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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의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 분석 

 

본 연구는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 분석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전/ 후의 

대상자에게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을 환자성과로 

분석하는 후향적 관찰연구이다.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 분석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전, 후의 대상자에게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을 환자성과로 비교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 년 8 월 1 일부터 2010 년 7 월 31 일까지 K80.2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K81.1 만성담낭염, K82.9 담낭의 용종(폴립)을 주상병명으로 퇴원한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이 적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찰군과 비교군을 선정하였다. 관찰군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 2010 년 7 월 

31 일까지 입원한 대상자 143 명, 비교군은 2008 년 8 월 1 일부터 2009 년 7 월 

31 일까지 입원한 대상자 106 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수술부위감염 여부는 

관찰군 4 명(3.8%), 비교군 4 명(2.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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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기간은 관찰군 평균 2.77 일(±0.98)일, 비교군 3.63 일(±33.2%)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6). 병원 진료비용은 관찰군은 2,327,144.4 

8(±219,622.10)원, 비교군은 평균 2,308,863.50(±347,642.18)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의 권장을 유도하며 다양한 

환자성과와 이용 지침을 개발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를 위한 간호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가 후향적 관찰 연구로서 연구자료 

이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미래에는 대규모 전향적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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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국내 항생제 처방률은 외국 평균의 2 배에 이르고 국내 항생제 내성균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2008 년 1 분기 조사결과에서도 국내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은 55.75%로 10~40%대인 선진국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2003 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이 청구한 명세서 3 억건 중 1.1%에 

해당되는 314 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 년 전국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은 22.97 DDD/1000 명/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6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으로 심각한 내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유현정, 이강욱, 이은경, 

이진아, & 송유진, 2009). 항생제 남용은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여 

환자 1 인당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비용이 비감염자의 1.3 배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예방적 항생제란 수술 전에 감염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는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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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되는 지침 준수율이 낮고, 기관별 변이가 큰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예비 평가 결과(2006)에서 나타났다. 이에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를 실시하여 수술부위 감염예방 활동 증진에 관심을 제고하고,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며 국민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 년부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급여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김남순 & 이상일, 

2008). 방지환 등(2006)은 국내 55 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실태와 규제 

시스템을 조사한 연구에서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예방적 항생제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방적 항생제를 적용한 후 환자 측면에서 분석한 성과와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 Scher, Bernstein, Arenstein, & Sorensen (1990)는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한 후 청결창상, 청결-오염창상의 수술부위 감염률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사공필용 (2008)은 예방적 항생제 사용 양상과 수술부위 

감염발생의 관련성 연구에서 수술 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술 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전부터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술부위감염 발생의 비교 위험도가 0.12 배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김경훈 등(2010)은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수술부위 감염 발생의 관련성 

연구에서 담낭수술에서 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환자는 

수술부위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예방적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환자성과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수술부위 감염률에 대한 보고를 주로 이루고 있으나 그 외의 환자성과 수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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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 등과 같은 의료이용도와 관련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예방적 항생제 적용대상 수술 중 다빈도 수술이면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수술인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여 

따른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의 차이 그리고 병원진료비용으로 

선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도모하고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관련 

환자 성과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질적인 간호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전과 후의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의 환자성과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한 관찰군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군의 감염여부를 분석한다.  

둘째,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한 관찰군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군의 수술 후 재원기간을 분석한다.  

셋째,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한 관찰군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군의 병원진료비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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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 정의 

 

1.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1) 이론적 정의 

수술 전에 감염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감염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2) 조작적 정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를 

근거로 하여 수정 보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1) 예방적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는 피부 절개 전 1 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2) 1 세대 또는 2 세대 Cephalosporin 계열 항생제를 사용하고 3 세대  

Cephalosporin, Aminoglycoside 계열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계열, 세대별로 항생제를 병용투여 하지 않는다.  

(3) 수술 후 1 일까지만 예방적 항생제를 적용한다. 단, 치료적 항생제로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자성과 

1) 이론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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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적 정의 

(1) 수술부위 감염여부 

본 연구에서 수술부위 감염은 미국 CDC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증상이 수술한 날부터 퇴원하는 날 사이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①  절개부위 또는 기관/심부에 위치한 드레인에서 농성 배액이 있는 경우 

②  절개부위 또는 기관/심부에서 무균적으로 채취한 검체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③  38℃ 이상의 발열이나 국소동통, 압통, 발적 등 감염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고, 수술창상의 심부가 저절로 파열되거나 외과의사가 

개방한 경우 

④  조직병리검사 혹은 방사선 검사 등에서 심부절개부위 또는 기관, 강의 

농양이나 감염 증거가 관찰된 경우 

⑤  수술의나 주치의 또는 감염내과 의사에 의해 수술부위 감염이 진단된 

경우 

 

(2) 수술 후 재원기간  

본 연구에서 수술 후 재원기간은 해당 수술이 발생한 입원 건의 수술 한 

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의 재원일수이다.  

 

(3) 병원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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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병원진료비용은 해당 수술이 발생한 입원 건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금액으로 환자의 비용발생총액에서 

환자부담금액 중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금액을 제외하고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등의 직접비용으로 산출한 총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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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예방적 항생제의 효용성과 적용 현황 

예방적 항생제란 수술 전에 감염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 

원, 2008).  

임상 질 지표는 제공된 임상 진료 서비스를 진료양상, 결과와 관련지어 표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고 관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변수나 특성을 

말하며, 과정, 결과 어느 측면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임상 질 지표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임상적·운영적 효과성 및 효율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요법은 수술을 받을 

예정인 환자에게 수술 부위 감염의 발생을 줄일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청결창상 수술에서 예방적 항생제는 외인성 미생물이 인공삽입물이나 수술부위 

등에 달라붙어 집락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청결-오염창상에서는 

수술부위에 오염된 내인성 미생물의 수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하로 

낮추기 위해 사용하였다(이신영, 2004). 

효과적인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예방적 항생제 내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원인도 매우 복잡하지만 예방적 

항생제 과다 이용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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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경제적 비용 절감과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통한 질 보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이다(Gorecki, Schein, Rucinski, & Wise, 1999).  

예방적 항생제의 적정 사용은 일부 특정한 청결 수술과 다양한 청결-오염 

수술에서 수술 후 감염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Bratzler & Houck, 2005).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나라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응증, 투여시점, 항생제 선택과 투여기간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통한 수술부위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보건부서 및 전문기관,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연대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2002 년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수술감염예방 프로젝트(National Surgical Infection 

Prevention project)를 수행하여 수술 시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질 개선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지속적인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 관리를 

해오고있다(‘National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NNIS) System Report, 

2004).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와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공동으로 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적절한 항생제 선택, 수술 종료 후 24 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중단을 

권고안으로 국가수술감염 예방프로젝트(National Surgical Infection Prevention 

Project)를 미국 전역의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Bratzler & Houck, 2004). 이 권고안을 근거로 미국에서 2001 년 수술을 받은 

메디케어 환자의 의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평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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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 투여율 55.7%, 임상 질 지표에서 권고하는 항생제 

투여율 92.6%, 수술 후 24 시간 이내 중단율은 40.7%였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는 지속적으로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3 개의 과정지표를 

모니터링하였고, 메디케어 환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분석한 결과 , 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율은 69.7%, 임상 질 지표에서 권고하는 항생제 투여율 

92.2%, 그리고 수술 후 24 시간 이내 항생제 중단율은 52.9%로 초기에 비해 점차 

향상되었다(Bratzler & Houck, 2005).  

일본의 11 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수술 의사들에게 6 개 수술의 실행에 대한 

설문지 조사 연구를 한 결과, 예방을 위한 예방적 항생제의 평균 투여기간이 

1.6 일에서 5.8 일까지 수술에 따라 다양했다. 또한 병원마다 투여기간이 

다양했으며 3 세대 Cephalosporin 을 cataract 수술의 50%에서 처방하고 

hysterectomy 의 43%가 처방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여러 지침이 있지만 아직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며 근거에 기초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와 

의료기관에서 둘 다 우선시되어야 하였다고 제안하였다(Sekimoto et al., 2004). 

국내에서는 2007 년부터 요양급여적정성평가와 의료기관평가에서 수술부위감염 

예방활동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질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예방적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다. 국내 6 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현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받은 비율은 11.2%, 수술 종료 후 투여 

기간은 평균 7.9 일, 24 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 중단율은 0.2%에 불과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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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항생제를 한 가지 계열만 투여받은 환자는 11.9%로, 국내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권고안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방지환 등, 2006). 2007 년 진료내역에 

대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평균 68.4%, 수술 후 24 시간 이내 항생제 중단율은 6.6%, 평균 

투여일은 4.9 일, 병용투여율 58.1% 로 예방적 항생제 예비평가 결과 23.6%, 1.5%, 

7.7 일, 84.4%와 비교하면 상당수준 향상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하지만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예방적 항생제 사용 양상에서 수술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률, 항생제 

사용기간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양상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공필용, 2008). 

 

B.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따른 환자성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의 환자 성과와 관련된 문헌 중 

수술부위 감염여부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Nelson (1983)은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를 24 시간만 사용한 환자군과 일주일 동안 사용한 

환자군의 수술부위 감염률을 비교했는데 유의한 감염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Scher (1997) 는 수술증례에 대해 수술 종료 후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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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과 수술부위 감염률에 관한 연구에서 수술 종료 후 항생제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쓴다고 해서 수술부위 감염률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며 특히, 수술 종료 

후 3 시간 이내에 단 한 번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urke (2001)의 수술부위 감염여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결과에서 수술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에 첫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수술부위 감염률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Bratzler and Houck (2005) 이 

시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수술 종료 후 24 시간 동안만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술부위 감염률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것은 미국의 국가수술감염예방 프로젝트(National Surgical Infection 

Prevention Project)에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Barie and Eachempati (2005) 은 

수술부위감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선택의 

기준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적용 대상 수술부위의 감염균에 선택적인 항균 

범위를 지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고, 이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 증례들에서 수술부위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Kanter, Connelly, and Fitzgerald (2006)은 마취통증의학과를 중심으로 

항생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과 과정을 재설계하는 연구에서 심장 

혈관질환 환자들에게 수술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을 

이전의 11%에서 91%까지 증가시켰더니 수술부위 감염률이 3.8%에서 1.4%까지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2002 년 1 월부터 3 월까지 일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받은 환자 1,239 명을 대상으로 수술부위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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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2004)의 연구에서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시간별 감염률은 1 시간 

초과 3.7%, 1 시간 이내 1.8%로서 1 시간 초과 시 2 배의 감염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공필용 (2008)은 2007 년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예방적 항생제 사용 양상과 수술부위 감염률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전국 500 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20 개소에서 2006 년 9 월부터 

11 월에 심장수술, 대장수술, 자궁적출술, 혈관수술, 위절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 

2910 명을 대상으로 수술 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술 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전부터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술부위감염 발생의 비교 위험도가 0.12 배 낮았다. 또한, 부적절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수술부위 감염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 투여기간은 수술부위 감염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국내 302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자료를 이용해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수술부위 감염률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수술부위 감염 발생에 대한 비차비가 위수술 0.60, 담낭수술 0.64, 

대장수술 1.03, 제왕절개술 1.01, 자궁적출술 0.53 으로 담낭수술에서 피부절개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환자는 수술부위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위수술과 자궁적출술은 수술부위감염발생 위험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비차비가 위수술 8.26, 담낭수술 2.09, 대장수술 4.73, 제왕절개술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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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적출술 4.03 으로 담낭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에서 부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수술부위 감염률이 발생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김경훈 등, 2010). 

1986 년 Dayton, VA medical center 에서 시행된 예방적 항생제의 비용 감소 

연구에서 2 차, 3 차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한 후 청결창상의 

수술부위 감염률이 오히려 2.0%에서 1.8%로, 청결-오염창상의 경우는 4.9%에서 

2.1%로 줄었다고 하였다. 수술부위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가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는 수술 건당 

항생제 사용비용이 $37.35 였으나, 그 후에는 $21.99 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Scher et al, 1990). Franchi, Salvatore, Fasola, Balestreri, and Scorbati 

(1993)은 산부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이 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저위험 환자군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면 자궁내막염, 

수술부위감염, 그리고 재원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저위험 환자군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연간 

약 900 만 불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Ehrenkranz et al., 

1990).  

예방적 항생제의 환자성과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서는 주된 환자성과로 

수술부위 감염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예방적 

항생제는 절개 전 1 시간 이내에 투여했을 때 수술부위 감염률이 가장 낮으며 

수술부위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헌고찰을 통해 수술부위 

감염여부와 감염률은 의료 이용도의 측면에서 중요한 결과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 후 재원기간이나 병원진료비용에 대한 환자성과는 부족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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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예방적 항생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은 환자와 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진료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는 재원기간과 임상적 특성이라고 

보고되는데 임상적 특성은 측정의 난해함과 복잡성으로 인해 병상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재원기간은 진료 비용 분석의 중요한 지표로 연구되었다. 

재원기간 단축으로 인해 의료기간은 수입 증가 효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환자측은 총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재원기간 단축은 환자가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으며 총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김기훈, 1986). 본 연구를 통해 

수술 후 재원기간과 병원진료비용의 연구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더 다양한 

환자성과를 개발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효율적인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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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로서는 Lucero, Lake, & Aiken, 2009 가 제시한 process 

of care and outcome model<그림 1>을 근간으로 해서 기관측면의 성과는 제외하고 

환자성과만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그림 2>을 구성하였다. 

Donabedian(1966)은 구조-과정-결과품질 패러다임을 기초로 하여 model 로 과정과 

결과의 선형관계를 강조한 이론적 모형을 구상하였다. Donabedian(1988)의 질 

평가 접근의 기준 지표들은 구조,과정, 결과로 접근하여 현재까지 질 평가의 가장 

보편적인 접근 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조란 의료가 제공되는 조건을 가리키는 

말로,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물적 자원, 전문 인력의 수, 자격 요건과 같은 

인적자원, 의사인력과 간호 인력의 조직, 교육 및 연구 기능 유무, 감독과 업무 

검토의 종류 및 의료비 지불방법과 같은 조직적 특성을 말한다. 과정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얼마나 잘 했는가를 가리키는 말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의료의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의료과정의 결과로 나온 기대된 성취나 실제 성취를 

지칭하는 말로, 이 결과에는 기능과 안녕의 변화뿐 아니라 지식과 행위에서의 

변화와 환자의 만족도가 포함된다(Donabedian,1980).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 (Mitchell et al. 1998)은 미국 간호사 협회(American Academy of 

Nursing)에서 개발한 것으로 중재, 고객, 시스템, 결과의 4 가지 주요 구성요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Process of Care and Outcomes Model 은 Donabedian 의 구조-

과정-결과와 Quality Health Outcomes Model 을 통합한 모델로 간호 환경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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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특성, 간호제공과정, 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간호 환경적 특성, 

환자특성, 간호제공과정은 결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과정은 

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 간접의 모든 할동에 대한 평가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하는 행위와 그 행위의 적절성을 말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과정을 직접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접근보다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다. 

간호제공과정은 전통적 구조적인 간호의 성격과 병원의 구성이며, 환자 특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질병의 심각도를 포함하였다. 결과는 중재의 효과와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환경적 특성과 환자특성은 간호제공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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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Process of care and outcome model 

출처: Lucero, Lake, & Aiken, 2009, Variations in nursing care quality across 

hospitals. J AdvNurs, 65(11), 2299-2310 

 

본 연구에서는 환자특성은 성별, 연령, 환자 거주 지역, 건강보험여부, 

동반상병, 수술전 입원기간, 수술소요시간으로, 간호 환경적 특성은 병동 특성으로 

주 병동과 타병동 입원여부, 전동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이라는 간호제공과정이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의 

환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Mangram, Horan, Pearson,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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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arvis (1999)은 수술 전 입원기간을 수술부위 감염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공필용 (2008)의 연구에서 교란변수로 수술 전 입원 기간, 수술 

소요시간이 적용되어 본 연구에서도 수술전 입원기간과 수술소요시간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Lucero, et al. (2009)가 제시한 Process of care and outcome 

model 을 근간으로 해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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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하기 전/후에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의 

환자성과를 비교 하기 위한 후향적 관찰 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 종합상급병원에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찰군은 일반외과에서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에 기반한 치료계획이 적용된 군이며 비교군은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에 기반한 치료계획이 적용되기 이전의 대상자 군이다. 

관찰군과 비교군은 연구대상 병원에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위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한 시점인 2009 년 8 월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K80.2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K81.1 

만성담낭염, K82.9 담낭의 용종(폴립)을 주상병명으로 퇴원한 대상자중 관찰군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 2010 년 7 월 31 일까지 입원한 환자 143 명, 비교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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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8 월 1 일부터 2009 년 7 월 31 일까지 입원한 환자 10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제외 기준 

1) 18 세 미만의 환자 

2)  타 병원에서 48 시간 이상 입원 후 바로 전원 온 환자 

3) 수술 전 24 시간 이내에 38℃ 이상 발열이 있었던 환자 

4) 입원 시 감염과 관련된 진단명이 있는 환자 

5)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score class 4 이상인  

환자(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계통적 질환이 있는 경우) 

6) 응급 수술인 경우 

7) 평가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대상 수술 시 동일     

피부절개하에 동일 시야에서 시행된 수술이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된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 

8) 타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전과 환자 

 

C. 연구도구 

 

본 연구는 환자 정보가 있는 의사진료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미생물검사결과지, 영상의학결과지 등의 환자 의무 기록과 전산 투약기록지, 전산 

처방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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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남,여), 연령, 환자거주지역(경기도, 인천, 기타), 

내원경로(외래, 응급실), 건강보험여부(건강보험, 의료급여),동반상병(유, 무), 

수술소요시간(1 시간 이내, 1 시간 이상), 수술 전 재원기간(1 일, 2 일, 3~4 일, 5 일 

이상)을 의무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2. 간호환경적 특성 

병동특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동이 주병동/타병동, 전동여부 여부를 

조사하였다.  

 

3. 환자성과 

1)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부위 감염은 미국 CDC 정의를 토대로 하였다(Horan et al., 1992). 

절개부위 또는 기관/심부에 위치한 드레인에서 농성 배액이 있는 경우, 절개부위 

또는 기관/심부에서 무균적으로 채취한 검체의 배양에서 균이 분리된 경우, 38℃ 

이상의 발열이나 국소동통, 압통, 발적 등 감염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고, 

수술창상의 심부가 저절로 파열되거나 외과의사가 개방한 경우, 조직병리검사 

혹은 방사선 검사 등에서 심부절개부위 또는 기관.강의 농양이나 감염 증거가 

관찰된 경우, 수술의나 주치의 또는 감염내과 의사에 의해 수술부위 감염이 

진단된 경우를 포함하였다. 각각의 경우 사건 발생일자를 의무기록을 토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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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퇴원일까지 전술한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의무기록의 검토를 통하여 위의 기준 

중에서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퇴원환자에 대한 추적관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찰 종료 시점 이전에 퇴원한 경우는 퇴원일을 관찰 종료 시점으로 하였다. 

 

2) 수술 후 재원기간 

대상자의 해당 수술이 포함된 입원기간 중 수술한 날부터 퇴원시까지의 

날짜를 계산하여 수술 후 재원기간을 산출하였다.  

 

3) 병원진료비용 

환자의 입원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총액에서 환자부담금액 중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금액을 제외하고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등을 

직접비용으로 산출하였다.  

 

D.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의무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수행하는 연구로서 

병원의 승인을 받아 환자기록을 열람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2012 년 

3 월 IRB 를 신청하여 4 월 IRB 승인을 받아 연구를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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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승인번호:SCHBC_IRB_2012-47). 자료수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표 1>.  

 <표 1> 자료수집 

 

병원진료비용은 비용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전산 투약기록지, 

전산 처방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E.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6.0 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검정은 유의수준을 

0.05 로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 수술전 

입원기간은 기술통계를 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환경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와 Fisher’s exact test 를 실시하고 수술부위 

출처 자료수집정보 

의사진료기록 환자의 진단명, 수술부위감염 여부 등 

마취기록,  

수술실 간호 기록 
ASA class score, 수술소요시간, 수술 전/후 환자 진단명 

간호기록 

환자의 성별, 연령, 환자거주지역, 내원경로, 동반상병, 

수술부위 감염여부, 환자 진단명, 전동 여부, 주병동/타병동 

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등 

미생물검사결과지, 

영상의학결과지 
수술부위 감염 여부, 환자 진단명 

전산 투약기록지 
항생제 사용 종류, 병용투여 여부, 퇴원시 항생제 처방여부, 

항생제 사용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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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의 차이를 보기 위해 Fisher’s exact 

test 와 t-test 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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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A. 연구대상자의 동질성 분석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알기 위해 환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 환경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분석 

관찰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관찰군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9 명(41.3 %), 

여자 84 명(58.7%)이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상자는 25 세에서 81 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연령은 47.7 세(±12.15)이다. 환자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85 명(5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원 경로는 외래를 경유한 대상자가 

142 명(99.3%)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여부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142 명(99.3%), 

동반상병은‘유’가 45 명(31.5%)로 동반상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조사되었다. 퇴원시 주 상병명 코드인 최종 진단명은 K81.1 만성담낭염  

61 명(42.6%) 으로 가장 많았으며 K82.9 담낭의 용종(폴립)이 45 명(31.5%), K80.2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37 명(25.9%)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입원기간은 

평균 2.33 일(±0.690)이며  최소 2 일 최대 8 일로 나타났으며, 2 일이 

104 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3 일이 35 명(56.5%)으로 나타났다. 수술소요시간은 

1 시간 이내가 98 명(6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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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군의 성별은 남자 44 명(41.5 %), 여자 62 명(58.5%)이며,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환자는 26 세에서 83 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45.28 세 

(±12.30)이다.  환자 거주 지역은 경기도가 75 명(7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원 

경로는 외래를 경유한 환자가 102 명(96.2%)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여부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102 명(96.2%), 동반상병은‘유’가 25 명(23.6%) 으로 상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조사되었다. 퇴원시 주 상병명 코드인 최종 진단명은 K81.1 

만성 담낭염이  47 명(44.3%) 으로 가장 많았으며, K82.9 담낭의 용종(폴립)이 

45 명(42.5%), K80.2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이 14 명(13.2%)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전 입원기간은 평균 2.53 일(±1.025)이며 최소 2 일 최대 7 일로 나타났으며 

2 일이 71 명(67.0%)으로 가장 많았고 3 일이 27 명(25.5%)으로 나타났다. 

수술소요시간은 1 시간 이내가 71 명(6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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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 특성에 대한 관찰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분석  

(N=249) 

특 성 구 분 

합 

(N=249) 

관찰군 

(n=143 ) 

비교군 

(n=106) 

X²/ 

Fisher 

exact 

test 

p 

실수(%) 실수(%) 실수(%) 

성 별 
남자 103(41.4) 59(41.3) 44(41.5) 

.002 .970 
여자 146(58.6) 

 

 

84(58.7) 62(58.5) 

       

연 령 

20세-29세 14(5.6) 11(7.6) 3(2.8) 

10.761 .061 

30세-39세 63(25.3) 29(20.3) 34(32.1) 

40세-49세 77(30.9) 44(30.8) 33(31.1) 

50세-59세 56(22.5) 32(22.4) 24(22.6) 

60세이상 39(15.7) 27(18.9) 12(11.4) 

       

환 자 

거 주 

지 역 

경기도 160(64.3) 85(59.4) 75(70.8) 

3.431 .182 
인천 70(28.1) 46(32.2) 24(22.6) 

기타 19(7.6) 12(8.4) 7(6.6) 

       

내 원 

경 로 

외래 244(98.0) 142(99.3) 102(96.2) 
2.921 .091 

응급실 5(2.0) 1(0.7) 4(3.8) 

       

보 험 

여 부 

건강보험 244(98.0) 142(99.3) 102(96.2) 
2.921 .091 

의료급여 5(2.0) 1(0.7) 4(3.8) 

       

동 반 

상병 

유 70(28.1) 45(31.5) 25(23.6) 
1.874 .201 

무 179(71.9) 98(68.5) 81(76.4) 

       

퇴원시

주상병 

(코드) 

K80.2 51(20.5) 37(25.9) 14(13.2) 

7.431 .063 K81.1 108(43.3) 61(42.6) 47(44.3) 

K82.9 90(36.2) 45(31.5) 45(42.5) 

 



２８ 

 

<표 2> 일반적 특성에 대한 관찰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분석 <계속> 

(N=249) 

특성 구분 

합 

(N=249) 

관찰군 

(n=143 ) 

비교군 

(n=106) 

X²/ 

Fisher 

exact 

test 

p 

실수(%) 실수(%) 실수(%) 

수술전 

입원 

기간 

2 일 175(70.3) 104(72.7) 71(67.0) 

3.161 .210 3 일 62(24.9) 35(24.5) 27(25.5) 

4 일~8 일 12(4.8) 4(2.8) 8(7.5) 

       

수 술 

소 요 

시 간 

1 시간이내 169(67.9) 98(68.5) 71(67.0) 

.072 .801 

1 시간 이상 80(32.1) 45(31.5) 35(33.0) 

 

 

2. 간호환경적 특성에 대한 관찰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분석  

간호환경적 특성은 병동특성, 전동여부로 조사하였고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는 <표 3>와 같다. 관찰군의 경우 주 병동에서 

치료 후 퇴원한 환자는 138 명(96.5%), 전동여부는 전동을 하지 않은 환자가 141 명 

(98.6%) 으로 나타났다. 비교군은 주 병동에서 치료 후 퇴원한환자는 101 명(95.3%), 

전동여부는 전동을 하지 않은 환자가 104 명(98.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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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간호환경적 특성에 대한 관찰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분석 

(N=249) 

변 수 구 분 

합 

(N=249) 

관찰군 

(n=143 ) 

비교군 

(n=106) 

X²/ 

Fisher 

exact test 

p 

실수(%) 실수(%) 실수(%) 

병 동 

특 성 

주병동 239(96.0) 138(96.5) 101(95.3) 
.241 .630 

타병동 10(4.0) 5(3.5) 5(4.7) 

       

전 동 

여 부 

있다 4(1.6) 2(1.4) 2(1.9) 
.091 .762 

없다 245(98.4) 141(98.6) 104(98.1) 

 

3. 항생제 사용 현황에 대한 관찰군 비교군 비교 분석 

항생제 사용현황의 결과는 <표 4>과 같다. 3 세대 항생제 사용(x²=6.884, 

p=.013), 퇴원시 항생제 처방(x²=27.751, p=.000), 항생제 사용기간(재원) 

(x²=323.681, p=.000), 재원중과 퇴원시 처방받은 항생제로 항생제 총 

사용기간(재원+퇴원) (x²=323.542, p=.000)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찰군 143 명(100%) 모두에서 3 세대 항생제  사용과 병용투여, 퇴원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았다. 항생제 사용 기간은 재원중에는 1 일이 138 명(96.5%), 2 일 

5 명(3.5%), 재원중과 퇴원시 처방받은 항생제 총 사용기간 역시 1 일 138 명(96.5%), 

2 일 5 명(3.5%)으로 나타났다. 비교군에서는 3 세대 항생제는 5 명(4.7%)이 

사용하였으며 병용투여는 2 명(1.9%), 퇴원시 항생제 처방은 19 명(96.5%)으로 

조사되었다. 항생제 사용 기간은 재원중에는 3~4 일이 76 명(71.7%), 5 일 이상이 

30 명(28.3%)으로 나타났다. 재원중과 퇴원시 처방받은 항생제의 총 사용기간은 

3~4 일이 66 명(62.3%), 5 일 이상이 40 명(37.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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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항생제 사용현황에 대한 관찰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분석     

(N=249) 

특성 구분 

합 

(N=249) 

관찰군 

(n=143 ) 

비교군 

(n=106) 

X²/ 

Fisher 

exact test 

P 

실수(%) 실수(%) 실수(%) 

3 세대 

항생제 

사용여부 

사용 5(2.0) 0(0.0) 5(4.7) 

6.884 .013 

사용안함 244(98.0) 143(100.0) 101(95.3) 

       

병용투여

여부 

병용투여 2(0.8) 0(0.0) 2(1.9) 
2.721 .181 

안함 247(99.2) 143(100.0) 104(98.1) 

       

퇴원시 

항생제 

처방여부 

처방 230(92.4) 0(0.0) 19(17.9) 

27.751 .000 
처방안함 19(7.6) 143(100.0) 87(82.1) 

       

항생제 

사용기간 

(재원) 

1 일 138(55.4) 138(96.5) 0(0.0) 

323.681 .000 
2 일 5(2.0) 5(3.5) 0(0.0) 

3~4 일 76(30.5) 0(0.0) 76(71.7) 

5 일이상 30(12.1) 0(0.0) 30(28.3) 

       

항생제 

총 사용 

기간 

(재원+ 

퇴원) 

1 일 138(55.4) 138(96.5) 0(0.0) 

323.542 .000 

2 일 5(2.0) 5(3.5) 0(0.0) 

3~4 일 66(26.5) 0(0.0) 66(62.3) 

5 일이상 40(16.1) 0(0.0) 4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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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대상자의 환자성과 비교 

 

1. 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부위 감염 여부 

관찰군과 비교군에서 수술부위 감염 여부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관찰군에서 수술부위감염은 4 명(2.8%), 비교군에서는 4 명(3.8%)을 나타남으로서, 

관찰군이 항생제를 더 적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726).  

 

<표 5>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부위 감염 여부 비교 

(N=249) 

성 과 구 분 
관찰군(n=143 ) 비교군(n=106 ) Fisher 

exact test 
P 

실수(%) 실수(%) 

수술부위 

감염여부 

있다 4(2.8) 4( 3.8) 

.187 .726 

없다 139(97.2) 102(96.2) 

 

 

 

 

 

 

 

 

 



３２ 

 

2. 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 후 재원기간 및 병원진료비용 비교 

관찰군과 비교군에서 수술 후 재원기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 후 재원기간은 <표 6>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6). 관찰군에서는 평균 2.77 일(±0.98)로 3 일이 96 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군에서는 평균 3.63 일(±0.93)로, 3 일 41 명(40.2%), 

4 일 41 명(40.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관찰군의 환자 1 인당 입원기간 동안의 

평균 비용은 2,327,144.48(±219,622.10)원, 비교군은 평균 2,308,863.50 

(±347,642.18)원 으로 관찰군과 비교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624). 

 

<표 6>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 비교 

(N=249) 

성 과 
관찰군(n=139 ) 비교군(n=102) 

t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수술후 

재원기간 

(단위: 일) 

 

2.77±0.98 3.63±0.93 2.421 .016 

병원진료 

비용  

(단위: 원) 

2,327,144.48 

±219,622.10 

2,308,863.50 

±347,642.18 
-.502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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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예방적 항생제란 수술 전에 감염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감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성과로 수술부위 감염률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성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관찰군과 비교군으로 나누어 적용 전/후의 환자성과를 

분석하였다.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으로 예방적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는 피부 

절개 전 1 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3 세대 Cephalosporin, 

Aminoglycoside 계열 항생제와 같이 부적절한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으며 수술 후 

1 일까지만 예방적 항생제를 적용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였다.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전, 후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 비교하였다. 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부위 감염여부는 

관찰군에서 4 명(2.8%), 비교군에서 4 명(3.8%)으로 환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 전,후의 수술부위 감염여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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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예방적 항생제 적용 지침을 세부적으로 이용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의 3 가지 진료지침을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 

‘예방적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는 피부 절개 전 1 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항생제를 투여한다’지침의 기존 연구 결과는 Burke(2001)가 LDS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2847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수술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에 첫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수술부위 감염률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anter 등(2006)은 심장혈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을 증가시켰더니 

수술부위감염 환자가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공필용(2008)의 연구에서 

심장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대장수술, 위수술,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의 8 개 수술을 대상으로 수술 부위 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수술부위감염의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경훈 등(2010)의 연구에서 복강경하 담낭 수술에서 

피부절개 전 1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환자는 수술부위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두번째, ‘3 세대 Cephalosporin, Aminoglycoside 계열 항생제와 같이 부적절한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는다’의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Barie (2002)은 부적절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 증례들에서 수술부위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ratzler and Houck (2004)은 수술부위감염 관련 전문가 패널 

연구를 통해서 지침에 맞지 않는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수술부위 감염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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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넓은 항균 범위의 항생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수술부위감염균 외의 다른 균들에 대한 내성을 키워서 

중복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사공필용 (2008)의 

연구에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여부에 따른 수술부위 감염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그 외의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와 

수술부위감염 발생 비교위험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낮았다. 

세번째, ‘수술 후 1 일까지만 예방적 항생제를 적용한다’지침의 기존 

연구결과는 Nelson (1983)은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를 24 시간만 사용한 

환자군과 일주일 동안 사용한 환자군이 수술부위 감염률을 비교했는데 유의한 

감염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cher (1997)는 수술증례에 대해 수술 

종료 후 항생제 투여기간과 수술부위 감염률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수술 

종료 후 항생제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쓴다고 해서 수술부위 감염률을 낮추지는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Bratzler and Houck (2005)이 시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는 수술 종료 후 24 시간 동안만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수술부위 감염률을 감소기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사공필용 (2008)의 연구에서 수술 종료 후 예방적 항생제투여기간은 수술부위 

감염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사용하는 

것이 수술부위 감염여부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적고, 또한 당낭질환으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에서 수술부위 감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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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감염발생 시점 혹은 퇴원시점까지 추적 관찰하였으나, 

일반적인 수술부위 감염의 정의는 수술 후 30 일 이내 발생한 감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염률이 실제보다 과소 측정 되었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적 항생제의 

정의에서 치료적 항생제와의 구분을 위해 엄격한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수술 후 

감염 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들이 연구에 포함된 점이 낮은 수술부위 

감염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 후 재원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병원진료비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찰군과 비교군의 수술 후 재원기간은 

관찰군 2.77(±0.98)일, 비교군 3.63(±0.93)일로 유의한 차이가(t=2.421, p=.016) 

있었다. Kanter 등(2006)은 심장혈관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술부위감염 환자가 예방적 항생제 적용지침 이용 전인 2003 년에는 177 명에서 

예방적 항생제 적용지침 이용 후인 2004 년에는 122 명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Baystate Medical Center 에서는 단일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요금을 $5969 로 추정하는데 55 명의 수술부위감염자 감소는 $328,295 의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감염환자당 추가 입원일을 5.31 일이라고 계산하면 292 

입원일 감소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상자에게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을 적용하였을 때 대상자의 수술 후 재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술 후 재원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대상자의 입원/재원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환자나 기관에 모두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병상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재원기간은 

진료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진료 비용 분석의 중요한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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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었다. 재원기간 단축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수입 증가 효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환자측은 총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재원기간 단축은 환자가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으며 총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김기훈, 198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병원진료비용은 관찰군과 비교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입원 건당 총 병원비이다. 따라서 병원비 중 

진료비, 수술비, 주사 및 처치료, 투약비, 식대, 병실료 등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의 

비용이 증가하였는지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 각 비용의 증감을 확인하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2008 년 에서 2010 년의 의료비 상승률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병워ㅓㄴ비 총액을 단순 비교하여 두 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군의 병원비와 2010 년의 병원비의 상숭율이 어느 정도는 

있었으리라 고려되고 이처럼 상승률이 고려된다면 관찰군과 비교군의 

병원진료비용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분석 결과 의료비 상승률이 

계산되지 아니하여 적용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진료비 상승률을 

추가 환산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관찰군과 비교군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시행으로 인해 3 세대 항생제 사용여부, 

퇴원시 항생제 처방여부, 항생제 사용기간(재원), 항생제 총 사용기간(재원+퇴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환자 고유의 일반적 특성과는 다른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시행으로 인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방적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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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지침의 내용이었던 3 세대 항생제와 퇴원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으며 

항생제 사용기간을 수술 후 1 일 까지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결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이 잘 시행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의무기록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자료는 환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의 신뢰도는 확인 할 수가 없다. 병원의무기록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나 

잘못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연구목적에 맞게 기획된 

전향적 연구설계를 통한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무작위 임상연구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기간과 수술부위감염 

발생간에 원인-결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단기간 관찰한 

후향적 관찰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보다는 상관관계에 치중하여 성과를 보고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거의 수준이 떨어진다. 따라서 예방적 항생제 투여기간과 

수술부위 감염 발생과의 관련성 분석은 무작위 임상연구 및 장기간의 추적관찰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근거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자의 투약관리와 수술부위 감염 관리 등 간호사의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후 성과를 환자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간호학에서의 임상 질 지표 이용 지침 적용 후 성과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가 실무에서 생성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간호사의 활발한 연구로 다양한 

환자성과와 이용 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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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에 따른 환자 성과 분석으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 적용 전/후의 

대상자에게 수술부위 감염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을 환자성과로 

분석하는 후향적 관찰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08 년 8 월 1 일부터 2010 년 7 월 31 일까지 K80.2 담낭염이 없는 

담낭의 결석, K81.1 만성담낭염, K82.9 담낭의 용종(폴립)을 주상병명으로 퇴원한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이 적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찰군과 비교군을 선정하였다. 관찰군은 2009 년 8 월 1 일부터 2010 년 7 월 

31 일까지 입원한 대상자 143 명, 비교군은 2008 년 8 월 1 일부터 2009 년 7 월 

31 일까지 입원한 대상자 106 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IRB 승인을 받은 후 의무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6.0 을 이용하여 관찰군과 비교군은 동질성 검증을 위한 

x²-test, Fisher exact test 를 사용하였고, 관찰군과 비교군에 따른 수술부위 감염 

여부, 수술 후 재원기간, 병원진료비용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Fisher exact test 와 

t-test 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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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술부위 감염여부는 관찰군 4 명(2.8%), 비교 

군 4 명(3.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재원기간은 관찰군 평균 

2.77 일(±0.98)일, 비교군 3.63 일(±33.2%)로 나타났으며 관찰군에서 유의하게 

짧았다(p=.016). 병원진료비용은 관찰군은 2,327,144.48(±219,622.10)원, 비교군은 

평균 2,308,863.50(±347,642.18)원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예방적 항생제 이용 지침의 사용을 유도하며 다양한 

환자성과와 이용 지침을 개발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를 위한 간호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1.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의 종합병원에 표본의 대표성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다른 병원 조직 및 타 수술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예방적 항생제 투여기간과 수술부위 감염 발생과의 관련성 분석은 무작위 

임상연구 및 장기간의 추적관찰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근거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전향적 연구설계를 통한 정확한 자료분석을 통해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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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는 1 가지 수술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결과를 객관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국내에서 잘 설계된 전향적 무작위할당 임상연구를 

통해 명확한 근거가 개발이 필요하다.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입원 건당 총 병원비이다. 따라서 병원비 중 

진료비, 수술비, 주사 및 처치료, 투약비, 식대, 병실료 등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의 

비용이 증가하였는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항목의 

세분화를 통해 각 비용의 증감을 확인하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5. 본 연구는 대상 환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의 환자 성과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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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cystectomy Patients according to clinical quality 

indicators and analysis applied 

 

Seo, Ryu Bin 

Department of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Briefly prophylactic antibiotic is defined as all kinds of antibiotic used for 

patients who have high possibility of infection after surgery. The main 

purpose of prophylactic antibiotic usage is to prevent infection after surgery. 

Therefore, it could minimize the number of days that patients having a 

weak immune system have to stay in hospital in order to fully recover from 

infection. Consequently, the medical expenses that the patients have to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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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the fact that the usage of antibiotic 

would be minimized.  

The entire research is performed based on two differen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patients’ groups. One group is apply with prophylactic 

antibiotic clinical indicator, whereas the other group is not supported with 

prophylactic antibiotic. Then, it will compare and collate the output of 

observation for two different groups. Particularly, three aspects of analyzing 

observational data among patients will be focused in this research. Three 

factors are the possibility of surgical site infection, the hospitalized period 

after surgery, and the eligible medical expenses. The data is collected  from 

August 1 2008 to July 1 2010, and the patients who have K80.2 Gallstone 

without cholecystitis, K81.1 Chronic cholecystitis, K82.9 GB Polyp are 

randomly chosen for collating data. Patients medicated with prophylactic 

antibiotic were hospitalized from August 1 2009 to July 30 2010. On the 

other hand, patients without any medical influence of prophylactic antibiotic 

clinical indicator were hospitalized from August 1 2008 to July 31 2009.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surgical site infection, the similar results are 

observed among two groups. 4 patients(3.8 percents) are infected in the 

medicated group. Also, 4 patients(2.8 percent) are infected in non- medicated 

group. Moreover, the medical expense between two groups is not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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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phylactic antibiotic treatment. In the medicated group, overall medical 

expense estimates 2,327,144.48 won. In non-medicated group, it costs 

2,308,863.50 won. However, the hospitalized period after surgery is 

considerably impacted by prophylactic antibiotic treatment. Overall 2.77 days 

(±0.98%) are observed in medicated group, whereas 3.63 days (±33.2%) are 

analyzed with the information that non-medicated group provides(p=.016). 

 Through this study, antibiotic prophylaxis is recommended for clinical 

quality indicators are used to elicit a variety of patient outcomes and clinical 

quality indicators of development and care for patients through the 

activation of roll out will be helpful. In addition, this study a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limitations of this study, so a large prospective study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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