결정을 돕는

다면 이는 이용도 관리와 의료의 질 관리가 통합된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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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될 것이며 이는 병원 수익 증대 및 효율성 극대화에도 기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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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이 연구는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의 의사결정지원시

스템으로써의 기능을 평가하기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원시모형을 개발한 후 서울 소재 일 종합병원을 대상

으로 2004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척추후궁절제를 포함하는 추간판제거

술 또는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환자 중 해당기관에서 개발한 척추후궁절

제술 CP 적용환자 23명에게 동 시스템을 시범적용 후 같은 기간 동안 동

일 수술을 받았으나 CP를 적용받지 않은 22명의 환자와의 진료비용을 비

교하고, CP적용군에 대해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이용도 

관리 및 질 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아울러 CP 및 재원 중 사례관

리 시스템의 인식도 및 만족도를 평가하기위해 교수 9명, 전공의 9명, 간호

사 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시스템 구축 방법은 구조적 분석 및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이용하

고 프로그램 개발 도구는 Visual Basic 6.0을 사용하 다. 환자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는 전날 처방을 MS SQL Server2000 Enterprise Edition을 이용하

여 MDB 파일로 전환 하여 시스템에 적용 하 으며 비교분석을 위한 통계 

도구로는 SPSS 12.0을 사용하 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P적용군 및 비적용군에 대해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진료비용과의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방사선료( p = .03 ) 약제료( p = .01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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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p = .02 )에 대한 평균의 차이에서 CP 적용군이 적었으며 이

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

2. CP, 사례관리, 질지표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 결과 교수, 전공의, 간

호사 각 직종별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각 직종 모

두 CP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사례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 질문에는 교수 및 전공의는 CP

자동화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간호사는 통계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재원중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를 실제로 

재원 중인 환자에게 적용하여 CP변이사유, 부적절 재원사유, 질 지표들을 

분석하고 CP 적용여부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

울러 CP를 적용할 경우 방사선 및 약제비용과 함께 총진료비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스템의 의사결

정지원 기능에서는 CP마스터의 전산화 도입과 CP에 대한 자동화 추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기관에서의 재원 중 심사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 중인 상

태에서 해당 환자들의 데이터를 MDB 파일로 전산과에서 별도로 

제공받아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것이므로 실제

로 병동처방전달 시스템 및 원무과 진료비계산과 직접 연결된 것

이 아니기에 시스템 내 다양한 기능을 의료진들에게 실시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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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할 수 없었다는데 있다.

둘째, 처방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CP변이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환자가 CP적용군과 CP비적용군으로 각각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셋째, 설문 조사시 조사대상기관이 현재 운 중인 CP가 척추후궁절제술 

밖에 없었고 이비인후과의 경우 이제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설문

에 응답가능한 대상자 수가 의사 18명 간호사 35명으로 적어 조사

결과를 보편화 시킬 수 없다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CP에 대한 전산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재원일수 감소를 통한 병상 회전율 증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병원경 진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보험심사업무와 질 관리 업무의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진료비 관리뿐만이 아니

라 질 관리에 대하여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요양급여 적정

성 평가와 맞물리게 됨으로써 질 관리에 대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이 진료비 손실이라는 어려움까지 예상된다. 따라서 재원 

중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질 지표들에 대한 발견과 문제 해결

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을 유지하

도록 하는 것은 보험에서의 진료비 삭감율 감소를 위해 하게 되는 

업무와 서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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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병원 내 통합된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 되는 각종 정보는 실시간 제공되는 

것이므로 신속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게 되며 더 나아

가 수익증대 및 의료의 질 향상에 도 기여하여 병원 관리의 효율

화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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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나221)    1,570      2     1     3,140 

염소정량(나379다)    1,110      2     1     2,220 

총단백정량(나220)    1,250      2     1     2,500 

총탄산가스함량(나381나)    2,560      1     1     2,560 

포타슘정량(나379나)    1,110      2     1     2,220 

혈소판수(나106)      730      2     1     1,460 

혈중요소질소(나373)    1,500      2     1     3,000 

혈중크레아티닌정량(나375)    1,250      2     1     2,500 

혈청GOT(나257)    1,540      2     1     3,080 

혈청GPT(나258)    1,540      2     1     3,080 

C-반응성단백정량검사(나224나)    5,830      1     1     5,830 

CCS4종(나101+102+104+105)    3,523      2     1     7,046 

심전도검사(나725가)    5,629      1     1     5,629 

AIDS검사-정 (나471나)    8,047      1     1     8,047 

매독침강반응정성(나460)    1,274      1     1     1,274 

HBS Ag(나480나)    9,828      1     1     9,828 

HBc Ab(나484가)   12,402      1     1    12,402 

HBs Ab(나481나)   11,310      1     1    11,310 

뇨일반 및 뇨현미경검사(나3+나4)    1,833      1     1     1,833 

적혈구침강속도(나103)      910      1     1       910 

프로트롬빈시간(나154)    1,898      1     1     1,898 

부분트롬보프라스틴시간(나153)    3,042      1     1     3,042 

검사료 합계        115,489

방사선료

요추1매촬    7,560      1     1     7,560 

요추6매촬   22,690      1     1    22,690 

흉부１매촬    9,120      1     1     9,120 

방사선료 합계        39,370 

약제료

내복약조제료(라1가3)    5,890      1     1     5,890 

멜프로스주사 2ml/A    1,304      2     3     7,824 

미도캄주 100mg/1ml/A    1,911      2     3    11,466 

미아론정 20mg/T      222      3    39    2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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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CP 표준진료비용 세부내역



삼천당산화마그네슘정250mg/T    14      1     5        70 

설바실린주750mg/V    3,104      6     3    55,872 

솔레톤정 80mg/T      274      3    39    32,058 

스티렌캅셀 60mg/C      231      3    39    27,027 

옴니세프캅셀 100mg/C      882      2     7    12,348 

입원조제료(라2)      530      1     8     4,240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가11나1아)    8,870      1     1     8,870 

중외겐타마이신주 60mg/2ml/A      257      5     1     1,285 

퇴원환자의약품관리료(가11가1너)      770      1     1       770 

H/S 1000ml/BAG    1,219      1     1     1,219 

NORMAL-SALINE 1000ml/BAG    1,094      1     4     4,376 
수액제주입로를통한IV Side Injection(마5-1)    1,079      1     4     4,316 

점적주사(마5나)    2,236      1     1     2,236 

피하근육주사(마1)    1,079      1     2     2,158 

마로비벤주300mg/2ml/A     622      2     2     2,488

약제료 합계  210,487 

처치료
리세린관장(자7다)    2,920      1     1     2,920 

등단순처치(자2-1가1)(1일당)    2,550      1     2     5,100 

처치료 합계     8,020 

재료대
Polysorb(1)    4,200      1     1     4,200 

Polysorb(UL-878,2/0)    4,100      1     1     4,100 

재료대 합계             8,300 

전산화단층촬 척추전산화단층촬  136,256      1     1   136,256 

전산화단층촬  합계          136,256 

총 합계       77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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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CP 항목별 변이 세부 사유별 변이보고별 빈도수

수

증구

분

변이세부사유

의료인관련 문제 환자/가족관련 문제

계
처방

처치 

및 

중재

시술

소계

합병

증-특

정질

환

통증

기대되

는/확

인된 

감염

기타

위장계

문제

(구토/

오심등)

합병

증-감

염

소계

약제

료

통증 22 22 22

기침, 감기 15 15 15

복부불편감 11 11 11

구토/오심 7 7 7

불면증 5 5 5

심전도이상 3 3 3

혈액검사이상 2 2 2

메니에르기왕력 2 2 2

항생제1종추가 1 1 1 1 2

골다공증기왕력 2 2 2

객담배출곤란 2 2 2

피부질환 2 2 2

흉부검사이상 1 1 1

간기능장애 1 1 1

인후통 1 1 1

당뇨병기왕력 1 1 1

배뇨장애 1 1 1

소계 1 1 15 41 15 7 1 79 80

검  사  

료

비출혈 16 16 16

추가처방 14 14 14

혈액검사이상 8 8 8

심전도이상 8 8 8

흉부검사이상 5 5 5

당뇨병기왕력 4 4 4

심장질환진단 2 2 2

배뇨장애 1 1 1

흉통 1 1 1

소계 14 14 44 1 45 59

처  치  

료

배뇨장애 10 10 10

배액관 삽입 5 5 5

혈액검사이상 1 1 1

소계 5 5 1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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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검 사 

료

시력장애호소 5 5 5

흉부검사이상 4 4 4

하지약화 4 4 4

소계 8 5 13 13

초진 

및 재

진료

피부질환 1 1 1

메니에르기왕력 1 1 1

보조기 1 1 1

시력장애호소 1 1 1

심장질환진단 1 1 1

심전도이상 1 1 1

소계 4 2 6 6

치료

재료

대

배액관 삽입 5 5 5

소계 5 5 5

방 사 

선 료

복부불편감 2 2 2

외부병원CT판

독
1 1 1

소계 2 1 3 3

혈  액  

대
혈액검사이상 1 1 1

소계 1 1 1

계 14 11 25 83 44 15 8 7 1 15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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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설문지

CP 및 사례관리 시스템 평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에 재학중으로 병원에서 개발하

여 시행중인 CP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며 

그 효과를 평가하는 논문을 진행중입니다.

이 설문은 CP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하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써 개발된 재원 중사례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및 요구도에 대

하여 알아보기위한 설문입니다.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이란 본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재원 중 심사와 유사하나 여기

에 Crtical Pathway 마스터 및 재원일수 분석, 의료의 질 지표분석등을 포함시켜 재원 

중 심사를 하면서 동시에 질 지표 분석, 재원일수 분석, CP변이 분석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본원에서 개발하였던 CP에 대한 적용이 선생님께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고 동 시스템을 CP 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게될 경우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 

및 추가로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항을 알아보아 CP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법

을 찾는 기조초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5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연구자 : 공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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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연 령 : 만    세

2) 역 할 : □교수 □전공의(Resident) □ 간호사 □수간호사

3) 진료과(의사):                             근무병동(간호사):                

4) 경력 (연차) :       년      개월

*해당 항목에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CP 및 사례관리의 인식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 질 지표란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질 측정 지표로 Clinical indicator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것은 

아래 12가지임.

①원내감염②수술창상감염③입원환자사망④신생아사망(28일이내)⑤계획에 없던 재입원⑥계획에 없던 

중환자실 재입실⑦계획에 없던 재 수술⑧마취합병증⑨수혈오류⑩욕창성궤양⑪투약오류⑫낙상등.

3. CP의 의사결정지원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
잘 

알고있다

 조금 

안다
모른다

1) CP에 대하여 잘 알고계십니끼?

2) 사례관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3)질 지표(Quality Indicator)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

까?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매우

그렇

지않

다

1) CP 적용환자에 대한 재원 중 질 지표(Quality 

Indicator)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CP 변이 환자에 대한 재원일수 분석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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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이란 CP를 위해 약속했던 처방을 진행도중에 처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말함.

4. 다음은 CP의 적용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 표로 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 현재 귀 과에서의 CP의 적용에 만족하십니까?

1) 예 (      )    ⇒  4-2로

2) 아나오 (      )    ⇒  4-3으로 

4-2. 만족하신 경우 다음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CP 변이 환자에 대한 재원 중 변이사유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위에서 얘기한 질 지표관리, 재원일수분석, 변이

사유분석 보고서가 귀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매우

그렇

지않

다

1) 처방업무가 간편하다

2) 업무/진료 표준화로 치료(간호)에 집중할 수있다. 

3) 추가처방이 감소한다

4) 퇴원계획이 용이하다

5) 환자교육이 용이하다.

6) 타직종간 팀워크가 향상된다.

7) 신규 전공의(간호사)교육이 용이하다.

8) 진료과(병동)운영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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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불만족 하신 경우 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전부 V표로 체크하여주시

기바랍니다.

1) 처방하기 불편하다. ( )

2) 의무기록외 별도로 기록지 작성하므로 불편하다. (        )

3) 기록지 작성외 전산체크 하고 있어 불편하다 ( )

3) 진료의 자율권 침해된다. ( )

4) 진료위축이 온다. ( )

5)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여백을 활용하여 기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4. CP를 전산화 한다면 전산화가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필요하

다

그저그

렇다

필요없

다

1) CP 진행 matrix(차트에 있는 직원용 기록지)

2) 입원계획표

3) 간호기록지

4) CP master

5) 수술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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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 중 사례관리 시스템 내 기능의 필요성을 평가하기위한 질문입니다.

문항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매우

그렇

지않

다

1) 사례시스템 내에는 CP에 대한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마스터에 처방을 등록하여 처방전달시스템에서 CP 

진행이 자동화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사례관리 시스템 내에 있는 질 지표관리, 재원일수

분석, 변이사유분석보고서가 처방전달시스템 내에서도 

보이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3) 사례관리 시스템 내 삭감관리 마스터를 이용하여 

삭감예상항목에 대한 정보를 처방전달시스템에서 보이

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사례관리 시스템 내 통계보고서(진료비용, CP, 질 

지표, 재원일수)를 귀 부서에 제공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 95 -

<Abstract>

Development of Case Management System during 

Hospitalization and Analysis of Management Effect:

Focused on Patients with Laminectomy

Kong, Jeong Hee

Dept. of Health Informa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 Chae, Young Mo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Case 

Management System during Hospitalization(CMSH), as Decision 

Supporting System(DSS). CMSH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Laminectomy patients including Lumbar Discectomy from April 1, 2004 

to May 31, 2004 at the acute teaching hospital in Seoul. 

CMSH was applied to 23 patients by using Critical Pathway. Cost 

comparison was done between 23 patients with Critical Pathway 

application and 22 patients without. Satisfaction survey for the Case 

Management System was done to   physicians and  nurses wh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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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urosurgical  and ENT depar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cost comparison between the CP applied group and the not 

applied group, the CP applied group showed the least average 

difference among  Imaging ( p = .03 ), Drug ( p = .01 ), and  the Total 

charges ( p = .02 ),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2. Survey for understanding about CP, Case Management System and 

Quality Index Management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job 

categories among professors, residents and nurses. However, the average 

score of understanding for CP was the highest.

3. In CP automation, professors and residents got the highest score 

while nurses got the highest in statistical report.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CMSH was developed 

and applied it to the hospitalized patients and analyzed the cause of CP　

variances, the cause of inappropriate inpatient days and quality indices 

and compared the cost of applying CP. Also this study showed that 

when the CP was applied , the imaging, drug and total charges could 

be reduced. And by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CP 

master computerization and CP automation is needed.

    Key words: Case management, Critical Pathway(CP), Quality indic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