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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 병원의 대장절제술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의 임상적용 효과 

 

본 연구는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복강경 대장절제술 환자를 위해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효과와 변이를 분석하고, 간호사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 소재 Y대학병원 대장암클리닉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시행하고 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환자로, CP적용군은 201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복강경 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을 시행 받은 환자 50명

이며, 대조군은 1년 전 같은 기간인 201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표준진

료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51명으로 총 101

명이었다. 간호사 만족도는 CP를 적용한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3개의 외과병동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9.2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함으로써 CP적용군이 비적용군에 비하여 총 재원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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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일에서 7.38일로 약 4일(41%)이 단축되었으며, 수술 후 재원일수는 8.64

일에서 5.18일로 약 3.일(42%)이 단축되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20만원가량 감

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수술 후 통증정도, 합병증 발생빈도, 

응급실 방문 횟수는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2.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며 발생한 변이는 86.5%가 환자상태와 관련된 것이었

으며, CP탈락률은 24%였다.  

3. CP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 조사에서 5점 기준에 3.76점으로 CP적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복강경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에 적

용할 경우,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전달

체계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타당도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만

족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CP를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의 육성과 도

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리의식의 증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되고, 의료기관은 국제화, 개방화, 첨단화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실시에 따른 병원경영과 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 있다. 또한 의료비 상승문제에 대안으로 시작된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s, DRGs) 시행 등의 의료정책의 변화로 

인해 의료비용 측면과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료계는 제한된 비용안에서 경쟁력과 의료 

서비스의 질 측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사례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CP)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김은경 외, 2001).  

표준진료지침이란 특정 진단명이나 건강관련 상태의 환자를 위하여 최적의 

자원활용을 통해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시간대 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다학제팀의 중재를 기술한 실무지침서이다(Coffey et al., 2005). 

표준진료지침은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건강관리 분야에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80년대 미국에서 의료보험제도의 변화 및 DRGs가 

시작되면서 임상실무에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본격적으로 CP가 개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간단한 수술 환자나 진행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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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나 진단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표준화된 환자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김용순 외, 2000)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암정보센터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은 연간 증가율 6.9%로, 2008년 한해 2만 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면서 2000년 암 발생순위 4위에서 2008년에는 남자 중 

2위(13,536명, 14.6%), 여자에서는 4위(9,087명, 10.6%)를 차지하였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대장암 환자를 위하여, 대장절제술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환자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표준진료지침이 활용될 수 있다.  

대장암 환자의 대장절제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평균재원일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이인규, 2010),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치료방법들을 모아 분석한 

통합 프로그램이 Multimodal Rehabilitation Program(Bardram et al., 1995), 

Fast Track(Delaney et al., 2001), Enhanced Recovery Program(Fearon et al., 

2005) 등 다양한 이름으로 국내에 소개되어 왔다. 이러한 수술 후 표준화 

조기회복프로그램은 수술 전후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줄여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병원의 재원일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Delaney et al., 2001; Kehlet et al., 2008).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재원기간이나 의료비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진료기간내에 발생한 합병증이나 

변이(variation)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편이며,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이 임상적용 

효과나 변이관리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및 평가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재원일수 관리방안으로서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송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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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 효과 평가 및 변이관리는 표준진료지침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진행구성의 한 부분이다. 일단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에 직접 적용하는 경우,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이의 빈도와 원인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의료진은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Cheah, 2000). 특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표준진료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현황과 

임상효과, 변이관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송연화, 

2002). 

이에 본 연구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장절제술 후 표준진료지침이 

실제 환자의 회복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적용 효과 및 

변이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대장절제술 후 표

준진료지침의 임상적용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변

이자료를 수집, 요인을 분석하여 최선의 표준진료지침 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

을 제시하는 데 있다. 

1. 표준진료지침의 임상적용 효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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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효과는 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환자 1인당 총 진료비, 퇴원 시 통

증강도,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 계획되지 않은 응급실 방

문 등을 의미한다.  

2. 표준진료지침의 적용 후 발생되는 변이자료를 분석한다. 

3. 표준진료지침 적용 후 간호사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C. 용어의 정의 

 

1.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1) 이론적 정의 

표준진료지침이란 특정한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 목표

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 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들을 일정한 시

간순에 따라 적절하게 지정하여 놓은 다학제간 환자관리 계획표를 말한다

(Pearson et al.,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대장절제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의 수술 전

일부터 퇴원까지 주어지는 총체적이고 다분야간의 협력과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포괄적인 환자관리 계획으로, 가로축에는 각 활동이 일어나는 시간틀과 세로축에

는 건강관리 제공자들의 활동들을 나열한 것으로서 Y대학 병원에서 시행하는 복

강경 대장절제술 환자의 표준진료지침(CP)을 의미한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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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진료지침의 임상적용 효과 

1)이론적 정의 

적용효과란 의료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최적의 의료를 통해서 연계된 최상의 결

과를 의미한다(Donabedian, 1988).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효과는 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환자 

1인당 총 진료비, 퇴원 시 통증강도, 합병증발생 빈도, 퇴원 후 30일 이내의 응급

실 방문횟수 등을 말한다. 

 

3. 변이 

1) 이론적 정의 

변이는 표준진료지침 적용기간 동안 일정 시간대 속에서 계획된 내용이 이루어

지지 않았거나 기대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즉 CP에 의한 의료행위 

외에 발생하는 환자의 결과나 의료진의 행위를 말한다(Person et al. 1995).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수술 하루 전부터 퇴원시까지 CP에서 제시된 각 영역별 규정

(protocol)과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상의 차이를 의미한다.  

사정, 처치, 검사, 투약, 퇴원일정의 5개 항목에 대하여 표준진료지침에서 제시

하는 시기 및 진료행위와 임상에서의 수행시기 및 이행 여부간의 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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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최근의 의료계는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화된 의료서

비스 수용증가, 의료시장 개방과 같은 질병구조, 의료서비스 이용형태, 의료전달체

계, 국민의식 등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대·내외적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

료서비스 목표의 정립과 질(quality) 향상을 위한 병원계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박하정, 2010).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인 병원계에는 지식경영 또는 

벤치마킹 등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했으며 의료기관은 

이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살아 남기 위한 적응·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동

시에 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진료

비용 절감과 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할 시

점에 와 있다. 이런 배경아래 기존의 건강관리전달체계가 아닌 새로운 대안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데(Cohen, 1994; Lynn-McHale, 1993), 이것이 곧 사례 

관리이다. 

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및 장애를 지닌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전

달의 한 접근법으로서 서비스의 계속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서비스 전

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Case Management Society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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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박정숙 외, 2010 재인용) 

환자사례관리 개념은 미국에서 18세기 초 가난한 환자와 이민자들을 위해 최초

로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정신질환자들의 탈시설화로 인해 정신 보건영역

에서 실시되었다(김소야자, 1996). 이후 1980년대 초에는 만성질환으로 장기보호

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 사례관리가 

포함되었다(정순돌 외, 2003). 역사적으로 사례관리는 임상보다 지역사회분야에서 

먼저 시도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 미국에서는 지역사회와 임상, 정신보건, 학교보

건, 산업보건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최애숙 외, 

2007), 의료분야의 병원중심 사례관리는 대부분 질병이 있는 환자관리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자의 경과를 엄격히 감시하는 표준진료지침이나 이용도 조사

(utilization reviews)를 활용하고 있다(Tahan, 1998). 특히 암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로 간호사가 사례관리자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원희, 2006).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2년 시범사업 이후 

2006년 간호사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중심형 사례관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김윤

미 외, 2006), 국내에서도 의료분야의 사례관리는 미국과 같이 질병이 있는 입원

환자에게 표준진료지침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절감을 목표로 

적용되고 있다(공정희, 2004; 노정숙, 2003; 신은영, 2002). 

표준진료지침은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도구의 하나로 특정 진단명의 진료

순서와 치료시점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과정을 일컬으며, 이러한 CP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의 지연과 자원 활용을 최소화하고 진료의 질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김은경 외, 2001). 

Critical Pathway란 개념은 건축과 공학 분야에서 시작된 방법론의 하나로, 

1950년대 개발되어 보통 대규모 사업의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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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고, 그 효과를 봄으로써 이후 산업 사회의 건설, 마케팅, 조선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작업에

서 그것을 완성하려면 여러 과정의 경로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할 때, 임계 

경로(critical pathway)는 시작점에서 종료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가 된다. 전

체 작업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임계 경로의 길이와 같으므로, 임계 경로를 

분석하여 그 경로상에 있는 공정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전체 작업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의료분야에서 CP개념은 1970년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미국의 의료환

경에서는 CP가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DRG와 같은 의료상황의 변화로 

인한 병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 하던 중 CP를 다시 재발견하고 관심

을 일으키게 되었다(Pearson et al., 1995).  

표준진료지침은 의사, 간호사 및 건강관리 전문직이 특정진단이나 시술을 위해 

미리 지정한 시간틀내의 중재로 정의되며, 다학제적인 노력에 의해 계획과 결과간

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표준

진료지침은 세로축에 환자상태평가, 환자의 활동, 식이, 검사, 투약, 처치, 환자교

육 등 환자 진료의 구성요소들을 나열하고, 가로축에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

리한 시간-업무 교차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김은경 외, 2001; 이상일 외, 

2005).  

이러한 CP를 병원중심의 사례관리에 처음으로 적용한 기관은 1985년 보스턴의 

New England Medical Center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Zander(1988)는 간호사

례관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사례관리자로써의 역할을 하며 

표준진료지침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수가를 낮추고 환자의 치료결과와 만족도를 높

이는 긍정적인 사례관리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곳의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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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CP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80%의 

병원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CP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Saint et al., 2003) 

국내에서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개념은 질향상 방안의 하나로 소개되었고 그 후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한 연구가 보고되었

다(김소선 외, 1999; 김희정, 2010; 노정숙, 2003; 박혜옥 외, 2000; 송연화, 

2003; 이인규 외, 2007; 정인옥, 2003, 조용걸, 2010). 

CP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데, clinical pathways, 

care maps, critical paths, practice guideline, case management protocol 등이 

있다. CP와 혼동되기 쉬운 개념으로는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s or 

protocols)이 있는데, 임상진료지침은 어떤 특정한 검사 또는 치료의 적응증, 중

재(treatment)를 기술함으로써 진료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지침이 되는 것이며, 

이것의 개발에는 정부기관이나 여러 전문가집단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려는 대상 질환 또는 수술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있

으면, CP개발 시 참고 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CP는 임상진료지

침의 실행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이상일, 1999), 근거중심실무(Evidence 

based practice, EBP)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Kinsman, 2004). 

 

 

B.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효과 

 

표준진료지침의 목적은 환자관리의 변이를 줄이고, 진료의 지연을 최소화하며, 

의료의 질은 유지하면서 의료비용과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Ires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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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들은 결과적으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라 말할 수 있다.  

의료의 질향상 노력은 최저수준의 의료를 요구하던 것에서 달성 가능한 최적수

준의 의료를 정의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강선희 외, 2000). Donabedian(1988)

은 이러한 의료의 질 평가를 구조, 과정, 결과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

는데, 대표적인 결과지표로는 병원감염률이나 합병증발생률, 사망원인분석, 재입원

률 등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의료의 질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병원 표준화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의료의 질적 수준향상의 개혁목표로 구성된 

의료보장개혁의원회의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에서도 역시 사망률 모니터링

과 함께 평균재원일수, 재수술률, 재입원률을 평가지표로 삼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2011년에 시작되는 대장암 진료 적정성에 대

한 평가에서 평균입원일수(수술 후 입원일수포함), 평균 입원진료비, 수술사망률

(원내사망 및 수술 후 30일 내 사망)을 결과지표로 사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CP적용효과 중 재원일수의 감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재원일수는 생산성 향상 및 경영상태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재원일수의 단축이 병상회전율과 직결되어, 병원의 수입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재원일수의 단축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병상회전율을 높여 국민 총 의료비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익을 준다고 하였다(김모임 외, 1993; Ireson, 1997) 

비용효과뿐 아니라 환자의 만족도도 CP의 적용효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Dy et al(2005)은 CP적용을 통해서 진료비용의 

감소와 함께 질적인 환자관리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증가되고, 환자는 

치료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스스로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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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재원일수의 감소, 진료비 

감소,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박영주, 2002; 박혜옥 외, 

2002; 배병순, 2008; 이동훈, 2007). 

이처럼 제한된 비용 안에서 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사례관리와 표준진료지침이다. 따라서 CP의 적용효과 항목에서 

비용효과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의료의 질이 유지·향상 

된다는 전제하에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할 시 많은 연구에서 의료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표준진료지침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통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s)이나 진료권고안을 기반으로 개발되기 때문이다. 

CP의 변이 분석 및 CP프로토콜 수정 시에도 의료진이 가장 최신의 연구결과 및 

근거를 통해, 즉, 근거중심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Kinsman, 2004; Panella, 2003). 장정하(2004)의 연구에서도 100명의 

자궁적출술환자에게 CP를 적용한 결과 진료비감소, 외래검사비용의 감소뿐 

아니라 항생제 투약료의 감소효과를 보고하였으며, Wilson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기관지염 환자에게 CP적용 시 항생제 투약률이 48%에서 27%로 

감소하여 항생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Darer et al(2002)은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면 재원기간을 모니터하며 병원 내 사망률, 감염과 같은 

합병증, 재입원률, 환자상태, 약물사용 빈도 등의 진료지침을 평가할 수 있어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숙(2001)은 뇌지주막하 출혈환자를 

대상으로 CP를 적용한 결과 간호의 질이 향상되고 합병증이 감소되었으며, 

재원일수 감소 및 의료비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의료의 질 유지 및 환자의 만족도와 함께 의료진의 만족도도 중요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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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함으로써 건강관리에 환자 및 가족의 참여와 

정보공유에 따른 환자만족도가 증가하며(Bryan et al., 2002), 협력적인 실무를 

바탕으로 한 환자관리를 통해 의료진의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이다(Furåker et al, 2004). 또한 질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간호제공을 

통한 재원기간 단축으로 병상회전율이 빨라지고, 비용 효과적인 환자관리를 통해 

병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전통적으로는 건강 관리 팀의 특정 

소수만이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나, 표준진료지침서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전체적인 환자관리 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은경 외, 2001) 

 

 

C. 대장암수술 환자의 표준진료지침 

 

암은 현대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최근에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

구화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대장·직장암의 발생빈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2008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분석’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자수는 178,816명으로, 이중 대장암(22,623명)은 전체 암 발생자수

에서 12.7%를 차지하며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2004년도에 9.9%로 발

생률이 4위였던 것과 비교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된다(한국 통계청, 2008). 또한, 대한대장

항문학회는 1999년 1,923명이었던 대장직장암 수술 환자수가 2008년 4,791명

으로 2.5배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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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대장 및 직장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는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

이며, 근치적 수술후의 생존율은 대개 50~70%로 보고하고 있다. 대장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다른 수술방법이 적용되는데 공통된 기본원칙은 암이 진행되는 예상

경로를 넓고 포괄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이다. 암 발생부위의 근위부와 원위부의 절

제할 면적을 확보하고 주 공급 혈관기시부에서 결찰한다. 위치에 따라 우측결장암

은 우측결장절제술, 횡행, 하행결장암은 좌측결장절제술, S결장암과 직장S결장경

계부암은 전방절제술이나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근치적 절제술 

후 병리학적 진단이 TNM(Tumor-Node-Metastasis)병기 3기 이상의 환자에게 

보조항암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방사선 요법까지 병행하게 되는 환자도 있다(황대

용, 2007). 

대장절제술 후에는 통증, 오심구토, 장마비, 면역체계의 변화, 수면장애, 피로 등 

신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표준화되고 통합된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CP를 사용할 수 있다.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 표준진료지침은 Fast-track이라는 용어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Fast-track은 최적화된 의료 제공을 통한 대장절제술 후 회복을 촉

진하고 입원기간을 줄이려는 다학제적 프로그램으로(Kehlet, 1999), 초기에는 조

기경구섭취와 조기 퇴원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후 단순히 재원일수만

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술적 스트레스 반응의 감소, 회복속도의 상승, 합병증의 

감소 등 의료의 질 향상 및 비용의 감소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이 

후 2001년 유럽5개국 전문의의 합의를 통한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장절제술 후 표준화 조기회복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으로 소개하고 임상에 적용하였다(Fearon et al., 2005). 이 프로그램은 

입원 전 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환자 순응도 확인, 수술 전 식이와 장처치, 수

13 



액 사용제한, 항응고 처치, 비위장관 사용제한, 예방적 항생제, 최소침습수술, 체온 

유지, 배액관 사용제한, 빠른 배뇨관 제거, 오심구토 예방, 효과적인 통증조절, 경

구 마약성 진통제 사용 제한, 수술 후 조기이상, 장운동 자극 등 환자의 빠른 회

복을 촉진하는 17개의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  

Kariv(2007)의 연구에서는 75명의 대장절제술 CP적용환자와 75명의 비적용

군을 비교하였을 때 CP적용군의 총 재원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4

일 대 5일), 두 군간에 재입원률이나 합병증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Khoo(2007)의 연구에서는 CP적용군이 비적용군에 비하여 수술 후 배변이 더 빠

르며 재원일수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조기회복프로그램을 다양하

게 적용하여 입원기간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유럽과 미국에

서 발표되었다(Basse et al., 2004; Bradshaw et al., 1998; Delaney et al., 2003; 

Kariv et al., 2007; Khoo et al., 2007; Polle et al., 2007; Stephen et al., 2003). 

국내에서도 조용걸(2010)의 연구에서 대장절제술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표준진

료지침을 통해서 합병증이나 재입원률의 증가 없이 수액과 항생제 투여량, 입원기

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최신지견을 통하여 대장절제술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전공

의의 잦은 이동이 있으며, 치료방침의 차이, 처방의 통일성 결여 등으로 인한 문

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할 수는 없다. CP적용 대상자는 환

자의 수술 전 건강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특히, 대장암으로 

진단된 환자가 응급 수술을 시행 받아야 하는 경우는 대개 암으로 인한 장폐색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이며 이는 전체 환자의 약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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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보고되고 있다(De Salvo et al., 2004). 폐색 대장암은 하행결장암과 에스

결장암에서 호발하며, 오른쪽 대장암으로 인한 장폐색의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암이 

회맹판을 침범했을 때 맹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장폐색 상태는 이미 장이 

확장되고 세척되지 않은 상태이며 종종 허혈성 대장을 동반한 급성질환 상태로 

오게 된다. 이런 경우 응급으로 시행하는 대장절제술은 문합부 유출, 감염, 장루조

루술과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다(황대용, 2007). Scott et al(1995)의 연구에 따

르면 응급 대장절제술의 경우 계획된 수술과 비교하여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두 배 이상 차이나며(19% vs 8%) 병원재원일수도 16일과 13일로 차이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급으로 시행된 대장절제술은 표준진료지침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강경 대장절제술 환자를 위한 CP는 외과 전문의, 전공의, 

입원간호팀 과장, 병동 책임간호사, 외래간호사, 코디네이터, 외과전담간호사, 입원

원무팀, 적정진료관리실, 의무기록팀, 보험심사팀, 의료정보팀 등 다학제팀의 참여

와 합의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예비CP는 문헌 고찰 및 국내외에서 사용중인 표준

진료지침과 기존의 의무기록지 분석, 진료지침 등을 통하여 사정, 처치, 검사, 투

약, 식이, 교육, 퇴원 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정리 후 CP구성틀과 내용을 작성하였

고, 예비CP에 대해서 외과 전문의 2인, 전공의 2인, 입원간호팀 과장 3인, 병동책

임간호사 3인에 의해 각 항목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 2010

년 3월 31일 기간 동안 복강경 대장암 절제술을 받은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

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후 2010년 4월 1일부터 CP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외과 병

동 과장, 병동 책임 간호사, 주치의, 수련의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CP교육이 

시행되었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술환자 53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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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를 예비 적용하였다. CP의 예비 적용효과와 변이 분석을 통해 CP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확인하고, CP프로토콜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CP를 개발하여, 원내 정

식 등록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대장암클리닉 전체로 확대 적용하였다(부록 1). 

 

 

D. 표준진료지침의 변이 

 

표준진료지침을 실제 임상에 적용 시 변이(variance)가 발생하는데, 이는 CP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료를 반영한 것이며, 전체 인구를 바탕으로 한 모든 환자를 

포함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 디자인된 CP는 정의된 대상의 60~80%에 적

용하게 된다. 이것은 CP가 오직 보통의 평범한 환자들만을 위해 디자인될 수 있

기 때문이며, 모든 대상질병군이 똑같은 진료과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CP는 너무 획일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마치 CP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됨

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태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정진상, 

1999; Cheah, 2000; Hunter et al., 2008). 

몇몇 환자는 CP적용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료 과정이나 중재, 결

과에 변이로 작용하게 된다. 변이란 재원기간 동안 CP계획(protocol)의 시간대 

속에서 미리 결정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대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즉 CP에 의한 의료행위 외에 발생하는 환자의 결과나 의료진의 

행위를 말한다(Pearson et al., 1995). 

가장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가 제공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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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떻게 환자가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변이는 항상 존재한다. 변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적인 변이는 환자 과정에서 목표를 예상보다 

일찍 달성했을 경우, 예를 들어 통증에 대한 약물이 필요 없을 때, 중재에 대한 

환자교육이 예상보다 일찍 성공적으로 끝냈을 경우이다. 부정적인 변이는 환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목표 달성 시기가 늦어지거나 계획되지 않은 중재

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이다. 

변이분석은 지속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CP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변이분석 및 평가 과정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변이의 발생결과, 추후관리, 재입원 및 외래 방문의 여부 등을 모두 기록해야 하

며, 변이 발생시 관련된 의료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변이를 분석하고 환

자에게서 흔히 생기는 변이의 원인 빈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CP의 기준, 과정, 변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CP에 관련된 

모든 다학제간 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법은 의사와 의료제공자에

게 임상적인 결정과 CP진행에 있어서 이해와 비판적인 평가를 불러오도록 할 수 

있다(송연화, 2003). 또한 의료진과 CP개발 팀은 변이자료를 통해 CP자체를 변

경해야 하는지 또는 병원의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수반되어야 한다(Lynn et al., 1997). 

타당한 사유 없이 환자진료에 변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의료제공시스템이 변화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진료지침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진

료지침과 연구결과 또는 임상관련측정도구에 의해 갱신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

소 CP가 환자진료과정에서의 변이를 줄이고 환자의료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변이분석은 환자진료의 모든 면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개정, 

교정하게 하는 강한 도구이다. 이에 변이자료는 가장 유용한 의료교육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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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과정을 바꾸는 합법적인 도구이다(Coffey et al., 2005). 

Mosher(1992)이 요추척추궁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위한 표준진료지침서를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의사들은 표준진료지침서에서 

변이(variance)를 봄으로써 환자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하였으며, 

Hyett(2007)도 변이분석을 통해서 환자 진료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변이관리는 표준진료지침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진행구성의 한 

부분이다. 일단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에 직접 적용하는 경우,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이의 빈도와 원인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의료진은 개발된 표준진료지

침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Cheah, 

2000).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개

발된 표준진료 지침에 대한 지속정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듯 표준진료지

침의 임상 적용효과(clinical outcome), 변이관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과

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복강경대장절

제술 후 표준진료지침의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효과와 변이를 분석하고, 간호사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시하며, 간호사의 환자 중재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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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복강경 대장절제수술 환자를 위해 개발된 CP의 

적용효과와 변이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1. 표준진료지침 적용 및 비적용 대상자 

서울 소재 Y대학병원 대장암클리닉에서 대장암으로 진단받고 복강경 대장절제

수술을 시행하고 퇴원한 20세 이상의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CP적용군은 

201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복강경 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을 시행 받

은 환자 50명이며, 대조군은 1년 전 같은 기간인 201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51명으

로 총 101명이다. 

 

연구의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직장암 환자 

 응급 수술 환자 

 수술 전 병기가 4기로 타장기로의 전이가 확인되어 복강경대장절제술과 함

께 타장기 절제술을 같이 시행 받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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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score 3이상인 환자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고도의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 또는 중증도 전신질환 환자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환자 

(예: 중증도 심장질환, 협심증, 치유된 심근경색, 혈관 합병증을 동반한 당

뇨병, 중증도 호흡기 질환 또는 1년 이내에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약물로 

협심증을 치료하고 있을 때) 

 

2. CP적용에 따른 간호사 만족도 조사 설문 대상자 

Y대학병원에서 CP를 적용한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3개의 외과병동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 연구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복강경 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과 임상적용에 대한 

평가지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진료지침 적용효과 

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환자 1인당 총 진료비, 퇴원 시 통증강도,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 계획되지 않은 응급실 방문횟수를 의

무기록을 통하여 환자 입원 일로부터 퇴원 후 30일까지 조사하였다.  

① 총 재원일수는 외과병동에 입원하여 퇴원한 기간까지를 일수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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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술 후 재원일수는 수술일을 제외한 수술 후부터 퇴원한 기간까지의 일수

를 조사하였다. 

③ 환자 1인당 총 진료비는 원무과에서 발행한 입원진료 계산서를 근거로 산정

한 입원 진료비를 의미한다. 

④ 퇴원 시 통증은 퇴원 당일 환자가 호소한 통증을 Numerical Pain Intensity 

Scale(NPIS)로 나타낸 것으로, 0점은 ‘통증없음’에서 10점은 ‘최악의 통증’

으로 통증정도를 0에서 10까지 표현하도록 하여 점수화 하였다.  

⑤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대장

절제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계(무기폐, 폐렴)합병증, 위장계(장폐색)합병

증, 수술창상감염(복강내감염, 피부상처 감염), 비뇨기계 합병증(소변저류, 요도

감염)을 의미한다.  

⑥ 응급실 방문횟수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계획되지 않은 응급실을 방문한 횟

수를 의미한다. 

  

2. 표준진료지침의 변이 발생 기록 

변이는 사정(사정누락, 추가사정), 처지(처방변경, 처치지연, 추가처치), 검사(검

사취소, 추가검사), 투약(추가처방, 투약변경, 투약중지), 퇴원일정(조기퇴원, 퇴원

지연)의 5개 항목에 대하여, CP에서 제시하는 처방과 표준시기 및 진료행위와 임

상에서의 수행시기 및 이행 여부를 비교하여, 변이 발생시 이를 변이발생기록지에 

기록하였다(부록 2). 

 

3. CP적용에 따른 간호사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CP적용에 따른 간호사의 만족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설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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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2007)와 김정숙(2001)이 개발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검토하

여 이용하였다(부록 3). 

 

 

D. 자료수집 

본 연구는 Y간호대학 연구심의 위원회(IRB)의 심사 후 승인을 받아 대장암전

문 클리닉 환자를 대상으로 CP적용군과 비적용군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내

용을 분석하였으며, CP적용군에서 변이 발생시 환자의 변이 원인 분석을 위해 관

찰, 면접의 방법으로 그 사례의 문제를 수집하였다.  

간호사 만족도조사 설문지는 3개 병동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총 

4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설문지 미응답자 4명을 제외한 총 41부의 

설문지(응답률 91.1%)를 최종 분석하였다.  

 

 

E.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9.2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일반적인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였다. 

2.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간의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3.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효과 항목(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환자 1인당 총 

진료비, 퇴원 시 통증강도, 합병증 발생빈도, 응급실방문횟수)에 대한 분석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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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방법을 이용하였다. 

4. CP적용군과 비적용군의 합병증 발생빈도, 항생제투여일수, 퇴원 시 통증강도, 

응급실 방문횟수, 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환자 1인당 총 진료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5. 변이분석과 CP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의견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6. 변이 발생 고빈도군과 저빈도군의 환자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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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A. 연구대상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복강경대장절제술 CP의 적용군은 50명이며, 비적용군이 51명으로 연구대상자

는 총 101명이었다. 성별분포는 CP적용군에서 남자가 33명(66%), 여자가 17명

(34%)이었고, 비적용군에서는 남자가 24명(47.1%), 여자가 27명(52.9%)이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CP적용군의 평균 연령은 62.3세, 비적용

군의 평균연령은 64.9세였다.  

주요동반질환의 유무에 관하여 CP적용군의 경우는 33명(66%)이 동반질환이 

있으며, 비적용군의 경우 38(74.5%)이 동반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 

대상자의 약 70%가 1개 이상의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

질환을 자세히 살펴보면 50명의 적용군에서 22명이 고혈압이 있으며, 당뇨는 11

명이 있었다. 그 중 7명은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었다. 그 외 동반질환으로 뇌

출혈, 뇌경색 과거력과 A형 간염, B형 간염, 부정맥, 관상동맥폐색증, 천식, 만성

폐쇄성폐질환, 간질, 골다공증, 강직성척추염, 고지혈증, 베쳇씨병 등이 있었다.  

51명의 비적용군에서는 27명이 고혈압이 있으며, 그 중 9명은 고혈압과 당뇨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 외 동반질환으로는 뇌졸증 과거력과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판 폐쇄부전,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파킨슨병, 고지혈증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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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경험은 과거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를 시행하여 수술을 받은 과거력을 의

미하며, CP적용군에서 23명(46%)이, 비적용군에서는 24명(47.1%)이 수술 경험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P적용군의 과거수술명으로는 충수절제술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스텐트삽입술, 인공관절치환술, 담낭

절제술, 자궁절제술, 폐절제술, 신장절제술, 췌·십이지장 절제술, 척추협착증 수술, 

치질수술, 낙상사고 인한 두개골파열로 시행한 뇌수술, 교통사고로 인한 팔수술, 

다리수술, 정맥류수술 등이 있었다. 비적용군의 과거 수술력도 충수절제술이 6건

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담낭절제술, 자궁절제술, 신장의 양성종양

제거술, 척추협착증 수술, 치질수술,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파열로 시행한 뇌수술, 

교통사고로 인한 어깨수술, 지방종 제거수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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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대상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N=101) 

특 성 
비적용군(n=51) 

n(%) 

CP적용군(n=50) 

n(%) 

성별 남 22(43.1) 33(66.0)  

여 29(56.9) 17(34.0)  

나이 49세 미만 5  (9.8) 4  (8.0)  

50~59세 11(21.6) 14(28.0)  

60~69세 16(31.4) 18(36.0)  

70세 이상 19(37.3) 14(28.0)  

평균±분산 64.90±12.23 62.26±12.24  

동반 질환 유 36(70.6) 33(66.0)  

무 15(29.4) 17(34.0)  

수술 경험 유 23(45.1) 23(46.0)  

무 28(54.9) 27(54.0)  

BMI† 평균±분산 24.30±3.41 23.92±3.63  

† BMI: 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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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효과 분석 

 

1. 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총 진료비, 퇴원 시 통

증강도 비교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표준진료지침 임상적용효과는 <표 2>제시되어 있다. 

재원일수는 총 재원일수와 수술 후 재원일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총 재원일수는 

CP적용군은 평균 7.38일, 비적용군은 평균 11.76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재원일수 역시 CP적용군이 5.18일, 비적용군이 

8.64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수술 후 재원일수를 일별로 비교해보

았을 때, CP적용군은 수술 후 4일째와 5일째 퇴원한 환자가 각각19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적용군은 수술 후 8일째 퇴원한 환자가 14명(27.6%)로 가장 

많았다. 진료지침에서 제시하는 퇴원 기한인 수술 후 5일 이내 퇴원한 환자수는 

CP적용군은 38명으로 78.0%인데 반해, 비적용군은 8명으로 15.6%였다.  

복강경 대장절제술 환자의 총 진료비는 CP적용군이 4,515,219원이고, 비적용

군이 4,783,365원으로 CP적용군이 20만원가량 진료비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퇴원 당일 오전에 측정한 통증 호소 강도는 CP적용군이 통증 강도가 평균 

1.82, 비적용군이 1.56으로 CP적용군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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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표준진료지침의 임상적용효과 비교      

(N=101) 

항 목 
비적용군(n=51) 

평균±분산 

CP적용군(n=50) 

평균±분산 
t p 

총 재원일수(일) 11.76±4.87 7.38±1.60 6.09 <.001 

수술 후 재원일수(일) 8.64±4.62 5.18±1.53 5.08 <.001 

총 진료비(원) 4,783,365

±1,448,662

4,515,219

±903,419

1.11 .268 

퇴원 시 통증정도§ 1.56±0.83 1.82±0.69 1.65 .102 

§ 퇴원 시 통증정도: 퇴원 당일 오전에 환자가 호소한 통증을 Numerical Pain Intensity 

Scale(NPIS)로 나타낸 것으로 0~10점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통증이 적은 것이다. 

 

2.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비교 

 

수술 후 합병증은 수술 후 입원기간 중에 발생한 합병증에 대하여서 호흡기계 

합병증(무기폐, 폐렴), 위장계 합병증(장마비), 수술창상감염(피부/피하 절개 감염, 

깊은 장기감염), 비뇨기계 합병증(소변저류, 요로감염)을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 

집단간 비교하였다<표 3>.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에 합병증 발생빈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CP적용군이 14

명(28%)이었으며, 비적용군에서는 17명(33.3%)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

다.  

전체 합병증 발생 건수는 CP적용군에서는 총 18건의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CP

비적용군은 총 19건이 발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합병증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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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총 환자수는 CP적용군에서 13명이었는데 이는 5명의 환자가 2개의 합병증이 

함께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비적용군에서는 17명의 환자에게서 합병증이 발생하

였는데 그 중 2명의 환자가 2개의 합병증이 같이 발생하였다.  

 

<표 3>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비교    

  (N=101) 

수술 후 합병증 

비적용군 

(n=51) 

n(%) 

CP적용군 

(n=50) 

n(%) 

X² p 

호흡기계 합병증 

(무기폐, 폐렴) 

유 8(15.7) 6(12.0) 0.287 .403 

무 43(84.3) 44(88.0)   

위장계 합병증 

(장마비) 

유 1  (2.0) 4  (8.0) 1.957 .175‡ 

무 50(98.0) 46(92.0)   

수술창상감염  

 

유 4  (3.9) 3  (2.0) 0.133 .511‡ 

무 47(96.1) 47 (98.0)   

비뇨기계 합병증 

(소변저류, 요로감염) 

유 6(11.8) 5  (8.0) 0.081 .514‡ 

무 45(88.2) 45(92.0)   

전체 합병증 발생 건수 19(37.0) 18(36.0) 0.017 .530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17(33.3) 13(26.0) 0.650 .278 

‡ Fisher’s exact test  

#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수: 한 환자에게서 두 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복된 경

우는 1명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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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응급실 방문 횟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응급실 방문 횟수는 비적용군에서만 3명의 환자가 응급실

을 방문했으며, CP적용군에는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없었다<표 4>. 

 

<표 4> 퇴원 후 30일 이내에 계획되지 않은 응급실 방문횟수 

            (N=101) 

구분 
비적용군(n=51) 

N(%) 

CP적용군(n=50) 

n(%) 

응급실 방문 유 3  (5.9) 0   (0.0)  

무 48(94.1) 50(100.0)  

 

비적용군에서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응급실에 내원한 3명의 환자의 내원 사유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58세의 여자 환자로 S상결장암을 진단받고 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기간 

중에는 합병증 없이 회복하여 수술 후 10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당일 저녁에 두

유를 먹은 후 시작된 복통이 다음 날 새벽까지 지속되어서 퇴원 다음날 오전에 

응급실을 내원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실시한 신체사정 시에 특이 이상 소견 관찰되

지 않아서 외래에서 주치의 진료 후 peristaltic pain으로 진단받고 특별한 처치하

지 않고 지켜보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응급실 내원 1주일 후 다시 외래 진료 시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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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30세 남자 환자로 상행결장암을 진단받고 복강경우측결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입원기간 중에는 소변저류 외에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하여 수술 후 8일

째 퇴원하였다. 퇴원 2일째 되는 날, 수술상처에서 갑작스런 다량의 배액물로 인

해서 응급실을 내원하여 수술상처절개로 진단받고 경구 항생제를 처방받고 상처

치료 후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상처 치료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외래 치료실에서 

10일간 매일 상처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다.  

 

사례 3 

61세 여자 환자로 동반질환은 없으며, 상행결장암을 진단받고 복강경우측결장절

제술을 시행 받았다. 입원기간 내에는 합병증 없이 회복하여서 수술 후 7일째 퇴

원하였다. 퇴원 당일 날 밤 11시부터 시작된 복통이 점차 심해지며 구토 등의 증

상 있어서 다음날 오전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장마비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 후 재입원 13일째 퇴원하였다. 1주일 후 다시 외래 진료 시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C. 변이분석 

 

1. 변이 종류와 빈도 

CP적용군 50명이 표준진료지침을 적용받는 동안에 발생한 변이를 (부록 1)의 

변이발생기록지를 이용하여 종류별, 내용별로 분류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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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이의 종류는 사정, 처치, 검사, 투약, 퇴원일정 5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변이의 내용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환자/보호자 

측면에서 ①환자 상태변화로 인한 변이, ②환자의 요구에 의한 변이와 둘째, 의료

진 측면에서 발생한 변이는 ①의료진 결정에 의한 변이, ②의료진 반응시간에 의

한 변이, 셋째, 병원/환경 측면은 ①병원시스템에 의한 변이, ②지역사회와 자연환

경에 의한 변이로 구분하였다.  

50명의 CP적용환자에게서 총 162건의 변이가 발생하였으며, 변이가 하나 이상 

발생한 환자는 47명으로, 1인당 평균 3.24개의 변이가 발생하였다. 합병증이 발생

한 환자군에서 변이는 1인당 평균 5.78개이며, 합병증이 없는 환자군에서 발생한 

변이는 1인당 2.51개 이다.  

전체 162건의 변이 중에서, 환자/가족측면의 변이는 137건(86.5%), 의료진 측

면은 22(13.5%)건 이었다. 병원/환경 측면의 변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빈도

수가 많은 것은 검사, 처치, 약물 순이었다.  

사정이 누락된 경우는 없었으며, 추가사정 13건은 환자 상태변화로 체온, 혈압 

등을 CP프로토콜에서 결정한 횟수보다 더 자주 확인한 경우이다.  

처치에서 처방변경 5건 중 1건은 환자가 수술 후 투여되는 영양제에 과민반응

을 보여 다른 영양제로 처방을 바꾼 경우이며, 나머지 4건은 수술 후 장마비 증상

으로 인한 식이처방 변경이었다. 처치 지연 22건은 모두 수술 후 2일째 하기로 

되어있던 상처소독을 시행하지 않거나 수술 후 3일째 시행한 경우이다. 반대로 추

가처치 18건 중 8건은 상처 합병증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상처 소독을 추가로 시

행한 경우이다. 다른 8건은 환자 상태 변화로 인한 타과 협의진료였으며, 나머지 

2건은 환자증상 호소로 인한 Levin tube 삽입과 도뇨관 삽입이었다.  

추가검사 41건은 모두 수술 후 환자 상태 변화로 인한 혈액검사(CBC, el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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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e chemistry, PT/PTT) 및 검체검사(blood culture, urine culture, drain 

tip culture)와 영상검사(abd. CT, chest x-ray, abd. x-ray), 기타검사(urine 

residual volume, urine flow rate check)가 추가된 경우이며, CP프로토콜에 있

던 검사가 취소된 경우는 없었다. 

약물의 추가처방 29건 중에서 9건은 환자의 수술부위 통증호소로 인한 NSAID, 

opioid 제제 등의 진통제 추가 처방이었으며, 2건은 허리통증 호소로 인한 patch

제제 처방, 1건은 두통으로 인한 약물투약이 있었다. 수술 후 배변증상으로 인한 

bulk forming 제제의 약물 투약이 8건, 설사증상으로 인한 약물 투약 1건이 있었

으며, 기침약은 3건 있었다. 배뇨불편감으로 인한 비뇨기계 약물 투약이 1건, 수

술 후 혈압상승으로 인한 혈압강하제(adalat)의 투약이 1건 이었으며, 수술 후 칼

륨 상승과 Hemoglobin저하로 인한 약물 투약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수술 후 가

글약을 원해서 처방한 경우도 1건 있었다. 투약이 변경된 경우는 3건으로 모두 

상처감염, 요로감염과 복강내 감염 의증으로 인한 항생제 변경이었다. CP프로토콜

에 있는 약물의 투약이 중지되거나 약처방이 누락된 경우는 없었다.  

퇴원시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변이 중 조기퇴원 19건은 모두 환자가 빠른 퇴원

을 원하여 수술 후 4일째 퇴원을 시행한 경우이다. 퇴원이 지연되어 CP가 탈락된 

사례는 12건으로 그 중에서 9건은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환자 증상호소로 주

치의가 CP탈락을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의학적 문제없이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이 지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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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P적용환자에서 발생한 변이내용과 빈도                               

 (단위: 건) 

내용 

환자/가족 측면 의료진 측면 
변이 

발생(%) 
환자 

상태 

환자 

요구 

의료진 

결정 

의료진 

반응시간

사정 추가사정 13 13  (8.0) 

처치 처방변경 5 5  (3.1) 

처치지연 22 22(13.6) 

추가처치 18 18(11.1) 

검사 검사취소  

추가검사 41 41(25.3) 

투약 추가처방 29 29(17.9) 

투약변경 3 3  (1.9) 

퇴원일정 조기퇴원 19 19(11.7) 

퇴원지연 9 3 12  (7.4) 

합계(%) 137(84.6) 3(1.9) 22(13.5) 162(100) 

 

본 연구에서 CP프로토콜에서 정한 수술 후 5일째 퇴원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

를 CP탈락으로 보았는데, 총 50명의 표준진료지침 적용 환자 중 12명이 CP에서 

탈락하였다. 탈락한 12명의 환자 중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병증이나 증상

호소로 인하여 주치의 결정에 의한 탈락은 9명 이었으며, 주치의가 퇴원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으나 환자의 요구로 퇴원을 미룬 경우는 3명이 있었다. 주치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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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CP가 탈락된 9명의 탈락원인으로는 수술 후 장마비가 3명, 비뇨기계 합병

증이 2명, 수술 후 감염이 2명, 수술 후 복강내 출혈이 1명, 전해질 불균형이 1명 

이었다. 이 9명의 구체적인 탈락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55세 남자환자로 B형 간염 외에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S상결장암으로 진단 

받고 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전 장처치를 CP프로토콜에 맞추어 똑같이 

시행하였으며, 마지막 대변양상도 깨끗함을 확인하였으나, 수술 시 소견상 잔변이 

남아있어서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예상된 환자였다.  

수술 후 2일째까지 지속되는 고열(37.7℃~38.5℃)로 예방적 항생제로 사용하

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piperacilin과 tazobactam의 혼합 항생제로 교체 후 

더 이상의 고열은 없었다. 배액관 제거를 늦추어 배액양상을 확인하고, 수술 후 6

일째까지 장액성으로 깨끗하게 배액되고 활력증후 및 혈액검사 상 특별한 소견 

보이지 않아 배액관을 제거하였고, 하루 더 경과를 관찰한 후 수술 후 7일째 퇴원

하였다.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 1주일 후 정해진 외래 날짜에 진료를 받

았다.  

 

사례 2 

70세 남자 환자로 동반질환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며, S상 결장암을 진단받고 

전방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2일째 연식을 시작하였고, 수술 후 3일째 복

부불편감을 호소하여 시행한 복부 x-ray상 장마비 소견이 보여서 점심때부터 식

사를 물만 먹도록 식이를 변경하였다. 수술 후 4일째 환자 복부팽만감 증상이 호

전되어 점심부터 맑은 유동식으로 식이를 다시 시작하였으며, 수술 후 5일째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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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촬영한 복부x-ray상 장마비 소견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복부 증상도 없어

서 점심부터 죽으로 식이를 바꾼 뒤 수술 후 6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1주일 후 

외래 진료 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복부 x-ray를 촬영하였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다. 10일 후에 다시 외래진료를 시행하였으며 특이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다.  

 

사례 3 

75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 당뇨 동반질환과 7년 전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

은 과거력이 있으며, 횡행결장암으로 우측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CP 프로토콜

대로 수술 후 1일째 도뇨관을 제거한 후 지속적인 빈뇨 증상을 호소하여 비뇨기

과 협의진료를 시행하고 수술 후 4일째 비뇨기과 검사(요속 측정 및 잔뇨검사)시

행 후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되어 경과를 관찰 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합병증 

없이 CP프로토콜에 맞추어 회복하였으나, 환자가 빈뇨증상이 좀 더 호전되면 퇴

원하기를 원하여서 수술 후 7일째 퇴원하였다. 비뇨기과 외래 진료는 환자가 거절

하여서 시행하지 않았으며,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 1주일 후 정해진 날짜

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사례 4 

31세 여자 환자로 A형 간염으로 입원치료 받은 과거력 있으며, 상행결장암으로 

우측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3일째 서혜부 주위에 손바닥만한 크기에 

압통을 동반한 발적 및 부기가 있어서 복부 CT를 촬영하였다(36.8℃~37.5℃, 

white blood cell count 8650, Neutrophil 76.3%, C-reactive protein 

254.35mg/L). CT 결과상 회음부 주변 피부 피하층에 부종은 있으나 복강 내 농

양이나 문합부 누출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연조직염으로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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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하여 투약하고 경

과를 관찰하였다. 항생제를 바꾼 후 발적증상은 점차 호전이 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수술 후 6일째 C-reactive protein 88mg/L까지 감소하고 발적 및 

부종 없어져서 수술 후 7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 1주일 

후 정해진 날짜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사례 5 

62세 남자 환자로 고혈압이 있으며, 횡행결장암으로 우측결장절제술을 시행받

았다. 수술 후 4일째(퇴원 전일)에 복부불편감을 호소하여 시행한 복부 x-ray상 

약한 장마비 소견 있어서 물만 먹도록 식이변경을 하였다. 다음날 환자 증상 호전

되고 복부 x-ray상에도 장마비 호전 소견보여 점심부터 연식 시작하였으며, 이틀

간 더 경과를 관찰하고 수술 후 7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

원 1주일 후 정해진 날짜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사례 6 

79세 여자 환자로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으며, 상행결장암으로 진단받고 우측

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전 Hemoglobin(Hb) 10.9g/dL, 

Hematocrit(Hct.) 32.9%였으나 수술 후 1일째 혈액검사 상 Hb 8.9g/dL, Hct 

27.7%로 낮아져서 철분제제 투여를 시작하고, 수술 2일째 오전 혈액검사 상 Hb 

8.8 g/dL, Hct.27.2%로 더 이상 감소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수술 후 

3일째 시행한 혈액검사상에서는 칼륨 수치가 6mmol/L으로 상승하여(전일 칼륨 

5.4) kelimate 관장을 시행하고, 1시간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칼륨 

5.1mmol/L로 감소하였다. 그 후 더 이상의 Hb수치 저하나, 칼륨 수치의 상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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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고, 다른 합병증은 없었으나 매일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상 이상소견 

및 환자 특이증상 없어서 수술 후 7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 1주일 후 정해진 날짜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날 외래에서 시행한 혈액검

사에서 Hb 10.6g/dL, 칼륨 5.4mmol/L로 정상범위에 있었다. 

 

사례 7 

66세 남자로 고혈압 있으며, 상행결장암으로 진단받고, 우측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2일째 아침에 NPIS 7점의 갑작스런 복통과 함께 39.9℃까지의 

고열로 혈액검사 및 흉부 x-ray, 복부 x-ray, 복부CT검사를 시행하였다. CT 검

사 상 문합부위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장마비 및 무기폐 관찰되어 Levin tube를 

삽입하고 항생제를 piperacilin과 tazobactam의 혼합주사제로 교체하였다. 수술 

후 3일째 37.1℃~38.7℃정도로 체온 유지되었고 환자 복통도 호전되어, 혈액검

사, 복부x-ray, 흉부 x-ray검사 시행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4

일째 복부 x-ray상 장마비 호전되어 Levin tube를 제거하고 수술 후 6일째부터 

맑은 유동식으로 식이를 다시 시작하였다. 수술 후 7일째 연식 먹고 더 이상의 고

열이나 복통 증상은 없어서 경과 관찰하다가 수술 후 9일째 퇴원하였다.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 1주일 후 정해진 날짜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날 외래

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사례 8 

79세 남자로 당뇨, 전립선비대증 진단받았으며, 위암으로 2002년도에 수술 받

은 과거력이 있으며, 상행결장암을 진단받고 우측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1일째 도뇨관 제거 후 자가배뇨를 하지 못하여서 다시 도뇨관을 삽입하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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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기과 협의진료를 시행하였으며, 기존에 먹던 비뇨기과 약물에 Bethanechol CL

를 추가하여 복용 시작하였다. 도뇨관 재삽입 후 5일간 도뇨관을 유지하였고, 수

술 후 6일째 도뇨관 제거 후 자가배뇨 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 후 8일째 퇴

원하였다.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 1주일 후 정해진 날짜에 외래진료를 받

았다. 

 

사례 9 

남자 72세 환자로 고혈압 있으며, 상행결정암으로 진단받고 우측결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Hb.12.3g/dL, Hct 36.5%였으나 수

술 직후에는 Hb9.6g/dL, Hct 28.1%, 수술 후 1일째 오전에는 Hb 8.9g/dL, 

Hct25.3%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변량이 유지되며 활력증후에도 변화가 없어서 지

켜보기로 하였다. 수술 후 1일째 오후 1시경에 배액관으로 혈성분비물이 200cc

정도 배액되어서 다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Hb 7.8g/dL, Hct 23.2%측정되어 수혈

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2일째 이후로 더 이상의 Hb, Hct의 감소는 없었으나 배

액관으로 소량의 혈성양상으로 배액되어 장액성으로 배액양상 바뀔때까지 지켜보

기로 하였다. 수술 후 11일째 배액양상이 점차 장액성으로 맑아지고, 배액량도 적

어져서 배액관을 제거 하였으며, 수술 후 12일째 이상 소견이 없어서 퇴원하였다. 

퇴원 후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 1주일 후 정해진 날짜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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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P적용에 따른 간호사의 만족도 분석 

 

1. CP적용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 

총 조사 인원은 3개 병동의 간호사 41명이었다. 이들의 연령, 경력, 학력을 조

사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경력은 2년에서 5년 미만과 7년 이상이 

각각 13명(19.5%)으로 많았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37명

(90.2%)으로 가장 많았다.  

 

<표 6> CP적용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N=41) 

특성 n(%) 

연령 29세 이하 25(61.0)  

30~39세 12(29.3)  

40세 이상 4  (7.7)  

평균 연령 30.05±5.19  

경력 2년 미만 7(17.1)  

2이상~5년 미만 13(31.7)  

5이상~7년 미만 8(19.5)  

7년 이상 13(31.7)  

평균경력(±분산) 6.43±5.53  

학력 전문대졸업 3  (7.3)  

대학졸업 37(90.2)  

대학원졸업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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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 

CP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복강경대장절제술 CP적용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5명(10.3%), “만족”한다는 응답은 23명(56.4%)이었다. “보통”

이라는 응답은 11명(28.6%), “ 불만족 ” 한다는 응답도 2명(5%)이 있었으며,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CP적용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은 5점, “만족”은 4점, “보통”은 3

점, “불만족”은 2점,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계산하여 간호사의 만족도를 

점수화하였을 때, 6항목에 대한 각 만족도 점수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CP사용이 업무에 효율적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점수가 3.78점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CP 적용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3.76점이었다.  

 

<표 7> CP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 점수  

(N=41) 

문  항 점수 

CP사용이 업무에 효율적이다 3.78±0.65 

퇴원계획 및 퇴원교육을 시행하는데 용이하다. 3.73±0.74 

신규간호사/레지던트 교육에 효과적이다. 3.66±0.69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하기가 용이하다. 3.66±0.73 

의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3.63±0.73 

대장절제술 CP의 적용에 대해 만족한다 3.7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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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의견 분석 

본 CP적용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 CP적용 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개방

형 질문을 시행하였다. CP적용의 장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39명이 의견을 주었

는데, 그 중 26명이 “프로토콜”, “치료계획”, “care plan”이라는 단어를 이

용하며 업무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기재하였다. 즉, CP적용을 통해 정해진 프로토

콜이 있어서 계획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환자 교육 및 설명

이 용이하다는 의견은 9명 있었으며, 그 외 의사에게 매번 확인 받지 않아도 되어

서 업무 효율성이 좋다는 의견도 2명 있었다. 의료진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

다는 의견과 빠른 퇴원을 장점으로 든 의견도 각각 1건씩 있었다. 

CP 적용의 단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는 32명이 의견을 주었다. “상태변화”, 

“합병증”, “돌발상황”, “변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의견이 17명으로, 합병

증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변이가 생겨서 CP 프로토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CP적용이 어려워져서 업무에 혼란이 생기고 복잡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입원기간이 짧다고 지적한 의견은 7명이 있었다. 주치의에 따라 CP프로토콜과 다

른 처방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3명이 지적하였으며, 그 외 타부서의 협조가 부족

하다는 의견도 1명 있었다.  

CP개발 및 적용 시 개선되어 할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양성”, “변수”라

는 단어를 포함하여, 좀 더 CP프로토콜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건이 있

었고, 담당전공의의 CP에 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건 

있었다. 그 외 CP에 대한 환자 교육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4명이 

있었다. CP적용과 관련되어 전산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명, 병원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2명이 있었고, 간호사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는 CP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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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복

강경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의 임상적용효과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되는 변이자료를 수집, 요인을 분석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방향

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에 있는 일 대학병원에서 201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개월간 복강경 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을 적용 받고 퇴원한 50명을 CP적용군으

로, 201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복강경 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 51명을 비적용군으로 하여 총 101명의 자료를 가지고 CP적용 전․후의 

임상적용효과를 비교하였다. 

조사기간 동안의 연구대상자에 해당하는 모든 퇴원 환자들의 각 진료자료를 원

시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 관련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및 기타 의무기록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A. 임상적용효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 관찰한 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1인당 총 진료비, 퇴원시 

통증강도,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 퇴원 후 30일 이내 응급실 방문 횟수 등을 

비교한 임상적용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표준진료지침 적용군의 총 재원일수와 수술 후 재원일수는 적용군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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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7.38일, 5.18일이며, 비적용군이 11.76일, 8.64일이었다. 이것은 적용군이 비

적용군에 비해 총 재원일수가 4.38일, 수술 후 재원일수가 3.46일로 단축된 것으

로 두 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elaney등이 2003년에 발표한 복

강경대장절제술 환자의 표준화 조기회복프로그램 적용효과 연구에서도 CP적용군

과 비적용군이 수술 후 통증이나 합병증, 재입원율에는 차이가 없이 수술 후 재원

일수가 7.1일에서 5.4일로 줄었으며, 환자의 삶의 질, 환자 만족도, 행복감 등도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의 Kiyama et al(2003)의 연

구에서도 위절제수술 환자의 CP적용군이 비적용군에 비하여 총 재원일수가 40.8

일에서 27.1일로, 수술 후 재원일수 역시 28.2일에서 18.1일로 감소하였고 환자

가 부담하는 의료비용도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CP를 통 재

원일수가 단축되었다는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배병순, 2008; 신미옥, 2000; 

이동훈, 2007; 장정하, 2004) 

홍성옥(2000)의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실태조사연구에서는 70%의 

의료진이 CP적용을 통해 가장 큰 기대효과는 의료비용절감의 효과라고 

대답하였으며, 재원일수 단축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대답은 65.0%로 조사되었다. 

수술환자의 입원비용이 입원에서부터 수술 후 2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을 통한 재원일수의 단축은 

병상회전율의 증가로 병원의 수익증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일수의 단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 또는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진과 

퇴원시점에 대한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 조용걸(2010)의 CP적용효과 

연구에서도 63명의 환자 중 10명의 퇴원이 지연되었는데 그 중 1명만 의학적 

문제 발생으로 인한 것이었고, 나머지 9명은 환자의 불안이나 안정, 집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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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것 등을 이유로 퇴원이 지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통하여 입원 전 외래에서 

미리 한 차례 표준진료지침의 진행과정을 교육하고 퇴원예정일에 대하여 

안내하여 환자의 이해를 높였다. 입원 후에는, 수술 전 진료의사로부터 필요한 

사전 정보를 듣고 질병을 이해하며, 수술 후 담당간호사 및 본 연구자에 의해 

수술 후 회복과정에 대한 교육이 재차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의료진은 환자의 퇴원 

의지도 퇴원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였다. CP 프로토콜 상 수술 후 5일째 퇴원이 

기준이었으나, 환자가 빨리 퇴원하길 원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환자 회복에 문제가 

없을 시 4일째 퇴원한 환자가 19명이 있었다. 반대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좀 더 입원해 있길 원하는 환자도 3명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무리하게 

퇴원을 강요하지 않고 환자가 퇴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 환자들은 

수술 후 6일, 7일째 퇴원하였다. 이처럼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적용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간호사를 비롯한 관련부서 

직원의 표준진료지침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며, 대상환자나 보호자의 

의료에 대한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 이처럼 CP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의 상호협조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P개발 

단계에서부터 환자, 보호자뿐 아니라 관련 직원들의 교육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CP적용 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표준진료지침 적용군의 평균 총 진료비는 적용군이 

4,515,219원으로 비적용군의 4,783,365원에서 약20만원 가량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CP를 적용함으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나 

간호원가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많았으나(김정숙, 2001; 배명순, 2008; 성영희, 

2000; 조혜진, 2002; Kiyama, 200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45 



연구들도 있었다(김은옥, 2004; 박혜옥, 2002; 유연엽, 2010; 이동훈, 2007). 

Rotter 등이 2008년과 2010년에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CP적용을 통해 

합병증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출 수 있으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감소되었으나, 이종분석에서는 진료비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역시 일인당 평균진료비의 감소가 약 20만원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구가 진행된 본 대학병원에서만 2010년 

복강경대장절제술을 450건 이상 시행하였으며, 따라서 일인당 평균 약 20만원의 

차이는 연간 약 1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특히 대장암은 진단 및 수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처럼 국민의료비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으로는 진료비 부담 감소폭이 작으나, 국가적으로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퇴원 시 통증강도는 적용군이 1.82로 비적용군이 1.56이었던 것에 비해 

숫자상 조금 높았으나, 통증을 0에서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했기에 0.26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다. 본 CP는 퇴원 평가항목에 환자의 통증 점수를 

포함하여서 무리한 퇴원이 없도록 했으며, 연구결과 통증으로 인해서 퇴원이 

미루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넷째는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이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장절제술 후 표준화 

조기회복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수술 후 전체적인 

합병증 발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나, 주요합병증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으나(Spanjersberg et al., 2011), Gouvas 등(2009)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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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는 응급실 방문 횟수로, 표준진료지침이 적용된 환자에서 퇴원 후 30일 

이내 응급실 방문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비적용군에서만 3건이 있었다. CP 프

로토콜 상 수술 후 5일째가 퇴원일로 수술 4일째 미리 퇴원평가를 실시하여 전일 

퇴원을 준비하며, 퇴원당일 5일째 다시 한번 퇴원평가를 시행하여 퇴원을 결정하

였다. 이처럼 미리 퇴원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계획된 퇴원을 진행하였고, CP에 맞

추어 무리하게 퇴원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발생하

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도 기존에 발표된 여러 연구와 마찬가지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을 통하여서 의료의 질은 유지하면서 재원일수를 감소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CP를 적용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EBP를 이용한 

CP프로토콜 개발과 다학제적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De Bleser et al(2006)도 CP의 개념으로 특정환자군과 다학제간 팀 접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Kurtine 등(2009)은 10년이 넘는 CP의 실

무경험에서, CP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근거중심의 실무와 최신연구, 

전문가 집단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하여 CP가 적용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llen(2009)도 CP가 임상진료지침이나 진료권고안을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포함한 CP적용에 따른 비용-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환자

들의 1차 의료비용만을 이용하여 적용군과 비적용군을 비교연구하였을 뿐, 표준진

료지침의 개발, 실행 및 유지에 사용한 비용을 감안한 연구는 없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CP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학제간 팀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CP 역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원무팀, 의무기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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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적정진료팀 등 여러 팀원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CP진행을 위해서 전담간

호사가 기존의 역할 외에 사례관리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용-효

과의 효율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CP를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 및 투

자시간, CP를 적용하기 위한 사례관리자의 시간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B. 변이에 대한 고찰 

 

  변이는 CP적용과정 중 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말하다. 실제 모든 환자

가 똑같은 치료과정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므로 CP를 실제 임상에 적용 시 변이

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P가 교본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태

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어느 정도의 자율적

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가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변이가 

나타날 수 있기에 단순히 모든 변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본 연구

에서 조사된 변이는 CP프로토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처방, 합병증에 대한 처치 

및 검사의 추가, 그리고 퇴원지연 등을 들 수 있겠다.  

50명의 환자 중 47명의 환자에서 CP에서 미리 정해진 의료행위와 다른 변이가 

발생하였고, 건수로는 162건의 변이가 수집되었다. 김정숙(2001)의 연구에서는 

26명의 CP적용환자 중 172건의 변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영희

(2000)의 연구에서는 33명의 환자에게서 125건의 변이가 발생, 공정희(2004)는 

23명의 환자에게 183건의 변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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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발생 빈도는 작으나 변이발생에 진단명, 입원기간, 병원시스템 등 많은 영향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어, 단순히 변이발생 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

다고 생각된다. 다만 공정희(2004)의 연구에서 환자/가족관련 문제로 발생한 변

이가 86.3%, 의료인관련문제 13.7%로, 본 연구에서도 86.5%가 환자의 상태 변

화 또는 증상호소로 인하여 발생된 변이였으며, 의료진과 관련하여 발생된 변이는 

13.5%로 비슷하였다.  

환자 상태 변화 또는 증상호소, 합병증 등으로 인한 환자측면 변이의 개별항목

으로는 약물의 추가처방, 처방변경 및 처치, 추가 검사 등이 있다. 그 중 추가 검

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41건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환자의 상태

변화나 합병증 발생 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의 도움을 통해서 확진을 내리고, 추

후 경과가 호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처치가 지연되거나 실시되지 않은 22건은 모두 수술 후 2일째 시행하기로 했던 

상처소독이었다. 최근 복강경 대장절제수술 시에 최소침습수술법(minimally 

invasive surgery)의 하나로 단일절개복강경수술(single port surgery)이 시행되

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술 상처가 1개가 대부분이고 상처크기도 최대 5cm을 

넘지 않아서 굳이 수술 후 2일째 상처소독이 엄격하게 필요하지 않다. 또한, 최소

절개술의 경우 봉합사 대신 생체접착제를 이용하여 상처를 봉합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술 후 2일째 상처소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수

술 후 2일째 상처소독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변이의 원인 분석을 통해서 

획일화된 CP프로토콜이 불필요한 변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다. 앞의 문헌고찰에서도 언급되었듯

이 CP는 너무 획일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적용이 가능

하도록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Coffey, 2005). 또한, 변이 분석을 통해서 순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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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변이가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프로토콜에서 

제시되었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변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CP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

지를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표준진료지침 적용 중 발생하는 모든 개별 변이들

을 관리하려 하기 보다는 의미 있는 변이자료수집이 중요하다. 표준진료지침을 적

용하며 발생한 변이 중에서 CP적용에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보고기준을 재검토하

여 변이발생보고 및 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보통 변이자료

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 즉 CP탈락

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Hyett et al., 2007). 

이에 본 연구는 CP프로토콜에서 계획한 수술 후 5일째 퇴원을 하지 못한 경우 

CP탈락으로 정하고 기존에 발표된 연구와 달리 이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표준진

료지침을 적용 시 5일째 퇴원하지 못하여서 CP에서 탈락한 환자는 12명이었다. 

탈락 사유로는 수술직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기타 다른 의학적 문제 발생으로 주

치의가 CP탈락을 결정한 경우가 9명 이었으며, 의학적 문제없이 환자 및 보호자

가 퇴원을 미루길 원하여서 CP가 탈락한 경우는 모두 3명이었다. 많은 연구에서 

CP적용의 이점은 많이 보고되었지만 CP적용상의 변이발생에 대한 연구와 CP를 

적용하다가 탈락하게 되는 사례에 대한 연구보고는 드물었다(Hunter et al., 

2008).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

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관찰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성공적인 변이관리 모델은 변이자료 수집, 분석 후 결과를 토대로 의사, 간호사 

및 표준진료지침에 관련된 모든 의료진이 모여서 의사소통하며 변이에 대해 논의

하고, 발생한 변이를 분석 후 그 결과를 CP에 재반영하여 CP의 내용을 지속적으

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시적 또는 후향적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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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 변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변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상하여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C. 간호사만족도에 대한 고찰 

 

CP적용에 따른 간호사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CP를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 5점 기준에 3.76점으로 CP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만족도에 관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100점 기준에 간호사의 만족도는 

93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대부분 CP적용에 만족하였다고 하였다(이인규, 2007). 

다만, 의사의 만족도는 75점으로 간호사와 비교해 낮은 편이었다. 배명순(2008)

의 연구결과에서도 CP 사용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4.6%로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성영희(2000)의 연구에서는 CP를 사용하는 간호단위의 

간호사와 CP를 사용하지 않는 간호단위의 간호사간의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없다

고 발표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에서 시행된 간호사 만족도 조사는 단순한 설문

조사이기에 CP적용에 대한 실무자들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의견 조사 내용을 보면 CP의 장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CP프

로토콜을 통해서 계획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간호업무 파

악이 용이하며, 환자교육 및 퇴원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장점들은 

CP의 적용효과로 이미 많이 거론되는 부분인데, 본 연구의 CP도 이러한 장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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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느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단점으로는 환자상태 변화나 돌발상황으로 인해 퇴원일정이 변경되거나 변이가 

발생되는 경우에 업무에 혼란이 생겨 업무가 복잡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변이의 발생은 CP적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변이관리는 CP적

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변이를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 의의가 있었다고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CP적용 상 단점으로는 입원기간이 짧아서 환자가 불안

감을 가진다는 점이었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퇴원일수의 단축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퇴원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입원 전, 수술 전, 수술 후 여러 차례에 걸쳐 CP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

였으나, 실제 3명의 환자가 심리적인 이유로 퇴원이 지연되었고, 가장 많은 시간

을 환자와 보내는 간호사들의 의견에서도 아직 환자의 불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환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건강관리에 대한 자

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가 포함된 CP프로토콜의 수정이 필요하

다. 그 외 CP적용시의 단점으로 의사가 정해진 프로토콜과 다르게 처방을 내는 

경우에 업무에 혼란이 생긴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다. 보통 CP의 주요 실패원인으

로 진료과 의사의 무관심과 의료진의 참여부족, CP에 대한 지식부족을 꼽는데(김

은경 외, 2001; 홍성옥, 2000),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CP적용의 단점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에 의사의 무관심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Pace et al.(2002)은 300병상을 가진 한 병원을 대상으로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입 1년 후 표준진료지침 프로토콜이 

개발, 작성되어진 데로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프로토콜과 실무에서의 

불일치가 표준진료지침의 커다란 장애요소로서 작용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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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직원의 순응도와 변이조사, 적용효과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을 언급하

였다. 정경희 등(2000)은 직원의 참여 정도가 성공적인 CP 적용에 중요한 요소

가 되며 이러한 직원 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진료지침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를 막고, 양식을 가능한 짧고 간략하게 표준화하여 의료진들이 사용하기 편리

하게 하고, 표준진료지침 안에서 각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며 발생되는 변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표준진료지침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

백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CP적용효과와, 변이분석 결과, 간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좀 더 발전

된 CP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앞으로 

CP적용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해결책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문간호사를 통한 사례관리 및 CP 운영을 

제언한다. 실제 미국에서 사례관리의 실행은 사례관리자(case manager)라는 담

당자를 따로 두어서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clinical urse specialist; 

CNS)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 사정에 따라 특정한 담당자

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간호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n

초창기 사례관리가 시작된 1988년 New England Medical Center에서 급성진

료시설(acute setting hospital)에서 CP를 적용한 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한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가 사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표준진료지침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수가를 낮추고 환자의 치료결과와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사례관리 효과

를 보고하였다(Zander, 1988). 그 외에도 Cohen(1994)은 다학제간 사례관리프

로그램에서 간호사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며, 

Steele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사례관리자로서 사례관리를 시행 후 

투석환자의 입원기간 및 합병증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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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또한, Ryan (1994)의 연구에 의하면 사례관리담당자가 간호단위에 있

는 경우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많은 학자들이 CP의 적용효과를 높이는데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Ball & Peruzz, 1997; 

Coffey, 2005; Conti, 1996).  

ANA(1991)는 사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수준으로써 학사학위를 가진 간

호사를 권장하고 있다. Flarey 등(1998)은 사례관리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임상경

험과 전문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간호사로서, 학사 혹은 석사학위가 있으면 더 좋

으며, 자주적이고 강력한 대인기술과 효과적 의사소통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

였다. 미국에서는 각 의료기관들이 개별화된 교육을 통하여 사례관리간호사를 양

성하다가 1993년 펜실베이아주 Vilanova 간호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교육을 시

작하여 학사 후 과정과 석사과정으로 사례관리 간호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

였다(Tahan, 1998). 

Gletter 등(1996)은 사례관리자로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의 역할과 기능을 star case management model로 설명하였는데, 이 모델

에서 APN은 사례관리 틀 안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사회적 치료에 대

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갖고 대상

자가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그들의 기능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Gurzick(2010)도 CP를 적용하는 사례관리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

람이 전문간호사(clinical nurse specialist)라고 주장하였는데, 사례관리자는 근거

중심의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전문가이며, 환자뿐 아니라 동료 의료진의 교

육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에는 전문간호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

다. 또한, 전문간호사는 최신지견과 근거중심의 실무를 바탕으로 임상간호를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진료지침을 적용 시 CP를 단순한 정형화된 적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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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에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CP들을 

소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김소야자(1996)는 사례관리자는 

대상 질병이나 기관에 따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기타 다른 전문인 등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요구를 결정하고 개별화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급

성진료시설에서는 전문간호사가 더 적당하며, 만성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경우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 환

자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환자의 건강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심리, 생리, 

사회, 정신적 건강이론 등의 광범위한 이론적 기초를 갖추고 있고 기관간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연락 및 상담역할을 담당하고 환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이 용

이하므로 사례관리자로서 가장 잘 준비된 일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른 여러 연구

에서도 사례관리자는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석사학위를 가진 간호사가 적

합하다고 기술하고 있다(성영희, 2000; 신은영, 2002; 정경희 외, 2000). 

이상과 같이 사례관리는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에 기여함으로 간호학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례관리자로 간호사를 활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율성이 증가되고 다분야적 접근으로 전문간호사제도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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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병원에서의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한 연구로 특성이 상이한 병원에의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자료 수집에 있어 주로 의무기록을 이용하였으므로 기록의 

누락, 오류, 제한적인 기록 등의 기록의 한계가 있다. 

셋째, 원가와 비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총 진료비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개별적이고 정확한 수가분석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진료지침 개발 기준이 

마련되고, 전담사례관리자를 두어 다양한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적용될 경우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환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보다 명확히 정의되고 정확히 측정된 자료들을 이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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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진료비용의 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복강경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에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일 대학병원에서 대장암을 진단받고, 복강경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2011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원하여 표준진료지침을 

적용 받은 환자 50명을 적용군으로 하고, 2010년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

원하여 복강경대장절제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 51명을 비적용군으로 하였다. 

표준진료지침의 적용효과는 총 재원일수, 수술 후 재원일수, 환자 1인당 총 진

료비, 퇴원 시 통증강도, 수술 후 합병증 발생빈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 계획되

지 않은 응급실 방문횟수 등을 평가지표로 결정하여 적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진료지침 적용함으로써 총 재원일수가 11.76일에서 7.38일로 약 4일

(41%)이 단축되었으며, 수술 후 재원일수는 8.64일에서 5.18일로 약 3일(42%) 

이 단축되어서 병원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수술 후 통증, 합병

증 발생빈도, 응급실 방문 횟수에 CP적용군과 비적용군간에 차이가 없어서 의료

의 질이 유지되었다.  

2.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하며 발생한 변이는 86.5%가 환자상태와 관련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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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CP적용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 조사에서 5점 기준에 3.76점으로 CP적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복강경대장절제술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적

용할 경우에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의료전

달체계임을 검증하였다. 일 대학병원에서 복강경대장절제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시

행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타 의료기관이나 타 질환에 적용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관련분야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B.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실무를 위한 제언 

1)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점

차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

사의 업무영역 개발이 필요하다. 

2) 표준진료지침 및 사례관리가 근거중심의 실무 및 질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로써 확립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의 체계적인 양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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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이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고, 계속적인 평가 및 수정·보

완을 통해 CP프로토콜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학제 전문가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를 위한 제언 

1) 본 연구의 표준진료지침을 장기간 임상에 적용하여 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의 표준진료지침 적용을 통한 환자 만족도, 피로도, 조기퇴원을 통한 

환자의 일상생활로의 회복과정, 삶의 질 등 환자측면에서의 임상적용 결과를 비교

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3) 중증도가 높은 직장암 및 외과의 다빈도 질환 등 질환의 중증도별로 차이가 

있는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표준진료지침의 적용분야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4) CP적용에 있어 사례관리 간호사의 역할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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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복강경 대장절제술 환자를 위한 CP

◈  Colon Cancer(laparoscopy) Critical Path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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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BID
□I/O BID
□통증사정 TID
□H/V check TID
□wound check BID
□bowel movement
□stool passing
□오심/구토/복부팽만
□Diet tolerance

□V/S BID
□통증사정
□Gas passing
□stool passing
□오심/구토/복부팽만
□Diet tolerance

처치

■Anti skin test
  □negative
  □positive =>notify Dr.
□수술부위 면도 및 세척
□동의서 작성
  : 수술, PCA, 유전자,
   교육∙상담(비급여)

시작□IV시작

□O
□S

2 3L apply
CD apply

□O2 stop at 6AM
□SCD stop at 12PM
□도뇨관 제거 at 10
: 4시간 후 자연배뇨
  if, Nelaton cat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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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 remove
   (confirm 후)
□IV제거
□퇴원처방:약,OPD

□H/V remove
  (confirm 후)
□발사
□퇴원

검사

□수
 :C
  R
  U

술직후 Lab
BC,Electro,PT/PTT
outine chemistry
/A

□6am Lab
  :CBC,Electro, PT/PTT,
   Routine chemistry,U/A

□6am Lab:(결과보고 퇴원)
  CBC,Electro,PT/PTT
  Routine chemistry
  CEA

투약

■자가약 확인
   □BP □Cardio
   □항응고제 □기
□Colyte 4L(4hrs)
■Colyte후 변양상
  (if, 잔변 있을 시
Dr. =>추가처치)
□IV Fluid 시작 :H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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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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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변이발생기록지

변이발생기록지

   Unit No.                 성함 

종류

 가.환자/가족 측면 : 환자상태, 환자요구

 나.의료진 측면 : 의료진 결정, 의료진 반응시간

 다.병원/환경측면 : 병원시스템, 지역사회/자연환경

내용  1.사정 2. 처치 3. 검사 4. 투약  5. 퇴원일정 6. 기타

세부내용

 사정: 사정누락, 추가사정

 처치: 처방변경, 처치지연, 추가검사

 검사: 검사취소, 추가검사

 투약: 추가처방, 투약변경, 투약중지

 퇴원일정: 조기퇴원, 퇴원지연

발생일시 종류 내용 세부내용 문제내용 원인 처리방안



(부록 3) CP적용에 따른 간호사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연구 참여 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대장암 환자의 복강경대장절제술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의  

적용효과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의 목적, 방법, 기대효과,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본인은 상기 설문에 참여하기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합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과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0 1 1 년 6 월  일  

연구 대상자  

성 명 (서명) 

주 소 
 

연락처 
TEL: 

H.P:  

연구자 

성 명 정혜정 (서명) 

연락처 TEL: 010-2264-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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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적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에서 임상간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석사논문을 준비

하고 있는 정혜정이라고 합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본원에서 대장암 복강경절제술 환자에게 적용중인 CARE CP에 관하

여, CP적용 실무자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CP적용의 장단점과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

여 보다 효율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답변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더 좋은 CP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 사용 될 예정이오니 바쁘

시더라도 부디 본 설문에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다음은 CP적용이 기존의 대장절제술 환자의 치료과정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답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환자, 보호자에게 교육하기가 용이하다.      

의사(간호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퇴원계획 및 퇴원교육을 시행하는데 용이하다.      

신규간호사/레지던트 교육에 효과적이다.      

CP사용이 업무에 효율적이다      

CARE CP의 적용해 대해 만족한다      

 

2. CARE CP적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3. CARE CP적용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4. 앞으로 CP개발 및 적용 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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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5. 귀하의 성별은?   1)남자     2)여자 

 

 

6. 귀하의 연령은?    만       세 

 

 

7. 귀하의 임상경력은?   만       년 

 

 

8. 귀하의 최종학력은?  

1)전문대 졸업          2)대학 졸업          3)대학원 졸업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Effects of the Critical Pathway of Laparoscopic Colon Resection 

in Colon Cancer Patients 

 

Jung, Hye Jeong 

Department of Clinical car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A critical pathway (CP) is defined as an optimal care process, 

sequencing, and timing of intervention by multidisciplinary health care teams 

for a particular diagnosis and procedure.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ost-effectiv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a tool for quality control of 

health services by standardizing care practices based on evidence-based 

practice. And analyzing variance of CP is also critical to maintain and improve 

its quality.  

 

Purpose: To investigate effectiveness and variance of a critical pathway for 

laparoscopic colon resection in colon cancer patient, and nurses ’ 

satisfaction with the CP. 

 

Methods: A CP for laparoscopic colon resection was applied to the CP-group 

that included 50 patients who underwent elective laparoscopic colon 

resection between March and May, 2011. The non-CP group included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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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ho underwent the same operation during March to May, 2010 

without the CP applied.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with patients’ 

characteristics, length of hospital stay, postoperative hospital stay, 

healthcare costs, pain score, postoperative complication, and emergency 

room(ER) visits within 30 days after discharge. Data were collected from 

review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analyzed with t-test and chi-

squared tests. 

 

Results: The means of length of hospital stay were 11.76 and 7.38 

days(p<.001) and the length of postoperative hospital stay were 8.64 and 

5.18 days(p<.001) in the non-CP group and CP group, respectively. The 

total healthcare cost was reduced about ￦200,000 bu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for pain score, postoperative complication, or the 

number of ER visits after discharge in 30 days. Nurses’satisfaction with the 

use of CP was favorable and the mean score of the satisfaction was 3.76 out 

of 5-point Likert scale. 

 

Conclusion: There are clear benefits of the use of CP, resulting in  

standardized and effective patient care. Recommended changes to current 

practice derived from the research findings will require continuous audit to 

maintain the CP updated. Also nurse practitioners should be trained and play 

a role as a case manager in CP to improve the quality of patients’ care. 

Key word: critical pathway, colon cancer,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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