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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990년， 정부는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醫續資源의 효율적 활용과 

醫擺利用 便宜를 提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개 

발을 위하여 醫擺法을 개정하여 家底看護制度에 대한 法的 根據를 마 

련하였다. 이에 따라 保健醫爆界 및 學界 專門家들은 수차에 걸쳐 가 

정간호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合意點을 모색한 결과， 綠合病院에 입원 

한 환자를 대상으로 早期退院을 유도하여 醫師의 처방에 의해 家處에 

서 서비스가 수행되는 이른바， 病院中心 家底看護事業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에 政府에서는 우선적으로·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醫鷹體系

內에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자&후F영댁짜;웹사업기관은 3차진료기 
•. “........~ •. 

관의 자율적인 참여의사에 뺨.:g혈1뼈，전l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71독병원， 영남대의료J샤팩휩L 되었으며 시범사업기간은 
1994년 9월부터 1996년 6월껴지?밴 9개월 동안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目的은 病院中心 家處看護事業이 기존의 뿔、者 管理體系

및 醫廳行態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현재 안고 있는 

長期入院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의 상승과 종합병원 환 

자집중현상에 대한 對處方案으로써 醫擔供給市場에서 合目的的으로 이 

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정책과제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報告書는 4개 시범병원에 대한 家鷹看護事業의 構造， 過程 및 

效果評價와 아울러 향후 事業펼入 展望을 사업기관에게 직접 의견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으며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保健醫擾界 및 看護

界의 支持를 받을 수 있는 方向으로의 戰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 



울였다. 따라서 본 報告書는 앞으로의 政策方案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醫驚市場 開放化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서비스의 供給體系가 요구되는 바，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겠다. 이 

에 政府部處 擔當者， 保健醫續界， 看護界， 그리고 종합병원 관계자 및 

家底看護師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本 報告書를 작성함에 있어 昭究責任者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귀중 

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 4개 시범병원의 박정숙， 조혜숙， 우기옥， 배미 

경 家展看護師에 게 감사하며 본 연구 중 家展看護 빼價體系의 適切性

에 대하여 執筆한 孫明世 敎援에게 謝意를 표하고 있다. 또한 本 報告

書의 初鎬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해준 本院의 徐美獅， 鄭宇鎭 陽究委

員과 韓英子 責任昭究員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자료수집과 정리에 도 

움을 준 文炳尹 主任%究員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昭究者의 個

人 意見이며 本院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5月

韓國保健社會昭究院

院長 延 河 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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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및 政策提言

1. 昭究背景

蘇合病院 醫廳利用 急增에 대처하기 위한 入院代替서비스 개발미 

흡톱期入院이나 불필요한 업원으로 인한 醫廳費 t昇， 慢性退行性돗 

뽑、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 體系의 不在 등 

에 대한 代案으로써 病院中心 家底看護事業을 4개 3차진료기관에서 

각각 2명의 家處看護師를 투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현 

醫據體系內에서 도입의 종當性을 檢證하고자 함. 

2. 船究目的

- 家훌看護휩業 構造 및 過程分析

- 家鷹看護事業 效果를 評價하여 사업도입의 타당성 제시.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醫鷹費 節減效果 分析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早期退院으로 인한 시범병원의 病tR며轉 

率 提高效果 評價

家底看護 利用뽑、者의 醫廳利用 便宜 提高效果 分析

- 3차진료기관의 家延看護事業 도입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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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冊究設計 및 方法

가. 昭究設計

病院中心 家底看護示範事業 評價는 構造(stIUcture) - 過程(process)

- 結果(outcome， performance)의 패러다임에 의해 그 실증적 기능 및 

효과를 사업도입 목적에 근거하여 假說을 설정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 

화가 야기되었는가를 究明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醫廳社會的으 

로 충분한 有意性이 있는지에 대하여 事業對象(가정간호 이용환자 및 

입 원환자)， 事業人力(家底看護師 및 醫師)， 事業主體(시 범 병 원 및 3차 

진료기관)를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조사， 분석함. 

나. 昭究方法

- 調좁 

전국 3차진료기관: 병상활용실태 향후 家底看護事業 도입여부 

4개 시범병원: 가정간호사업 운영현황，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특성 및 만족도， 家處看護서비스 途行能力評

價，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입원환자의 認知度

및 醫師의 認知度 등 

- 入院該標 전산화일 분석: 1994년 7-12월 기간 중 전국 종합병원 

에서 「醫橋保險聯合會」에 청구한 「該廳費明細

書」자료화일 

家底看護 記錄紙」 分析: 사업과정 분석 

- 입원환자 「끊樓記錄樓」 分析: 진료서비스 내용분석 

- 입원환자 및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該廳費 支抽內譯 深層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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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昭究結果

가. 事業構造

- 시범사업 실시 1년간 家處看護事業에 참여(환자를 의뢰)한 醫師

의 비율은 시범병원의 臨많該爆科 專門醫 중 35.8%이며 병원별로는 

영남대의료원 50.0%, 강동성심병원 40.6%, 원주기독병원 39.7%, 세브 

란스병 원 25.3%로 나타남. 

- 시범사업 실시 1년 후 가정간호 다빈도 이용환자의 病械에 입원 

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家底看護事業 認知率을 조사한 결과， 4개 

병원 평균 31.0%로 나타남. 

- 사업관리조직은 院長 直屬機關(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과 看

護部 所屬機關(원주기독병원 강동성심병원)으로 구분됨. 事業組織의 

效果性을 ‘醫師의 참여비율’과 ‘입원환자의 家底看護 認知率’로 측정한 

결과， ‘醫師의 참여비율’은 組織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입원환자의 家底看護 認知率’은 유의한 變數로 파악된 在院期間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長期入院愚、者(在院期間이 30일 이상인 환자)의 

경우에만 看護部 所屬機關(인지율 48.7%)이 院長 直屬機關(인지율: 

32.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나. 事業過程

- 事業實績

시범사업 1년간0994.9. 1. -1995.8.31.)의 월 평균등록건수는 세브란 

스병원 8.3건， 강동성심병원 6.8건， 원주기독병원 14.6건， 영남대의료원 

21.8건이며 1995년 8월 31일 현재，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환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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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명으로 세브란스병원 59명， 강동성심병원 59명， 원주기독병원 152 

명， 영남대의료원 231명임. 

- 家底看護 利用뚫、者 特性

f윷뽑、特性 

이용환자 501명 중 만성질환자가 약 절반(232명)이며 세브란스병원 

과 샤동성심병원은 대부분 만성질환자(각 80%, 98%),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수술 후， 또는 회복기 早期退院뽑者가 대부분(각 75%, 

65%)으로 나타남. 

。 利用 多頻度 돗뿔、名 

家處看護 3大 多頻度 利用됐뿔、名은 제왕절개 (39.7%) ， 암(21%) ， 뇌 

혈관질환(6.0%)으로 전체 이용질환의 66.7%를 차지함. 병원별로는 세 

브란스병원은 암(37.3%) ， 만성폐쇄성폐질환(16.9%) ， 강동성심병원은 뇌 

혈관질환(39.0%) ， 암08.6%)， 원주기독병원은 제왕절개(65%) ， 암(17.8%)， 

영남대의료원은 제왕절개(40.3%) ， 암(19.5%)으로 나타남. 

。 家展看護 利用前 病院 在院期間

家底看護 利用前 平均在院期間은 46.6일이며 在院期間이 30일 이상 

되는(長期入院) 환자의 비율은 20.6%로 나타남. 병원별로는 강동성심 

병원이 5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각 병원별 長期入院뽑、 

者 比率을 準據集團으로 설정하여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長期入院뽑、者 

비율과 비교한 결과， 강동성심병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P<0.05). 따라서 강동성심 병원이 長期入院뽑、者를 가장 많이 가정간호 

로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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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顧特性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 

다빈도 질환인 제왕절개， 암，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자를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특성과 비교， 분석한 결과， 암질환과 당뇨 

병 환자의 경우에서만 年觀變數에서 統計的으로 有;짤、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암:P<O.OOl ， 당뇨병 :P<0.05). 이 두 질환은 70세 이상의 

高年敵層의 비율이 가정간호 이용집단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남. 

。 利用目的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건강상태의 유지가 49.1%, 임종간호가 

32.2%, 강동성심병원은 임종간호 52.5%로 나타나 호스피스사업과의 

연계의 펼요성을 시사함. 원주기독병원 및 영남대의료원은 질병회복이 

각 69.7% , 66.7%로 나타남. 

。 家훌看護 提供回數 및 家底짧問 間隔

4개 시범병원의 환자당 平均 家延看護 提供回數는 4.7회이며 家찮E 

看護回數가 가장 많은 질환은 뇌혈관질환으로 12.7회임. 가정방문 간 

격은 평균 5.9일이며 가정방문 간격이 가장 긴 질환은 고혈압성질환으 

로 16.7일로 나타남. 

병원별 평균가정간호횟수를 보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8.4회， 강동 

성심병원은 13.1회， 원주기독병원은 2.7회， 영남대의료원은 2.9회로 나 

타남. 

다. 事業結果

- 시범사업 실시 1년 동안에 제공된 家處看護回數에 대한 原價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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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目標量(1，000회 =4가구/1 인， 1 일 x250일) 달성수준을 보면 

세브란스병원 57.5%, 강동성심병원 56.3%, 원주기독병원 24.1%, 영남 

대의료원 31.1%로 4개 병원 모두 미달됨. 家底看護師 1 인 1 일 家鷹看

護 提供며數는 세브란스병원 2.32회， 강동성심병원 2.27회， 영남대의료 

원 1.45회， 원주기독병원 1.0회로 당초 설정된 목표량 4회에 미달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정간호사 1인 1일 家處看護回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년 동안의 事業收入 및 支出 結果를 토대로 현 빼價體系하에서 

병원별 f員益分l技點을 분석한 결과， 家底看護師 1인 1일 家鷹看護 提供

回數는 세브란스병원 2.83회， 강동성심병원 3.12회， 영남대의료원 5.57 

회로 나타남. 이처럼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이 原價保全을 위해 

당초 계획한 家鷹看護回數(家鷹看護師 1인 1일 4회)에 못미쳐도 原價

保全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낮은 보수의 家底看護人力 의 투입과 가정 

방문시 家處看護師 개인차량의 활용으로 인한 저렴한 交通費의 지출 

이 그 원인임. 

- 병원별 사업운영으로 인한 총수입과 지출(개별행위료 제외)을 비 

교해 보면 4개 병 원 공히 年 4,820,000 - 29，496，000원의 손실을 본 것 

으로 나타남. 事業握失의 원인은 家延看護回數(家底看護師 1인 1 일 4 

회 방문)의 목표량 달성미달이 주된 원인이며， 실지출 交通費 原價가 

반영되지 않은 r交通費」빼價(1회 방문당 5，000원)가 또한 그 요인의 

하나로 나타남. 원주기독병원을 제외한 3개 병원의 사업운영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된 「交通費」를 근거로 原價保全의 交通費빼價를 산 

출한 결과， 5，400-8，100원(평 균 7，000원)으로 나타남. 

- 登錄件數와 家處看護며數와의 關係

병원별 등록건수에 대한 家處看護回數의 회귀분석결과， 영남대의 



要約 및 政策提言 19 

료원과 세브란스병원이 統計的으로 有意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남. 가정간호 대상자 중 수술 후 早期退院뽑、者가 65%인 영남대의료원 

의 경우， 등록건수가 높은 설명력 (85%)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를 주로 등록， 관리한 경우에는 相關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慢性흉뿔、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醫爆利用行態 변수가 

家底看護며數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한 결과， ‘쯤錄前 在院期間’

과 ‘가정간호비용 지불자’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남. 즉， 등록전 在院期

間이 길수록， 그리고 가정간호비용을 환자본인이 지불하는 경우에 家

헬看護回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醫廳費用 節減效果 分析

。 入院代替서비스 憐能評價

醫쳤흉費 節減效果는 대조군(입원시)의 환자상태와 동일한 상태에서 

의 비교만이 진정한 醫廳費 節減效果로 평가할 수 있음. 즉， 가정간호 

서비스가 입원대체서비스 기능으로 수행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醫

據費 節減效果 평가에 사실상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가정간호 등록시 환자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간 

호기록지」를 분석한 結果， 이용환자 501명 중 입원을 요하지만 早期退

院하여 가정간호를 이용하여도 무방한 상태에 있는 환자는 67.2%, 계 

속 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19.0%로 나타나 이들 86.2%에게 입원대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일부 이용환자010명)에게 가 

정간호 등록직전 퇴원계획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5%만이 좀 더 입 

원할 계획이었다고 응답하여 환자입장에서 볼 때， 입원대체기능으로 

이용된 경우는 45.5%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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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환자의 費用節減效果

영남대의료원 입원환자(18명)를 대상으로 早期退院 2일 동안의 入

院該據費를 基準病皮(8인용)에 적용시켜 最低 入院費用을 산출， 가정 

간호 이용환자의 비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총진료비， 평균 보험 

급여액，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정간호 이용환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P<O.OOl). 

?흙뽑、者의 費用節減效果

입원환자와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진료비용 비교기간 동안， 환자상 

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간호를 이용하지 않은 원주기독병원 

대상으로 主治醫가 家處看護 依賴時點을 진단하여 입원환자(1 1명)를 

家延看護 의뢰 후 지 불된 入院費用(基準病室 6인용 적 용)과 이 期間

동안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家底看護費用을 T

검정한 결과，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은 통계적으로 有意한 差異가 있 

」-l一 것으로 나타남. 즉，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보험급여액은 제외)은 

家底看護費用이 더 낮게 나타남. 

病1*回轉率 提高效果

早期退院으로 인한 病많回轉率 提高效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 

病皮利用率(1994)을 조사한 결과，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 범병원의 

병원의 경우는 적정수준의 病1* ð有 限界點(즉， 限界病皮利用率이 각 

각 92.9%, 90.0%) 보다 높은 病皮利用率(각각 94.3%, 93.4%)을 보이고 

있어 病皮回轉率 提高效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원주기독병원 

과 영남대의료원은 病皮利用率(1994)이 각각 81.2%, 89.5%로 限界病皮

利用率(각각 91.1%, 91.2%)보다 낮아 可視的 餘搭病皮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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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病皮回轉率 提高效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在院日

數 40일 중 평균 8일을 단축한 것으로 파악된 세브란스병원의 만성폐 

쇄성폐질환자의 경우， 동일한 상태의 환자가 早期退院 病皮에 새로이 

입원한다고 假定하였을 때， 연간 1병상당 病院收入 增加領은 5,170,409 

원으로 산출되었음. 

- 醫續서비스 利用의 便宜 提高效果

입원환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LOPSS의 간호영 

역 분류를 근거로 家@줄看護事業 텀的에 부합된 滿足훨因을 추가， 보완 

하여 6개 영역의 13개 평가문항을 개발(a =0.86) , 우편설문조사를 통 

하여 家底看護에 대한 滿足度를 평가한 결과， 최대 만족도 평점 4.0점 

중 평균 3.0점으로 나타나 만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각 서비스 영역별로 만족도를 보면 「信賴」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평점 3.2점임. 반면 r환자진료에 대한 持績性」이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질환별로는 제왕절개환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궤 

양성 대장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암질환， 뇌혈관질환 順으로 나타남. 

발생된 便益은 家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 (77.6%) ， 환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46.6%) ， 사생활 유지 

(46.6%) 順으로 나타남. 반면 불편한 점은 응급상황시 즉시 치료받을 

수 없는 점 (20.9%)과 家處에서의 醫據器具 및 裝備가 미비한 점 

01.8%)으로 나타남. 

醫廳利用 便宜提高 效果를 평가하기 위하여 家底看護 이용전(입 

원시) .후(가정간호 이용시) 서비스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醫橋利用의 便宜 提高效果

가 이느 켜 。 g 보 수 。1 으 
l λλ 1- .... x-=- ..;:c..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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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3次談擾機關의 家훨看護事業 導入與否

전국 39개 3차진료기관에 대하여 1996-1997년 중 家底看護事業

導入與否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16개 기관에서 家않看護事業을 실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 중 限界病皮利用率보다 낮은 病皮

利用率(1994년 기준)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5개 기관(국립의료원， 충 

북대학교병원，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원광대의대부속병원， 춘천성심병 

원)임. 

서울특별시: 강남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영동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려대의대부속안암병원， 

국립의료원， 삼성의료원， 

광역시 : 계명대학교병원， 인천중앙길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 

대학교병원， 

시지역 :충북대학교병원，연세대원주기독병원，원광대의대부속 

병원， 춘천성심병원， 

5. 結 論

가. 덤標量 達成未達의 主原因

家處看護事業 運營委員會」의 活動未備 및 關聯政策의 不在

。 醫師의 認識不足 및 弘報不足: 시범사업 1년기간 중 「家處看護事

業 運營委員會」가 개최되지 않았음. 가정간호 사업대상 질환명을 제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家底看護에 의뢰하지 않은 醫師의 대부분 

(72.5%)이 ‘내 환자 중에는 家處看護 對象뿔、者가 없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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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院뽑、者에 대한 弘報不足: 시범사업 실시 1년 후 가정간호 다빈 

도 이용환자 病陳의 업원환자의 家鷹看護 認知率은 31% 수준임. 또한 

家底看護 認知뿔、者 중 가정간호 이용방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환 

자가 13.1%로 나타남. 

- 事業對象 病뿔、의 問題

영남대의료원의 경우 4개 시범병원 중 가장 높은 醫師의 의뢰율 

(50.0%)과 가장 많은 환자를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家延看護

提供回數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家處看護回數가 1-2회로 종결되는 

환자를 관리하게 됨에 따라 환자등록 및 훌定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 

요하게 되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管理對象地域의 制限

입원환자 중 9.6%는 가정간호 관리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가정간호 

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간호사업 지역의 제한으로 등록 

환자가 국한되었음. 

나. 事業效果

醫續費 節減效果

의료비 절감효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利益과 소비자(환자) 차원에서 

의 利益임. 본 연구결과， 家底看護事業이 입원대체서비스 기능을 수행 

하였을 경우에는 가정간호비용 지불체계가 입원비용보다 낮게 책정되 

었기 때문에 醫爆費 節減效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입원 

대체서비스가 可視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의료비 절감효과가 

확실히 보장됨. 수술 후 또는 회복기 早期退院愚者가 여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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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事業을 확대할 경우， 注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업기관이 추구하는 事業生뚫性 提高 즉， 家處看護回數의 

增加가 醫廳費 節減과는 팽比例的 關係이기 때문에 사업기관에서 家

옳看護回數의 증가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둘째， 가정간호에서 감당하여야 하는 간호비용 즉， 간접비용의 

지불에 따른 문제(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 이용환자 중 분석대상의 

간병인 이용비율이 암환자 1.9% , 제왕절개환자 6.0%로 파악되어 고려 

하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간호제공자의 간호시간이 입원시 

보다 더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가정간호 이용에 따른 경제적 편 

익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음) 

。 셋째， 입원진료를 받지 않고 가정간호를 이용함으로써 파생펼 수 

있는 와병일수의 증가로 인한 비용지불(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또는 

회복기환자의 경우 家處看護며數가 평균 2.1회로 파악되었고 가정간호 

등록당시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한 환자가 19%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간호 이용 중 재입원한 환자는 2.1%로 파악되어 와병일수의 증가는 

일단 서비스 제공상에서나 해당 환자비율을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았 

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가정간호서비스 質 評價에서도， 부작용이나 와 

병일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家底看護師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醫師 자신이 사전 스크리녕하여 가정간호 

사업소로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배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病皮며轉率 提高效果

病타5며轉率 提高效果는 事業機關입장에서의 利益임. 동 效果는 病

院의 病皮러有實態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個別的임. 즉， 가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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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病않回純率 提高效果가 

없으며 限界病皮利用率을 초과한 病똥利用率을 보인 기관에서는 病皮

回轉率 提高效果가 있음. 

- 利用뽑、者의 醫爆利用 便宜效果

의료이용 편의제고 효과는 소비자(환자)입장에서의 편익임. 醫擔利

用의 便宜性은 흉뿔、이나 휩業機關에 관계없이 이용환자 모두에게서 提

高된 것으로 밝혀짐. 

다. 事業導入의 풍當性 

- 윷當性 있는 醫廳機關의 選定模型 開發

醫續機關의 특성과 사업대상질환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事業類型에 대하여 종當性있는 사업기관을 분류， 선정하고자 할 때 週

用할 수 있는 模型을 아래 그림과 같이 개발함. 

[家底看護事業機關 選定模型〕

↑(%)(병상이용률-한계 병상이용률) 

(회복기환자비율 -만성질환자비율〉 
(%) • 

0 
*영님대의료원 
(29.8. -1. 7) 

*원주71독병원(39.4. -9.9) 

註: 가로축: 관리대상 환자구성비율(회복기 환자비율- 만성질환자 비율) 

세로축: 병상점유수준(병상이용률-한계병상이용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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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질환의 特性은 가로축이며 病皮，핍有 寶態는 세로축으 

로 설정할 때 총 4개의 類型으로 분류 가능함. 가로축의 ‘0’은 수술 후 

회복기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이며， 세로축의 ‘0’은 

病皮利用率이 限界病皮利用率과 동일한 경우임. 陰의 가로축으로 강수 

록 만성질환자자 많게 되는데 가정간호 종결시점이 지연되어 추구관 

리활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陰의 세로축으로 갈수록 早期

退院이 아닌 병원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구관리활동으로 전개될 

가능성 높아 이 두 경우에 속하게 되는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비 절감효과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事業管理 및 審훌 

機能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상의 模型을 적용하여 사엽유형별 사업도압의 다당성을 평카한 

결과， 1/4분면에 속하게 되는 기관과 2/4분면에 속하게 되는 기관이 

事業導入의 홍5當性이 있음. 

〈表〉 家底看護 事業類型別 事業導入의 풍當性 評價

1/4분면에 2/4분면에 3/4분면에 
속한기관 속한 기관 속한 기관 

- 기관특성 

·주사업대상 -거「‘: 까g‘ 냥f-51:.τ 1-: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회복기 환자 

• 병상이용수준 병상이용률J)> 병상이용률1)> 병상이용률J)< 
한계병상이용률2) 한계병상이용률2) 한계병상이용률2) 

-효과평가 

·총의료비 절감 

효과 
.병상회전율 

제고효과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효과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註:1) 일평균 재원환자수/평균 가동병상수 x lQO 

있음 

없음 

있음 

2) 적정병상이용의 限界點=N/(N + 3FN) (N: 병상수) 

4/4분면에 
속한 기관 

까‘ ι‘ 딩ξ rr '
T걷r -r .:ì二τr

회복기 환자 

병상이용률J)< 
한계병상이용률2) 

있음 

없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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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政策的 提言

가. 家處看護 事業 텀 的 達成을 위한 執行手段 開發

- 事業效果의 優先}I頂位에 따른 事業機關 選定基準 具體化

醫據制度團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은 현 

保健醫擬 戀案에 부응할 수 있는 方向으로의 모색을 위하여 접근한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病皮利用率이 限界病皮利用率보다 높은 3차진료 

기관을 대상으로 권장， 유도하도록 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임. 만약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政策이 일차적인 目的이라면 

대두된 문제에 따른 必要性에 의하여 설정된 效果보다는 소비자의 욕 

구충족에 따라 설정된 效果가 더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 

므로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認可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家底看護빼價의 合理的 算定方案 開發

「교통비」수가 5，000원은 原價保全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定領

制 지불형태의 빼價體系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가정간호 투입시간， 가정간호 행위， 서비스난이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報끊i體系를 가진 뼈H價算定 模型의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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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家處看護事業 安全性 및 持續性 確保方案 模索

- 家底看護서비스 質保障을 위한 基準 및 入院該薦와의 情報管理體

系 開發

의학적 진단명과 看護分類體系에 근거하여 서비스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측정가능한 基準 또는 道具를 개발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 

는 선체적， 사회정신적，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입원진료와 가정간호와의 지속적인 서비스 連緊를 위하여 기록 및 서 

비스 내용 등에 대한 思者·情報管理體系의 개발이 요구됨. 

- 醫續技術의 家延內로의 延;톱을 위한 醫廳人의 積極的 參與 設훨 

家底看護人力 뢰iI練， 家延看護師의 서비스 質評價， 그리고 醫師와의 

서비스 연계체계 개발 등， 서비스의 質管理를 위해서는 관련 의료인력 

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政策 樹立過程에 관련위원회의 구성 (r 대 

한간호협회 J，대한의사협회 J，대한병원협회」의 대표위원회)을 통하 

여 家底看護-事業의 효과를 극대화시킴. 

- 醫續서비스의 效果提高를 위한 醫魔器機 및 裝備의 開發과 效率的

活ffl方案 操索

家탤看護 利ffl 많、者에 대한 감염으로 부터의 보호와 安定된 서비스 

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家底에서 사용가능한 醫擔器機 및 裝備의 開發

이 요구됨. 또한 필요한 시기에 裝備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병원에 

서 직접 합與해 주는 方案이 요구됨. 

- 事業機關에 대한 社會的 價f直 提高方案 마련 

f뭘失은 있되 收益性이 전혀 없도록 구조화한 家底看護빼價體系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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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합병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r종합병원 서비스 평 

가제」에 가정간호사업 운영여부를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 병원 경영 

방침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함. 

다. 醫擾利用 便宜의 衝平性 提高

- 部地域 事業對象에 대한 事業管理體系 開發

家延看護 事業對象이라 간주되는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대부분은 老

/\層으로서 3차진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군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바， 全 3차진료기관이 시지역에 偏重된 현실을 감안하면 또 다른 

사업관리체계가 요구됨. 즉， 가정간호사업 관리지역의 제한으로 인하 

여 가정간호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환자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保健所와 연계， networking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요망됨. 

- 經濟的 接近이 어려운 對象에 대한 接近↑生 提高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은 업원환자를 대상하므로 입원조차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醫據利用의 {핏宜가 주어져야 함. 이에 

醫廳保護똥、者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보건소 중심， 비영리 

기관 중심의 또 다른 운영주체에 의한 事業導入을 고려할 수 있음. 



1 . 序 論

1. 昭究背景

1989년 全國民醫據保險의 실시와 의료기술의 혁신적 인 개발， 그리 

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각종 산업재해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장기간 병상 

이 점유되어 醫廳資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適正

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法的， 制度的 裝置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醫續傳達體系를 도입하여 의료의 地域化와 段階化를 실시， 국 

민의 의료행태를 규제함으로써 醫爆資源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으 

나 結合病院의 환자집중현상은 완화되지 못하고(문옥륜， 1992; 명재일， 

1992:46)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綠合病院 환자집중현상은 굳이 최근의 경향만은 아니며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로(한국보건개발연구원， 1979:33; 송건용， 1992:75) 醫據資海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단순히 醫標利用의 통로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변화하는 의료욕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醫續利用의 便宜가 고려된 多

目的 戰略을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1980년대부터 家底看護制度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 

는데 동 제도는 조기퇴원을 통하여 入院病皮을 중환자에게 돌려주어 

醫爆費 上昇과 醫擁保險 財政의 압박을 해소하고 환자에게는 醫擔費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바로 이러한 問題들이 保健醫魔政策의 戀案인 바， 

국민 건강관리체계의 한 요소로서 治橫， 支援， 據防管理的 測面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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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함하고 그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사회적인 서비스가 조화된 家處

看護制度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醫據法을 개정하여 家底看護

制度를 도입하기 위한 法的 根據를 마련하였고 전국의 8개 대학에서 

는 看護師를 대상으로 1년 과정 (6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年間 400 

여명의 家底看護師를 배출하고 있다. 

學界 및 保健醫擔界에서는 家延看護制度의 본질적인 日的과 도입 

의 當r寫性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評6월를 내리고 있으나(대한의사협회， 

1995) 醫標體系나 醫廳內的 與件이 외국과 현저하게 다른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家延看護事業의 成果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i電營主體에 

따른 職種간의 이해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 

에서는 病院， 保健所， 獨立機關 등 다양한 週營主體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家底看護事業에 대하여 현 醫標慣行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두된 보건의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病院中心의 家延看護事業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 9월에는 爭點꿇案들에 대한 

含意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3차진료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醫練體系내에서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실시된 家底看護示範事業에는 3차진료기관의 

자율적인 意思決定에 따라 최종적으로 4개기관(신촌세브란스병원， 강 

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示範

事業 指定病院(後述 示範病院으로 지칭)에는 각 2명의 家底看護師가 

투입되었고 사업시작 당시 學界와 정부 담당자 및 사업관계자들의 의 

견수렴을 거쳐 서비스 내용 및 범위， 환자사정 및 관리기록 서식， 支

m報健體系 등을 개발하여 사업운영에 따르는 諸般與件을 마련하였다. 

病院中心 家延看護事業이 기존의 뽑、者管理體系 및 醫擔行態를 변 

화시킬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현재 안고 있는 醫標體系의 문 

제에 대한 對處方案으로써 醫標供給 市場에서 合텀的的으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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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말하면， 3차진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치 

료기간을 단축시켜 家底看護師에 의한 在家治擺를 이용함으로써 病院

中心 家底看護事業이 目的하는 바 첫째， 國民 醫據費를 절감하고 둘 

째， 病皮回뺑率을 提高시키며 셋째，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醫爆利用의 

便宜를 提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켜 
Q 

以上의 論題계 초점을 두고 본 연구는 家延看護 示範事業 실시배 

및 목적(表 1 -1 參照)에 근거하여 評價方向을 설정， 事業成果를 

支持를 評價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醫橫界의 

받을 수 있는 方向으로의 發展的 戰略을 모색하는 데 그 目標를 두고 

있다. 

한편 國民의 f建康짤理를 위한 政策은 政策의 집행결과로 얻어진 

經濟的， 社會的 成果와 함께 이용자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事業過程 및 

이용자 특성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다. 이에 病院中心 家

延看護事業의 實證的 機能을 단계적으로 究明하고자 構造(structure)-

過程(process)- 結果(outcome， performance)의 패러다임에 의해 사업 

평가틀을 설정하였으며， 도입하고자 하는 事業이 醫擔社會的으로 충분 

한 受容性이 있는지를 料明하고자 향후 확대가능성을 파악해 보았다. 

2. 冊究目的

家底看護 示範事業 實施背景 디1 

* 目的(表

事業結果를 평가하고 꿇業成果를 분석하여 

院合病院單位 家웰看護制度의 도입가능성을 

있다. 

1 -1 參照)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保健醫續體系內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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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病院中心 家훨看護 示範事業 評價方向 設定背景

시범사업 

1) 3차진료기관 의료이용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입원대체서비스 

개발 미흡 

실시 I 2)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 

배경 | 로 인한 의료비 상승 

3) 질병양상의 변화에 대처할 수 

시범사업 평가 

- 3차진료기관 의료이용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입원대체서비스 

로 기능하였는가? 

- 장기업원 환자실태는? 

- 이에 대처한 가정간호사업에 

있는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 대한 의료인의 인식은? 

f 체계 분재 
1) 3차진료기관의 입원환자 및 만성 - 의료비 절감하였는가? 

퇴행성질환자의 입원치료기간의 환자본인부담금은 감소되었는가?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환 

실시 | 자진료비 감소 

목적 12) 조기퇴원 유도를 통한 재원기간 - 병상회전율은 제고되었는가? 
의 단축으로 병상회전율 제고 

3) 심리적 안정감과 조속한 회복으 이용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성은 

로 인한 의료이용편의 제고 제고되었는가? 

실시 

기간 
22개 월 (1994.9.1-1996.6.30)])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실시 | 한림대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기관 l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영남대 의과대학 영남대의료원 

167R 월 (1994.9.1-1996.6.30) 

좌 동 

註:1) 당초에는 시범사업기간이 199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6개월을 연장함. 

具體的 目 的은 다음과 같다. 

1) 事業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事業構造 및 過程떻因을 분석한다. 

- 家底看護事業 管理組織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 家@줄看護 利用愚者·의 특성을 분석한다. 

- 家底看護 利用똥뿔、 特性 및 서비스 제공양상을 분석한다. 

- 家底看護며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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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家底看護 利用愚者 狀態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입원대체서비스로서 

의 기능을 평가한다. 

3) 家鷹看護 利用에 따른 醫廳費 節減效果를 분석한다. 

4) 家底看護事業으로 인한 病皮며轉率 提高效果를 파악한다. 

5) 家處看護 利用뽑、者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醫擬利用 便宜 提高 效

果를 평가한다. 

6) 현 지불보상제도에서의 家底看護빼價體系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7) 3차진료기관의 향후 家展看護事業 도입여부를 파악한다. 

3. 昭究方法 및 內容

가. 昭究體系

事業評價는 진행중인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目標와 관련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효과를 客觀的， 體系的， 實證的으로 검토하 

는 작업이다. 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事業評價의 擺;융:的 

인 定義와 評價類型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의 ‘能率性’과 

‘效果性’에 대 한 측정 을 기 본과정 으로 포함시 키 고 있다(Epstein， 

1977:111; Nachmias, 1979:4; Rossi , 1982:20). 사업의 ‘능률성’에 대한 

측정은 일반적으로 投入과 옳出의 量的 比率을 지칭하며 事業의 ‘效果

性’은 목표의 달성수준을 지칭한다. WHO에서는 量的 評價와 質的 評

價로 제시하면서 이 두 評價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WHO， 1981:1). 

家鷹看護示範事業 評價는 企業의 成果體系 評價의 고전적인 방법 

으로 알려 진 構造(structure) - 過程(process) - 結果(outcome， perfor

mance) 분석틀을 활용하여 결과분석 내용에 量的 評價， 즉 목표량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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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가와 質的 評價 즉， 效果成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評價體系

는 [그림 1 -1]과 같이 圖式化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업효과를 

다른 其他 要因의 효과로부터 구분하기 위하여 對P、질群이나 準據集團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調훌짧究 設計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家處看

護事業 i휠營方式下에서의 事業 평入展뿔을 事業主體에게 직접 조사하 

여 파악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1-1] 評價昭究 體系

。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 

• 병상회전율 제고효과 분석 
。 의료이용 편의 제고효과 분석 

。 가정간호수가체계의 적절성 

• 가정간호사업실적 평가 

• 사업관리조직의 효과 
구조적 운영실태 

。 이용환자 및 질환특성 분석 

• 서비스 제공양상 

서비스 질평가 

量的， 質的 事業目的 達成水準 제시 

。 3차진료기 관 가정 간호사업 수용성 

입원환자의 가정간호 인식 및 태도분석 

。 의료인의 가정간호 인식 및 태도 분석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도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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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假說의 設定

前述한 冊究問題는 다음과 같이 對立假說의 形態로 설정하여 평가 

하고자 한다. 

- 의료비 절감효과 

假說: 조기퇴판하여 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제왕절개， 암)의 가정간 

호 지불비용은 早期退院하지 않고 계속 病院에 入院하여 지불 

하는 비용(총진료비， 보험급여액， 본인부담금)보다 더 적을 것 

이다 

- 病皮回轉率 提高效果

假說: 가정간호 이용으로 인한 早期退院 病皮에 가정간·호 이용환자 

의 입원시 상태와 동일한 환자가 새로이 入院할 경우에는 그 

환자가 早期退院하지 않고 계속 입원했을 경우보다 홀?廳收入 

이 더 높게 발생할 것이다. 

- 醫據利用 使宜 提高效果

假說: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家延看護 滿足度는 입원시 제공받은 서 

비스 만족도보다 더 높을 것이다. 

다. 冊究範圍 및 昭究方法

1) 鼎究內容 및 昭究方法

家웰看護事業 構造 및 過程評價는 「家延看護事業 運營指針」을 토 

대로 사업의 구조적 요소와 사업운영 현황 및 활동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結果評價는 가정간호 다빈도 이용질환의 입원진료 및 가정간호 

이용자료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료비 절감) 사업기관 및 사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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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도입전망은 전국 3次該續機關를 대상으로 

도입여부를， 시범병원 醫標A 및 뿔、者를 대상으로 사업도입의 適時性

을 파악하였다.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表 1 -2>와 같다. 

〈表 1-2) 돼究內容 및 맑究方法 

연구내용 및 범위 

l. 구조측면 
- 3차진료기관 및 시범병원 특성 
長期 및 다빈도 입원환자실태 분석 

- 사업참여 동기 및 사업인력특성 
- 조직특성별 조직효과 평가 
(임상과별 의뢰의사비율， 입원환자 가 
정간호 인지실태) 

- 사업운영 지원현황(운영위원회 활동분석) 

2. 과정측면 
- 사업운영현황 및 활동분석 
- 이용환자 특성과 입원환자 특성비교 
- 서비스 제공양상 
- 의뢰의사와의 서비스 연계체계 
- 서비스 수행능력평가 

3 결과측면 
- 비용절감효과: 조기퇴원 기간중 입원환 
자 진료비와 가정간호비용 비교 분석 
병상회전율 제고효과. 한계병상이용률 
산출 및 비교 

- 의료이용 편의성: 입원시 간호와 가정 
간호와의 만족도 비교 

- 가정 간호사업 수지 분석 
- 가정간호 수가체계의 적절성 

4. 의료시장 전망 

연구방법(연구자료) 

:<조사 I >, 병원연보， 
「의료보험연합회」 자료분석 

:<조사 II> ， <조사m> ， 병원연보 
<조사 II> ， <조사m>， 병원연보 

: 가정간호기록지 분석，<조사 II >, 
<조사IV> 

<조사V> 

가정간호 다빈도 이용환자 진료 
및 입원환자 진료비 분석 

:<조사 I> 

:<조사m>， <조사VI> 

r진료비명세서」 전산자료 
:<조사IV>， 가정간호사업소 집계자료 

- 가정간호사업 수용성 :3차진료기관， 의 <조사 II> ， <조사VI> ， <조사vn> 
사， 이용자 및 비이용자 의견분석 

註<조사 I >- 3차진료기관 병상활용실태 조사 
<조사 II >- 사업관계자 연접조사 
<조사m>- 입원환자 가정간호 인지도 조사 
<조사IV>- 가정 간호 이 용환자 조사 
〈조사V> 가정간호서비스 질평가 조사 
〈조사VI>- 가정간호 이용환자 만족도 조사 

〈조사vn>- 3차진료기관 가정간호사업 도입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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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資料黃集 方法

가)調훌設計 

본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이다. 면접조사는 準構造的 面

接方法을 택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먼저 관련대상과의 사전 면접을 통 

하여 설문초안을 작성한 후 事前調호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 확정 

하였다. 

(1) 3次該廳機關 調곁￡ 

3차진료기관의 病皮白有實態를 파악하고자 1995년 4월기간 중 전 

국 3차진료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 가동병상수， 病皮利用率， 病J5I(며轉 

率과 향후 병상확충 계획여부 등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1994년 당시 3차진료기관인 35개 기관에서 자료가 모두 수집되었다. 

(2) 事業關係者 面接調훌 

(가) 示範病院 機關長 및 事業關係者 面接調좁 

4개 家延看護 示範病院의 사업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병원정책， 사업참여 동기， 지원실태 

및 認知度 등에 대하여 家處看護事業 關係者(가정간호사업 운영위원 

장， 사업소장 등)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醫師 認知度 調호 

家延看護事業 活性化의 핵심인력인 醫師를 대상으로 家鷹看護事業

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시범병원 임상의사(내과， 일반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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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신경과， 소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를 대상으로 示範事業이 1년 지난 1995년 10월 기 개발 

된 조사표를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조사내용에 

대한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회수율이 저조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이 때의 조사방법은 각 시범병원에 조사원을 투입하여 개별적으로 

직접 면접설문조사를 실시， 자료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병원별 資料魔集件數는 <表 1 -3>과 같다. 동 표에서 專門醫의 資

料魔集率이 46.5%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사기간이 짧아(시 

범병원별로 각 2일간) 非動務 醫師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表 1-3) 醫師의 家혈看護 認知度 調훌對象數 및 資料寬集 件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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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入院愚者 設問調훌 

퇴원이 계획된(1 -7일 앞둔) 4개 시범병원의 가정간호 이용계획이 

없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家鷹看護 認知實態， 家處看護 非利用 事由，

입원시 병원진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附錄 2-2 참 

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진료에 대한 만족도의 信賴性과 客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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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 훈련된 調훌員 1언을 병실에 투입하여 이루 

어졌는데 조사대상은 家鷹看護 利用 多頻度 病愚、者가 입원한 바 있는 

病陳(암병동， 내과병동， 산부인과 병동1))을 임의표출하였다. 

조사시기는 1995년 10월이며 퇴원환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調훌期 

間을 기관당 각 3일씩 2회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내용 중 환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대해서는 환자 면접전 擔當

看護師가 작성하였으며 환자가 직접 응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 

우에는 주간호제공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총 257명의 자 

료가 수집되었는데 이 중 주간호제공자가 응답한 비율은 49.1%로 집 

계되었다. 병원별 조사대상수는 세브란스병원 63명， 강동성심병원 61 

명， 원주기독병원 70명， 영남대의료원 63명이다. 

(4) 家鷹看護 利用愚者 特性調훌 

家鷹看護 示範事業에 대한 過程 및 結果評價를 위하여 1994.9.1일 

부터 1995.8.31일까지 가정간호가 종결된 환자(表 1 -6 참조)를 대상 

으로 기 개발된 조사표(附錄 2-3)를 활용하여 家鷹看護 利用愚者에 

대한 特性을 調훌하였다. 조사대상의 서비스 제공내용 및 양상 등에 

대한 정보는 환자 개개의 「가정간호 기록지」를 통하여， 인구 · 사회 · 

경제적 특성과 의료이용 특성에 대해서는 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 

집하여 기록지 분석과 면접조사가 병행， 실시되었다. 

(5) 家鷹看護서 비스 質評價 調흉 

家展看護師의 서비스 내용 및 활동범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4개 시범병원 r家훌看護事業 運營委員會」 委員長을 대상으로 1 

1) 강동성섬병원의 경우， 가정간호 이용환자가 없는 산부인과 병동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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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 동안 家慶看護師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家處

看護師 수행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였다가정간호사업 운영위 

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기 송부 

된 체크리스트에 작성， 송부하도록 하였는데 ‘충분히 수행가능하다’에 

서 부터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까지 4단계 서술평정척도에 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6) 家處看護 利用뽑、者 滿足度 調훌 

1995년 3월부터 1995년 8월기간 중에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환자 234명(주소변경 및 不明確者 30명 제외)을 대상으로 3개월 

(1995.8.15 -1995.11.15) 동안 가정간호서비스 滿足度 調훌를 실시하였 

다. 조사의 특성상 家展看護師의 試驗效果로 나타날 수 있는 偏重

(bias)을 줄이 기 위하여 家廣看護師를 활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피 하고 

우편설문조사를 택하였다. 조사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調훌前 

전화를 이용하여 거주지를 확인하고 調훌텀的 및 조사표 작성을 요청 

하는 절차를 취하였다. 愚者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간호제공자로 하여 

금 작성하도록 하였다. 

調훌內容은 조사표 작성 및 송부가 용이하도록 「家鷹看護 記錄紙」

및 「家處看護 利用뽕、者 特性調훌」에서 파악이 가능한 정보 즉，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의 항목은 제외시켰으며 家훌看護師에 의해 조 

사되었을 때 內的 윷當度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간결화하였 

다(附錄 2-4). 이 에 따라 수집 된 자료는 「家훌看護 利用愚者 特性調

훌」 자료화일과 힘合， 再構成하여 분석하였다. 

병원별 조사대상수 및 자료수집건수는 <表 1 -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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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4) 家底看護 利用愚者 滿足度 調훌對象 및 資料훨集 件數

기관명 

계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 

조사대상수(명)1) 자료수집수(명) 

234 116 
17 13 
32 32 
46 29 

139 42 

(7) 3次該爆機關 家底看護事業 導入與否 調호 

회수율(%) 

49.6 
76.5 

100.0 
63.0 
30.2 

1996년 2월， 전국 37개 3차진료기관의 院長 및 運營陣을 대상으로 

1996-1997년 기간 중 家底看護事業 도입계획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방법은 우편설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 「家延看護

示範事業 運營指針」 및 시범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家底看護뼈H價 관 

련자료를 동봉하여 사업도입여부를 결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조사결과， 전국 39개(1996) 3차진료기관 중 19개 기관에서 자료 

가 수집되었는데 미수집 기관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아직 未定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醫爆利用資料 深層分析

(1) r醫廳保險聯合會」 醫標保險 給與資料

1994년 7월부터 12월 기간 중 전국 35개 3차진료기관에서 r의료보 

험연합회」에 청구한 6개월간의 「진료비명세서」 전산화일을 활용하여 

가정간호 시범병원을 포함한 전국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長期入院實態

및 다빈도 이용질환의 入院該橫 樣相을 분석하였다. 1994년 下半期의 

자료가 분석대상이 된 이유는 가정간호 시범기간이 포함된 가장 최근 

의 자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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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入院愚者 양操費用 

가정간호 이용으로 인한 찮%쳤쫓費 節減效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 

간호 다빈도 질환과 동일한 질환 및 동일한 상태에 있는 입원환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제왕절개)의 總찮廳贊， 保險給與願， 本/\負擔金， 그 

리고 在院日數別 1일 진료비(진찰료， 투약처방료， 주사료， 입원료， 검 

사료， 처치 및 수술료， 방사선료， 식대， 특진료) 등의 자료를 세브란스 

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환 

별 자료수집 방법은 本文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다) 資料處理 및 分析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는데 家훌看護事業 

운영에 대한 구조 및 과정분석은 頻度分析에 주로 의존하였고 변수간 

의 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에서는 X 2-test, T-test, Pearson 상관관계， 

변량분석 및 회귀분석등을 시행하였다. 

분석단위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家헬看護 利ffl 뿔、者-와 入院뿔、 

者-와의 特性의 차이에 대한 검증은 家옳看護 利用번、者i(표본백분율) 분 

포와 입원환자(모백분율) 분포를 비교， 입원환자 백분율을 이론치로 

간주하여 연속변수(연령)의 경우， 家延看護 利用뿔、者 백분율 분포와의 

차이를 통한 X2값으로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명목변수(성별)의 경 

우는 아래의 공식에 의한 Z값을 통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家

處看護 利用뽑、者와 家延看護 滿足度 調훌에 응한 대상의 특성비교 등 

과 같은 對照群과 準據集團과의 비교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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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7 덮。 

Po: 이론치비율 P: 표본치비율 

한편 結果分析에서는 家延看護回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인적특성 및 

질환이환 상태 등의 독립변수가 가정간호 인지여부， 家底看護 滿足與

否를 어 느정도 설명 하는지 를 파악하기 위 하여 SPSS Package의 Probit 

Anaylysis를 통하여 가정간호 인지여부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Logistic 

Model을 설정하였다. 

조기퇴원기간 중 지불된 입원비용과 가정간호비용의 차이검정은 

T-test를 시행하였다. 

家處看護 利用뿔、者의 가정간호 만족도와 입원시 병원에서의 만족 

도를 비교하는 경우， 그리고 입원환자 집단과의 만족수준의 동질성 검 

증은 Two tailed T -test를 시 행 하였 다. 

라. 昭究의 制限點

첫째家處看講 認知度 調호」 대상이 되는 입원환자의 추출방법은 

家處看護 多頻度 利用뚫、者의 즙《續科 病陳을 선정한 후， 동 병동의 입 

원환자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다단계 표출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선 

정된 病俠은 짧究者의 임의표출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家延看護 認知度는 대상자가 偏重될 수 있어 병원전체 입원환자의 認

知寶態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家處看護 認知度의 대표성 

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병동단위로 표본추출을 택 

하게 된 이유는 家延看護에 노출된 입원환자가 家處看護를 이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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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유에 대한 의견이 타당도가 높은 입원환자의 家륭看護 認知水

準을 위한 표본설계보다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忍知與否에 상관성을 갖는 변수를 추출하여 표본설계 단계 

에서 통제하지 못했던 외생변수를 블럭화하여 認知實態를 병원간 비 

교하였다. 

둘째， 家底看護 利用짧、者를 대상으로 실시한 「家底看護 滿足度 調

훌」 대상의 문제이다. 조사대상의 자료회수율이 49.6%로 標本數가 1/2 

로 감소되었는데 標本數 감소의 문제보다는 有意한 대상이 탈락되어 

調춤에 응하지 않는 대상이 調훌에 응한 對象에 비해 滿足度 측면에 

서 다를 지 모른다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다. 

셋째， 家延看讀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분석에서는 시범병원에서의 

자료수집의 한계로 少數의 뿔、者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 

에 대한 편차의 소지가 크다고 보겠으며 입원시， 또는 家延看護時 발 

생된 間接費用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II. 家處看護事業 構造分析

事業의 構造的 요소는 投入훨素이다. 즉， 사업인력의 특성， 그들이 

사용하는 人的， 物的， 財政的 資源， 그리고 근무여건이나 환경 등이 포 

함된다CDonabedian ， 1980). 따라서 가정 간호사업 에 서 의 構造的 構成要

素에는 家延看護師의 특성， 家鷹看護師가 속해 있는 機關의 特性 즉， 

근무여건이나 組織體系 등이 포함된다CAlbredit， 1990:118). 

이들 構造的 要素들은 서비스 內容 및 質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影響을 미친다는 假定아래서 서비스 提供測面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 

는데 자격을 더 갖춘 人力이나 좋은 施設與件， 또는 시설이나 組織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의 서비스는 그렇지 못한 與件에서의 서비스의 

質보다 더 높을 가능성 이 있다는 假定을 前提로 한다. 

專門家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개발된 「家底看護事業 運營指針」에 

따라 事業j構造體系가 마련된 家延看護 示範事業의 경우에는 3차 진료 

시설에서의 의료사업의 일환으로서， 소정의 資格을 갖춘 家底看護師를 

投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事業運營 및 活動

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물품 등의 物理的인 支援與件과 가정간호사의 

技術 등은 事業成果 여부에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 

여 가정간호사업 운영에 요구되는 構造的 要素가 어느 수준 이상 확 

보된 여건에서는 事業效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 

며 구조적 요소는 단지 適正醫據의 必要條件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 

는 점이다. 

반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事業 執行過程에서 가장 우선 

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事業組織이다. 어느 조직내에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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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장 效果的인지를 決定하는 일인데 특히 家底看護事業은 기존 

의 의료체계내에서 새로운 愚者依賴體系와 서비스 傳達方法의 變化를 

要求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慣行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事業管理體系는 

事業構造 測面에서 論議의 초점이 된다. 가정간호사업이 臨皮 各科 醫

師로 부터의 依賴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볼 때， 

이들 臨皮 各科로부터의 협조와 원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組織

에 가정간호사업 조직이 位置하여야 함은 基本的인 조건이 되기 때문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사업에 투입된 A的 特性 및 제공되 

는 物的 特性을 파악하여 사업집행에 따른 資源에 대하여 파악해 보 

고자 하며 서로 다른 事業組織에 속하여 活動 중에 있는 家處看護事

業組織에 대하여 評價하고자 한다.2) 

1. 家鷹看護事業機關 特性

시범병원으로 選定된 4개 3차진료기관을 全國 3차진료기관의 關聯

特性과 비교하여 제시함은 각 3차진료기관으로 하여금 각자의 現場에 

서 동 사업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전망을 반영해 주므로 그 意義

가크다. 

2) 가정간호 사업운영체계에 포함되는 구조적 요인 (structural elernents) 중에 
서 전문인력간 팀활동방법， 응급환자 발생시의 관리대책， 가정간호비용 지 

불방법， 가정간호 관리대상자의 사고 및 사건 발생시의 대책 등은 4개 기 

관 공히 시범사업전 개발된 지침에 의해 수행되었고 가정간호 서비스 질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평가요소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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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가般 特性

示範病院에 대한 가정간호사업 관련특성을 제시하면 <表 II -1>과 

같다. 사범병원 중 3개 기관은 學校法人이며 1개 기관은 의료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동병상수는 최저 736병상에서 최고 1 ，549병상으 

로 전국의 3차진료기관의 중앙값 737병상보다 더 많은 病많을 보유하 

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세브란스병원은 가장 높은 

病皮利태率0994년， 94.3%))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적은 병상을 보유 

하고 있는 원주기독병원은 가장 낮은 病뚱利태率0994년 81.2%)을 보 

이고 있다. 원주기독병원을 제외한 이들 기관들은 전국 3차진료기관의 

平均 病BR利用率 89.1%보다 높은 病皮利用率을 보이고 있는데 適正

病BR利用率보다 높은 病똥利用率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입원환자의 

在院期間을 단축시키는 것이 病院經營에 有利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 

다. 

한편 가장 높은 病皮回轉率(994)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영남대의 

료원 (28.6회)이며， 가장 낮은 病皮回轉率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강동성 

심병원 (26.0회)으로 이들 시범병원들은 공히 전국 3차진료기관 평균 

病많回!簡率 20.2회 보다 높다. 

〈表 11-1) 家處看護示範事業 指定病院 特性(1994)

기관병 세브란스병원 강똥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 

설립년도 1901 1986 1959 1983 
설립주체 학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볍인 학교법인 
가동병상수 1,549 736 932 961 
병상이용률(%) 94.3% 93.4% 81.2% 89.5% 
병상회전율(회) 26.5 26.0 27.1 28.6 

註: 전국 3차진료기관의 평균가동병상수 789병상， 평균병상이용률 89.1%, 
병상회전율 20.2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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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入院談擔 利用樣相

<表 II -2>와 <表 II -3>은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4개 

시범병원에서 r醫廳保險聯合會」어1 청구한 「該擔費明細뿔」를 통하여 

입원질환건수 및 件當 在院期間을 3차진료기관의 10대 입원진료 다빈 

도 질환과 비교， 제시한 것이다. 전국 35개 3차 진료기관의 다빈도 질 

환 순위는 암， 구순 · 구강 및 인두의 양성신생물， 뇌혈관질환 順인데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은 전체의 多頻度 핏愚)1頂位와 同一하며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암，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구순 · 구 

강 및 인두의 양성신생물 順으로 나타났다. 

〈表 11-2) 全國 3次談擾機關 및 示範病院의 入院 多頻度훌愚別 入院

件數(1994.7.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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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질환 54.3 59.5 38.2 50.9 47.6 
2 구순， 구강， 인두의 양성신생물 10.5 11.0 11.8 7.5 7.3 
3 뇌혈관질환 8.3 5.9 10.0 7.4 7.1 
4 당뇨병 4.9 3.6 5.9 5.1 5.7 
5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4.2 4.4 7.3 8.3 10.5 
6 담석증 4.0 2.1 3.4 5.6 
7 골반의 장기 및 연조직의 이상 3.9 3.9 6.7 5.3 
8 급성충수염 3.5 8.7 3.3 
9 추간원판장애 3.3 5.2 3.2 
10 제왕절개 3.2 

註: (-)은 3차진료기관의 10대 다빈도 입원질환에 해당되지 않읍. 

따라서 4개 시범병원은 모두 癡族뿔、이 가장 많으며 병원별로는 總

入院該續件 중 암질환이 59.5%(세브란스병원)， 38.2%(강동성심병원)， 

50.9%(원주기독병원)， 47.6%(영남대의료원)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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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료기관의 10대 다빈도 입원질환과 시범병원의 10대 다 빈도 입원 

질환이 동일한 경우는 세브란스병원이 6개 질환이고 그 외 시범병원 

은 모두 8개 질환이다. 

<表 ]] -3>에서 전국 3차진료기관과 4개 시범병원 多頻度 族뿔、의 

在院期間을 보면 3차진료기관 전체와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이 

공히 뇌혈관질환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각 2l.5일， 28.6일， 25.1 일이 

며 강동성심병원과 원주기독병원도 각 20.7일， 14.9일로 長期入院病뿔、 

2위를 보이고 있다. 이상 시범병원의 다빈도 입원진료특성은 전국 3차 

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이용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11-3> 3次셜擾機關 및 示範病院의 入院 多頻度훌愚別 件當 在院

日 數(1994.7.1. -12.31.) 

(단위: 일) 

딘Ar-
주 진단명 

3차 세브란스 강동 원주 영남대 
위 진료기관 병원 성심병원 기독병원 의료원 

l 암질환 15.1 16.0 14.4 11.8 13.8 
2 구순， 구강， 인두의 양성신생물 10.0 12.0 8.7 8.2 9.4 
3 뇌혈관질환 21.5 28.6 20.7 14.9 25.1 
4 당뇨병 14.4 12.0 11.9 14.4 15.8 
5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10.0 14.3 13.2 9.5 12.0 
6 담석증 14.0 12.9 12.8 10.3 
7 골반의 장기 및 연조직의 이상 8.4 8.8 8.2 8.6 
8 급성충수염 7.5 7.0 7.2 
9 추간원판장애 16.5 23.3 16.1 
10 제왕절개 7.2 

註:H은 3차진료기관의 10대 다빈도 엽원질환에 해당되지 않음. 

다. 家處看護事業 參與 目 的 및 動機

歸合病院 單位에서 施行하고자 하는 가정간호사업의 目的은 前述

한 바와 같이 질병양상의 변화에 對應한 入院代替서비스로써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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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利用便宜와 만족도를 提高시키고 病많回禮率을 增加시켜 병원과 

환자 공히 사업실시로 인한 效果를 보고자 함이다. 

이와 같은 目的 이외에도 4개 시범병원은 자체적으로 示範事業 參

與目的이나 動機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外來該擾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 

여 참여하였는가 하면(강동성심병원) 病院과 家헬의 連緊體系를 통하 

여 質的인 서비스와 뽑、者에 대한 個別敎育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 지난 20년 동안 

醫爆保護뿔、者들을 주 대상으로 地域保健棄業을 전개해 온 원주기독병 

원의 경우는 기존의 保健事業에 추가하여 地域 奉삼次元에서 가정간 

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고자 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病院測 입장에서 가정간호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動機

를 보면 病皮運營의 效率化를 도모하기 위하여(세브란스병원， 원주기 

독병원)， 地域病院으로서 이미지를 提高하기 위하여(강동성심병원， 원 

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돗病樣相의 변화와 醫廳需훨의 

다양성이 예견되는 바， 가정간호사업의 初期參與를 통한 노하우를 습 

득하기 위하여(영남대의료원) 참여하게 된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家處看護事業人力 特性

家웰看護事業은 家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지원적 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프로그램이다. 따라서 事業人力은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直接A力과 가정간호서비스 提供이 가능 

하도록 지원해주는 間接人力으로 구성된다. 시범에서의 直接人力은 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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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福社部에서 告示한 바와 같이 看護師 資格證을 소지한 후 1년 과정 

(600시 간)의 家延看護 敎育過程을 屬修한 看護師 단독 인 력 이 며 間援

人力은 환자의뢰 및 技術 支援人力인 醫師와 전산， 보험， 수납 등의 

행정관련 人力 등이 있다. 

현재 各 病院이 투입한 가정간호 直接人力은 가정간호사 2인이다 

(원주기독병원익 경우는 20년 전부터 보건사업을 실시해 온 바， 기존 

인력 2인을 포함하여 총 4인임) . 이들의 年敵은 28-42세이며 3) 평균연 

령은 36세로 임상경력은 1-16년이다. 

家@줌誌問에 필요한 교통수단은 이들에게 1일 生뚫性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는데 별도의 家處看護事業用 車鋼을 투입한 기 

관은 강동성심병원0995년 5월 구입)과 영남대의료원0995년 2월 구 

입)이며 세브란스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은 개인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수 

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家處看護 利用裝備

家展看護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醫據器機 및 裝備는 가정간호서비 

스 質 保障과 직결된다. 美國의 경우， 移動用 검사시설 및 의료기기， 

보행기기 등의 원할한 供給에 협입어 가정간호사업이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강창희， 1992:86) 家延에서 쉽게 이용， 관리할 수 있는 裝備의 

공급이야말로 가정간호사업 도입에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事業戰

略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본 조사결과， 非消純品인 醫擔감셜機 및 裝

備(附表 1-1)는 가정간호 이용환자 중 14.6%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대부분 뇌혈관질환자) 이 중 대부분(97.2%)은 「醫廳器商íitL 를 통 

3) 가정간호사의 연령은 세브란스병원 41세， 39세， 강동성심병원 42세， 28세， 
원주기독병원 41세， 28세， 영남대의료원 36세， 3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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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購入하거나 합與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이용자 중 장비구입 

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7%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문제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속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라 

는 관점에서 볼 때， 非消純品인 醫쳤쫓器機 및 裝備에 대해서는 병원에 

서 합與， 提供해 주는 것이 환자에게 안전감과 신뢰감을 주고 필요시 

에만 이용， 반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구입， 활용할 수 있어 醫

껴쫓{更宜 뼈U面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消純品의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가정간호서비스가 일정 간격을 두고 제공되고 있는 관계로 

感梁에서 보호될 수 있는 醫標用具(실리콘 제재 Coken, L-tube, 

Foley set 등)의 경우에는 醫橋保險 給與項目에서 除外되어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는 地域社會 社會福社財團의 「이동목욕 봉사사업단」과 연계하여 이동 

목욕차량을 활용，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家處看護事業 管理體系

가. 病院別 管理組織 形態

家底看護事業 管理體系는 뚜렷한 g 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的 性

格을 가지고 있다.4개 시범병원 가정간호사업 관리체계를 보면 강동 

성심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의 경우， 看護部에 所屬되어 있으며 세브란스 

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病院長 산하로 별도의 조직으로 편성， 臨많 各

科로부터 원활한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4개 시범병원 

家底看護팎業 組織은 간호부 소속형태와 기관장 직속인 獨立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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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나. 組織效果 評價

家處看護 事業組織의 效果性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 

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組織의 效果性

이란 組織이 目的을 달성하는 정도로서 組織의 효과성 評價結果는 事

業發展과 개선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組織 有效性에 관한 古典的인 접근법에는 體制資源的 接近(system

resource approach) , 內部過程的 接近Cintemal process aproach) , 目

標的 接近(goal approach)이 있다. 첫번째 體制資源的 接近法은 조직 

의 投入測面을 조사하여 組織有效性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組織은 成

果를 올리기 위해 資源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는가에 集點을 두고 있다. 

4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은 3차 진료시설이라는 유 

사한 可用資源을 가지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미 개발된 構造的 몇素 

에 대한 指針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體制資源的 接近을 통 

해서는 민감한 組織效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目標的 接近法은 조직의 산출측면에서 효과성을 評價하는 

것으로 組織目標의 달성을 組織의 效果性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접 

근법이다. 家處看護事業은 塵業場과 같이 제공자에 의해 생산량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消費者의 선택에 의해 생산성이 결정되므로 소비 

자 인식과 病院內 與件(뽑、者의 의견 및 醫師의 의뢰건수) 등의 복합적 

인 要素에 의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정간호사업조직 

에 대한 효과를 단순히 가시적인 塵出結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 

이러한 실정은 비단 가정간호사업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保健醫擔組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외적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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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複合的이고 力動的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開放體系에서 

는 이론적 근거틀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統

合的인 變數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겠다. 保健醫據팎業 評

價가 발달된 先進國에서 조차도 보건의료조직의 效果性에 대한 評價

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服絡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理論 및 方法論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開放體系라는 環境的 特性과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의 운영·관리 특성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家헬看讀事業 管理體系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는 조직의 내·외적 효과를 포괄할 수 있는 基準을 개발， 타당하고 

합리적인 準據와 方法論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內部過

程的 接近을 통하여 體系理論에 근거한 관련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 소속된 가정간호사업소가 위치한 組織이 가정 

간호사업 活性化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假定 아래， 家底看護事

業 組織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과의 相互關係를 반영하는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事業組織의 效果性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組織 評價基準에 대한 選定은 첫째， 가정간호사업조직의 效果性 領

域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 둘째， 조직구성원인 家훌看護師가 제시하 

고 있는 문제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理論的으로 확인되고 支持된 

기준， 셋째， 구체적인 測定과 魔念化가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첫번째， 가정간호사업조직의 效果性 領域을 반영하는 기준으로는 

가정간호사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消費者 利用水準’이 도출될 수 

있다. 病院中心 家@줄看護事業에서는 서비스 제공범위를 入院代替서비 

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消費者가 가정간호를 利用할 수 있으려면 

入院病陳에서의 ‘醫師의 依賴’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組織效果에 

대한 평가는 ‘이용환자 규모’와 ‘醫師의 依賴水準’을 통하여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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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번째， 家底看護師가 지적한 문제들 중에서는 Cunningham 등 

0977:463)이 제시한 內部過程的 接近에서의 組織有效性 基準에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選定하였다. 家R졸看護師가 지적하고 있는 우 

선순위적 문제를 보면 醫師의 依賴 및 보조인력 부족(세브란스병원)， 

弘報 및 人力부족(강동성심병원)， 醫師의 의뢰， 홍보 및 交通手段(원주 

기독병원)， 醫師의 의뢰 및 홍보(영남대의료원) 등으로 나타나 ‘醫師의 

依賴’와 ‘弘報’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한편 Cunningham은 조직유효성 기준으로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 

한 고려’， ‘팀윌’， ‘管理者와 從業員間의 信賴’ ‘확실한 정보에 의한 意、

思決定’， ‘수평적·수직적 원활한 意思院L通’， ‘조직과 개인들이 조직목표 

와 계획에 合一된 努力’， ‘높은 成果와 성장을 위한 적절한 補慣體系’，

‘조직 과 하부집 단의 원활한 相互作用’으로 제 시 하고 있다0977:467). 따 

라서 家處看護師가 지적한 문제 즉， ‘醫師의 의뢰’와 ‘弘報’ 問題는 내 

부과정적 접근법에서의 ‘조직과 개인들이 조직목표와 계획에 합일된 

노력’， 과 ‘조직과 하부집단의 원활한 意恩流通’에 대한 구체화된 개념 

으로 간주할 수 있어 두번째 조건에서 도출될 수 있는 評價基準은 ‘醫

師의 의뢰’ 및 ‘홍보수준’이다. 

제시된 첫번째， 두번째 조건에 의하여 도출된 가정간호사업 조직의 

평가기준은 ‘이용환자 규모’， ‘醫師의 의뢰비율’， 그리고 ‘홍보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용환자 규모’는 병원별 가정간호 사업대상(모집단)의 규 

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제외하였 

다. 따라서 組織特性別 評憶指標는 ‘依賴한 醫師比率’과 ‘홍보활동’에 

대한 결과인 ‘입원환자의 가정간호 인식수준’을 통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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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醫師의 愚者依賴實態

시범기간 1년 동안 醫師의 가정간호사업 참여실태를 파악해 보면 

<表 II -4>와 같다. 담당환자를 가정간호사업소에 의뢰한 의사의 진료 

과목별 분포를 보면 내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피부과， 외과계열 

該爆科，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마 

취과， 통증과 등으로 眼科 및 臨J5IÇ 基健科를 除外하고 모두 참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4개 시범병원에서 모두 참여한 진료과목은 ‘내과’， ‘신 

경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이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듭《 

쳤쫓科目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신경외과(75.0%)이며 영남대의료원의 

경우는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통증과 등 6개 

과(100%) ， 강동성심병원은 신경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100%) ， 원주 

기독병원은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통증과(100%)로 4개 시범병원에서 

공히 높은 참여율을 보인 진료과는 神經外科이다. 

가정간호사업 운영조직 특성별 醫師(專門醫)의 참여비율을 보면 

<表 II-5>와 같다. 가정간호사업소에 환자를 의뢰한 醫師의 비율은 

35.8%이다. 機關;톱 直屬形態의 경우 依賴醫師 比率은 33.0%, 看護部

所屬形態의 依賴醫師 比率은 40.1%로 간호부소속 기관이 7%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統計的으로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家

底看護휩業 管理組織의 형태에 따라 醫師의 참여수준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간호사업 조직은 臨않各科로부터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를 얼마나 원할하게 依賴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家底看讀課」를 어디에 소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家延看護

事業組織이 얼마나 效果的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각 

機關이 자체진단을 통하여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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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4) 家底看護事業 組織特性別 依賴醫師(專門醫)1)의 比率

(단위: %) 

의뢰 
진료과목2) 

계 

내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과 

피부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과 

통증과 

기관장 직속 간호부소속 

세브란스병원 

닝 0 ... 1 의뢰 
인τ『 전문의 

T 비윌썽)) 

154 25.3 

37 37.8 
7 42.8 
4 25.0 

13 7.7 
5 0.0 

12 16.7 
7 14.3 
8 75.0 
8 25.0 

8 
10 30.0 

8 12.5 
7 28.6 

2 0.0 
6 50.0 

12 

영남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4) I 원주기독병원 
.J P' .... 1 의뢰 1 쇠0 ... 1 의뢰 I "7J P' ñl 의뢰 
」노 전문의 I -L!포『 전문의 I -L!노『 전문의 

T 비월썽)1 T 비윌썽)1 T 비윌썽) 

n
시
 j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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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9 
3 
4 
6 
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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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7 
1 

7’ 
1i 

염
 
퍼
 3 

4 
7 
2 

7 
3 
5 
5 
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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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8. 
D 
3 
D 
D 
3 
D 
D 

β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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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때
 
잉ω
 
m 
않
 O 

O 
M 

밍
 검
 때
 O 
o 
o 

m 

mm 

m 
2 
3 
5 
2 
7 
2 
4 
5 
4 
5 
4 
3 

2 100.0 

0.0 

j 

5 
] 
D 

잃
 m 
% 

잉
 

28.6 

60.0 
20.0 

100.0 

25.0 

66.7 

2 100.0 

6 
1 100.0 

註1) 담당의(전문의)의 허락하에서 의뢰한 전공의는 해당과 전문의에 포함시킴. 
2) 4개 시범병원에서 의뢰한 진료과를 대상으로 그 비율을 파악하였음. 
3) %=(가정간호 의뢰전문의 수/ 총전문의수)x 100 
4) 전공의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의뢰된 경우(내과 9명， 신경과 2명， 외 
과 6명， 신경외과 2명， 정형외과 2명， 성형외과1 명， 비뇨기과 2명， 가정 
의학과 1 명， 재활의학과 1명)는 동 표에서 제외시켰으므로 실제 의뢰 

비율보다 낮게 제시되었읍. 

1 

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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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5> 家底看護事業 組織特性別 醫師(專門醫)0으| 依賴實態

(단위: %) 

기관장직속2) 간호부소속3) 계 

의뢰 의사 33.0 40.1 35.8 
비의뢰 의사 67.0 59.9 64.2 

계 100.0 100.0 100.0 
(N) (230) (142) (372) 

註: X:: 1.21 (p>0.05) 
1) <表 II -7>에서 제시한 진료과목 전문의에 한함. 따라서 전공의가 단 
독으로 의뢰한 26명은 제외. 

2)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3)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2) 病院의 弘報 및 入院愚者의 家훨看護 認、知實態

가정간호 시범병원에서는 사업의 원할한 지원체계 및 주요 안건에 

대한 審議機構로서 시범사업과 동시에 「家底看護판業 運營委員會」를 

설치한 바 있다(원주기독병원은 기존의 「家웰該續委員會」 활용) . 委員

長은 機關長 直屬形態의 병원에서는 부원장이， 看護部 소속형태의 병 

원에서는 院長， 또는 該擔部長이 맡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각 진료과 

부장， 또는 과장으로 구성되어 필요시 委員長이 동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1년 동안 동 위원회에서의 弘報活動을 파 

악해 보면 <表 II -6>과 같다. 시범사업 1년 동안 4개기관 공히 사업 

도입에 따른 준비활동 이외에는 修練醫나 專攻醫와 함께 委員長이 

「가정간호사업소」를 방문하거나 醫標人에게 사업실시를 알리는 정도 

의 활동 뿐， 가시적인 弘報活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目的 및 動機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년여 시범사업기간 중에 나타난 병원정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 

지 않아 效果的으로 가정간호를 활용하려는 體系的인 支援은 부족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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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6> 示範病院에서의 r家底看護事業 運營委員會」 運營實態

기관장직속 형태 간호부소속 형태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원주기독병원 강동성심병원 

위원장 부원장 부원장 신경과 부장 원장 

개최횟수 1회 4회 4회 1회 

위원수 13명 9명 9명 9명 

개최목적 - 운영셔원회 - 가정간호사업 - 가정간호 시범 - 가정간호 시범 

및 내용 결성 및 시범 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 지침 병원 운영지침 

사업소개(시범 타당성과 실제 전달 및 준비 전달 및 준비 

사업 현황보고， 적용방식에 사항논의 사항논의 

홍보 강화) 대한 회의 - 가정간호 시행 

- 臨æ各科 홍보 준비작업토의 

와 문제점 해결 (전산， 원무， 기 

- 차량구입， 록， 처방전 발 

- 환자의뢰 상황 급) 

보고 - 가정간호 기록 

- 사업현황보고 지심사 

- 실무 소위원회 - 가정간호 진행 

구성 보고등 사항과 문제점 

토의 

한편 弘報活助의 結果는 최종적으로 入院愚、者의 家底看讀 認、識水

準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家展看護 認、識與否

를 조사한 결과，<表 II -7>과 같다. 가정간호 認知方法 및 認知經路

에 대하여 있는대로 응답하도록 한 후 病院 外的 홈因에 의해서만 認

知한 환자의 경우에는 인지하지 않은 집단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입원병원에서 가정간호를 認知한 환자의 비율은 31.0%로 약 1/3이 가 

정간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소속 병원의 경우 

認知率은 28.2%, 간호부소속 병원의 경우 認知率은 33.6%로 간호부소 

속 병원의 뿔、者 認知比率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組織간 認知

率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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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7) 家底看護 事業組織特性別 入院愚者의 家底看護事業에 대 

한 認知與否

(단위: %) 

알고 있음 

모 름 

계 
(N) 

註: P>0.05 

기관장직속 

28.2 
71.8 

100.0 
(124) 

간호부소속 

썼
싸
 
짧
 
m 

m
ω
 

] 

( 

계 

31.0 
69.0 

100.0 
(252) 

그러나 이들 대상에 대한 標本이 사실상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못 

하여 두 집단간 認知率의 차이에 대해서는 표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入院뚫、者 家底看護 認知與否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在院期間’이 유의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在院期間別 認知率

을 통하여 두 조직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表 II -8>과 같다. 30일 

미만 입원한 환자의 경우는 각 25.9%, 26.0%로 두 조직간에는 有意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32.0%, 

48.7%로 統計的으로 有훨;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과 같이 家底看護 듣갑業組織이 어느 組織에서 활동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요 변수로 도출한 2개 測定基準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病院長 直屬의 體制로 운영된 경우와 간호부소속 체계로 운영된 

경우， 醫師의 依賴率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롭期入院뽑、者의 認、知率에서 

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美國의 가정간호사업 병원은 우리나라의 병원과는 조직체계가 다 

르지만 St. Mary's Home Health의 경우， 가정간호사업조직이 看護副

院長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 Director가 직접 報告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강창희， 1992:89) 看護部著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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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8) 家底看護 事業組織特性5]IJ 入院愚者의 家盧看護 認知實態

단기입원(30일 미만)환자집단I 
기관장직속 간호부소속 

알고 있음 25.9 26.0 

쩌
 =단
 
-
소
「
 

위
 Za 

소
 

단
 =
자
-
부
 

U 

=
펼
 
호
 

상
 -
간
 

이
，
-

쩍
 속
 

텅
 
직
 

원
자
。
 

이
님
 관 

긴
 
기
 

자
。
 

32.0 48.7 
모 5르 

I그 74.1 
100.0 
(73) 

51.5 
100.0 

(81) 

68.0 
100.0 
(25) 

51.3 
100.0 

(39) 
계 

(N) 

註: 1) P>0.05, 2) P<0.05 

가정간호시범사업의 조직에 대한 평가가 短期間의 운영결과에 대 

한 평가라는 점과 組織 構成員이 2인이라는 점 때문에 ‘관리자의 종업 

원에 대한 考慮’， ‘팀윌’， ‘管理者와 從業員間의 信賴’ ‘확실한 정보에 

의한 意思決定’， ‘높은 成果와 성장을 위한 적절한 補價體系’ 등을 평 

가하지 않았으며 조직 구성원의 職業滿足度 또한 고려하지 않았는데 

‘관리자의 종업원에 대한 고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병원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가정간호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지원된 활동이 

아닌 管理者의 권한에 의해 지원된 활동을 홍보지원， 인력지원 및 차 

량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看護部所屬 病院인 강동성심병원에서는 

홍보를 위해 「노인정」을 방문할 때， 기증품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弘報用 案內書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補助人力

또한 看護部 소속하에 있는 원주기독병원에서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차량은 기관장직속 병원인 영남대의료원과 간호부소속 병원 

인 강동성심병원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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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家處看護費用 支佛體系

가. 家處看護빼價 構造

家R줄看護뼈11價體系의 기본틀은 그동안 일부 종합병원에서 수행되어 

온 가정간호사업에서의 r家底看護記錄紙」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 

분석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되었다. 즉， 가정간호업 

무의 특수성과 입원단축기간 동안의 입원진료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입원진료비의 빼價構造와 연계하여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家延看護뼈11價體系를 개발한 것이다. 규명된 가정 

간호업무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간호사업 경험 및 「家底看護記錄紙」 분석결과， 처방업무 

와 비 처 방업 무， 환자관리 환경 , 업 무방해 정 도， Network 역 할(주치 의 

와 환자， 병원과 지 역사회)， 전화업무(정규적， 수시상담) , 가족 및 환경 

위생문제， 독립운영체제， 일회용 재료의 사용， 家헬看獲人力이 /뽑、者-家 

底을 방문한다는 점， 家底찮問을 위한 사전， 사후 업무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r입원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기존의 醫據保險 빼價體系에는 

原價報끊i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임상검사료， 진단방사선료 등과 같 

은 이익율이 높은 빼價種目이 있으며 반면， 가정간호 서비스내용에는 

진찰료， 상담료 등과 같이 결손율이 높은 빼價種 g 이 대부분이라는 점 

이다. 

셋째가정간호기록지」 분석결과， 家底看護師 1일 총 8시간 근무 

시간이 직접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 그 외 

방문 전 준비 및 방문 후 정리업무， 主治醫와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 

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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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입원진료서비스와 가정간호서비스의 특성을 놓고 상 

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도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家底看護

때H價 算定時 고려되어야 할 主要 要因으로는 ‘가정간호 서비스 난이 

도’ 및 ‘서비스 소요시간’， ‘교통소요시간’， 그리고 ‘家底看護 原價’ 등으 

로 파악되었다(유호신， 1994). 첫째 ‘가정간호 서비스 난이도’ 및 ‘서비 

스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수준을 가장 객관화 시 

킬 수 있는 현 醫橫保險빼價 즉개별행위료」를 적용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둘째， ‘교통소요시간’은 일정 소요시간 범위내 지역을 

관리대상지역으로 제한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셋째， ‘家延看護 原價’

는 原價保숲이라는 大前提와 原價節減이라는 사업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家탤看護뼈H價를 기본적 원가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때 家헬看護 原價펼素는 교통비， 인건비， 관리비 및 재료비로 구성 

될 수 있는데 가정간호사업 

미 「원가+ α 」로 되어 

운영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의 원가는 이 

있다고 인정되는 r개별행위료」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측면과 病院運營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사업 

이라는 측면에서 支빼報憶體系 책정시 감안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家處看護뼈~l價는 최종적으로 교통비， 인건비， 재료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家륭看護 뼈~l 價;構造를 입원진료비의 뼈~l價構造와 연계하여 뼈~l價化 

方案을 모색한 결과 <表 II -9>와 같다. 동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간호수가는 「교통비 J+ r기본방문료J + r 개별행위료」로 구조화하여 

「기본방문료」와 「교통비」는 방문시마다 기본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방 

문당 수가를 채택하였다. 지불방법은 입원대체효과의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기본방문료」와 「개별행위료」는 입원진료비 부과기준을 적용하 

였고 교통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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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9) 家處看護뻐價 構造 및 支觸方法

지불방법 

항목 
본인 보험기관 

입원진료비 가정간호수가 

기본진료비 20% 80% 업원료 기본방문료 

개별행위료 20% 80% 개별행위료(투약료/검사료) 개별행위료 

일반수가 100% 식대， 특진료， 병실차액， 기타 교 통 비 

나.家處看護費用 

家헬看護뼈II價는 「基本닮問料J，교통비 J ， 그리고 「개별행위료」로 

구성되며 이 구성요소에 가정간호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의 원가 

가 반영되어야 한다. 家底看護빼價 책정을 위한 기본전제는 첫째， 이 

윤을 고려하지 않고 原價報땀의 원칙을 적용하며 둘째， 수가산정과 지 

불관리체계가 용이한 방법으로써 세째， 지불비용이 1일 진료비와 외래 

방문비용 사이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家底看護師 人件費는 1일 8시간 근무 중 소요시간 내용 

을 고려하여 가정간호활동에 3/4(6시간)의 인건비가 보상되도록 책정 

하고 교통시간에 나머지 1/4(2시간)의 인건비가 보상되도록 책정하였 

다. 따라서 「基本誌問料」는 家處看講師 연간 인건비 (20，000，000원)의 

3/4 인건비(1/4은 교통비에 반영하였으므로)를 연간 총 목표로 하는 

방문회수 즉， 家延看態回數 1 ，000(4가구 방문/1일 x250일)으로 나누어 

1회 방문당 定願(15，000원4))을 策定하였다교통비」는 가정방문에 소 

요되는 차량유지 및 관리비 등의 순수 支出交通費 原價에 家R좋iW問에 

소요(2시간)되는 人件費 原價(1일 인건비의 1/4 인건비)를 합한 금액 

을 산출하여 定願 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두 비용은 1회 가정간 

4) r 기본방문료」는 사업시작 당시에는 15，000원이었으나， 1995년 4월부터 

16，000원으로 인상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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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이용시 기본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다. 재료비는 醫廳保險標

養機關의 醫爆保險뼈Hl賣에 규정된 「個別行寫料」 금액에 근거하여 병원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家延看護뼈H價(a)는 [그림 11-lJ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家底

看護師 人件費 原價(b)와 순수교통비 原價(a-b)가 반영된 定銀制 뼈Hl賢 

이며 1일 4회 家處看譯回數가 慣益分l技點이 되도록 책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前提와 過程를 거쳐 책정된 가정간호 시범사업에서의 

家底看護 支抽費用은 「기본방문료J 15，000원 0995년 4월부터 16,000 

원)， r교통비 J 5，000원， 그리고 「개별행위료」이다. 

비용 

[그림 11-1] 家底看護事業의 揚益分 ú皮圖

23456789 

a;.,>, 01 
。"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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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I. 家鷹看護事業 過程分析

家底看護 示範事業 過程評價는 1994년 9월 1일부터 1995년 8월 31 

일까지 1년 기간이다. 事業過程에는 事業對象이 관여하게 되는데 評價

終T時點0995.8.31.)에서는 등록 후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뿔、者와 

진행 중에 있는 환자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事業 提供者의 활동 

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진행중인 환자(登錄펴、者)를 포함하 

여 분석하였으며 利用者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에 대해서는 서 

비스가 종결된 환자(後述 利用뿔、者로 칭함)를 대상으로 하였다. 

本 章에서는 家處看護師와 家底看護 利用愚、者간에 이루어지는 활 

동을 통하여 관심 의 초점 인 結果的 行寫의 紀元을 파악하고자 하며 

事業成果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들을 색출하고자 한다. 問題點 및 개선 

될 소지가 있는 면과 없는 면을 파악하여 보다 效率的인 사업을 기획 

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家底看護 示範事業 結果 및 效果

發生의 과정을 밝히어 바람직한 사업 집행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情

報를 파악하는데 分析目的이 있다. 

1. 家鷹看護 登錄愚、者 現況

가. 登錄愚、者數

1994년 9월 1일부터 1995년 8월 31일까지 등록된 家底看護 뽑、者-現 

況을 보면 <表 ill-1>과 같다. 1995년 8월 31일 현재， 4개 시범병원의 

家훌看護휩業所에 登錄된 환자건수는 총 616건이며 이 중 526건이 서 

비스가 종결되었고 90건은 계속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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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底看護 登錄愚者 現況(1995년 8월 31 일 현재)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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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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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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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1) 재등록 환자(세브란스병원 12건， 강동성심병원 2건， 원주기독병원 1건， 

영남대의료원 10건) 포함. 

示範病院 月別 家底看護 登錄件數4個[그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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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맺렌뼈 * 강할a싱엉앤 -*- 앤합1챙윈 “얀 ‘ 영l鋼씬 ] 

보면 세브란스병원 99건(월 8.3건)， 강동성심병 등록현황을 병원별 

14.6건)， 영남대의료원 261 

것으로 uJ-Q 
'-'0，二」가장 등록환자건수가 

원 81건(월 6.8건)， 원주기독병원 175건(월 

영남대의료원의 21.8건)으로 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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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종결된 환자 526건 중 25건은 재등록자로 나타나 실제 가정 

간호서비스 종결환자수는 총 501명이다. 

4개 시 범 병 원 월 별 家底看護 登錄뽑、者數를 보면 [그림 III-l]과 같 

다.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이 月別 登錄뿔、者-數의 變化가 크며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은 월별 비슷한 등록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원주기독병원이 등록건수가 많은 데 비하여 事業中期

이후 부터는 영남대의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居住地域

이상과 같은 事業寶積은 각 시범병원별 2명의 家延看護師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각 병원을 중심으로 통상 편도 교통소요시간이 30分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로 制限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사업대상지 

역의 제한은 家延看護師의 看護生표性을 고려한 것으로 교통소요시간 

을 편의상 行政區域으로 명시하여 정하였다(表 III -2 참조) . 만약 관리 

대상 이외의 지역에 居住하고 있는 뽑、者를 등록， 관리하였을 경우에는 

가정간호비용 지불시 保險給與 혜택 (r기본방문료J 15，000원5)의 80%와 

「개별행위료」 뼈H價의 80%)을 받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원칙적으 

로 관리대상 이외지역의 환자에 대해서는 家웰看護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調호結果， 家흉看護 登錄뿔、者-의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10.9%가 비관리대상지역 거주환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家웰看護費用 

중 보험기관에서의 지불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는데 가정간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별 비관리대상지역 거주환자 실태를 보면 세브란스병원 

5) 1995년 4월 1일부터 16，000원， 1995년 12월 1일부터 18，000원으로 增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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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아 2명 중 1명 (46.5%)이다. 

〈表 111-2) 家底看護 登錄愚者의 管理對象地域 居住與否

(단위: %) 

계 세브란스 강동성심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병원 병원 의료원 

계 100.0 
(616) 

100.0 
(99) 

100.0 
(81) 

100.0 
(175) 

100.0 
(261) 

관리 대상지 역 1) 89.1 53.5 100.0 90.9 98.1 
관리대상 외 지역 10.9 46.5 9.1 1.9 

註1)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원주기독병원: 원주시 전지역， 원주군 
영남대의료원: 대구시 전지역 

한편 <表 ill-3>에서 1994년 1년 동안 시범병원에 입원한 전체환 

자 중 家底看護 管理對象地域에 거주한 환자의 비율을 파악해 보면 

30%(원주기독병원)-60%(강동성심병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 

리대상 외 지역의 거주환자의 入院比率이 높은 병원의 경우에는 家延

看護事業 管理對象地域을 제한할 경우， 가정간호 이용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어 家底看讀事業 生옳性 提高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이유때문에 관리대상지역을 확대하게 되면 가정방문으로 

인한 교통시간의 소모로 인력투입에 비하여 生뚫性이 낮아질 가능성 

이 높은 또 다른 短點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입원환자의 

居住地域 分布는 經合病院 單位에서 家底看護事業 도입의 關鍵의 하 

나가 될 수 있으며 사업 도입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많은 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역을 분담하여 상호 연 

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方案이 代案이 될 수 있다. 



家底看護事業 過程分析 71 

〈表 111-3) 入院愚者1)으| 家底看護事業 管理對象地域 居住實態(1994)

(단위: %) 

계 세브란스 강동성심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벼Q 의 」 병원 의료원 
(N=1l3,226) (N=41 ,438) (N=21 ,385) (N=22,922) (N=27,4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대상지역 47.7 31.6 61.4 31.3 74.8 
관리대상외 지역 52.3 68.4 38.6 68.7 25.2 

註:1) 입원기간은 1년기간(’94.1-’94.1 2 단 세브란스병원은 ’94.3- ’95.2) 임. 
資料:4개 시범병원， r1994 병원연보J ， 1995. 

2. 家鷹看護 利用뽑、者 特性

家底看護 利用뿔、者의 특성은 1994년 9월부터 1995년 8월 31일 기 

간 중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총 501명의 환자가 그 대상이 되며 

利用病院別， 또는 利用똥뿔、別로 그 特性을 파악하여 보았다. 

가.Å.口·社會學的 特性

<表 ill-4>는 병원별 家鷹看護 利l'1]，:æ.、者의 일반특성이다. 年敵있Ij 

분포를 보면 30대 (24.4%), 20대 (23 .4%), 70대 이 후06.8%) }I順1順頂이 며 女1

이 70.5%를 차지하고 있다. 敎育水準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33.5%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졸(32.0%)로 나타났으며 無職이 대부분이 

다(82.5%). 結婚狀態는 기혼상태가 74.9%이며 家族構成形態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다. 醫廳保障 加入種類

를 보면 지 역 의 료보험 이 46.1% , 직 장의 료보험 이 41.0%로 나타나 우리 

나라 전 국민의 醫橫保障 加入構成 比率(지역 48.4%, 직장 36.7%)과 

유사하다(의료보험연합회， 1995). 단지 醫廳保護 및 技助가 0.8%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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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l 적용구성비율(5.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家延看護 시범사업 

에서 醫據保險 적용대상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表 111-4) 家處看護 利用愚者의 -般的 特性

계 

연녁 

0-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성별 
남자 
여자 

결혼상태 
기혼 
미혼 
사별 
이혼 및 별거 

동L 려 
-.π 

국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이상 
미취학 

직 업 
E- ;;<l ,-.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기술 전문가 
기능원，관련기능근로자 
서비스 및 판매직 
사무직 
농업 및 어업 
기타 

전체 

(N=50l) 

100.0 

3.8 
0.8 

23.4 
24.4 
8.0 

12.0 
11.0 
16.8 

29.5 
70.5 

74.9 
5.1 

17.9 
2.l 

18.9 
13.5 
32.0 
33.5 
2.1 

78.9 
3.6 
5.0 
1.6 
5.6 
1.7 
1.9 
1.7 

세브란스 
병원 
(N=59) 

100.0 

1.7 
11.9 
8.5 

10.2 
11.9 
27.1 
28.8 

59.3 
40.7 

78.1 
9.4 
6.3 
6.2 

20.0 
5.7 

34.3 
40.0 

82.5 
3.5 
3.5 

1.8 
1.8 
1.8 
5.3 

강동성심 
병원 
(N=59) 

100.0 

1.7 

1.7 
1.7 

10.2 
18.6 
13.6 
52.5 

41.1 
58.9 

50.8 
1.7 

44.1 
3.4 

30.5 
35.6 
25.4 
8.5 

83.1 
1.7 
1.7 
1.7 
1.7 
1.7 
5.1 
3.4 

원주기독 
병원 

(N=152) 

100.0 

0.7 
34.9 
37.5 
3.9 
9.9 
5.9 
7.2 

21.1 
78.9 

84.8 
15.2 

14.l 
5.4 

27.5 
53.0 

75.5 
2.0 
8.2 
3.5 
4.8 
2.7 
2.0 
1.4 

(단위: %) 

영남대 
의료원 
(N=231) 

100.0 

7.8 
0.9 

24.2 
25.5 

9.5 
11.7 
9.5 

10.8 

24.7 
75.3 

88.7 
1.4 
9.9 

18.8 
14.3 
36.3 
26.0 
4.5 

79.1 
5.1 
4.2 
0.9 
8.4 
0.9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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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4) 계속 

전체 세브란A 강동쉴심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병 병원 의료원 

(N=501) (N~59) (N~59) (N
u

=152) (N=231) 

가족구성형태 

독신 4.4 6.8 4.6 9.1 
배우자(자녀 포함) 72.7 76.3 52.6 82.9 ffj.7 
자녀 혹은 손자 13.0 8.5 44.1 11.2 16.4 
부모와 형제 9.1 6.8 3.4 1.3 7.3 
기타(친척，친지) 0.8 1.7 0.4 

의료보장상태 

직장의료보험 41.0 37.5 33.9 53.3 35.7 
지역의료보험 46.1 53.6 64.4 30.0 50.0 
공교의료보험 11.5 3.6 1.7 14.7 13.9 
의료보호 0.8 1.8 1.3 0.4 
없음 0.6 3.6 0.7 

<表 ill-5>에서 家延看꿇 利用 多頻度 돗뽑、別 환자특성을 살펴 보 

면 암환자의 경 우는 70대 이 후(28.6%) ， 남자(59.0%) ， 고졸학력 (25.5%) 

이 가장 많으며 뇌혈관질환자의 경우는 70대 이후(37.5%) ， 국졸이하 

(37.8%) , 그리고 여자(56.3%)가 남자보다 12%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는 60대 (31.3%) ， 전문대졸(45.5%)， 그 

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2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환자는 

70대 이상(43.8%) ， 국졸이하 학력 (46.7%)이 가장 많고 남자가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 

에 가정에서의 看護提供者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家延看護師 역 

시 이들에게 相談 및 敎育을 필요로 하므로 看護提供者-가 가정에 상 

주하고 있을 때만이 보다 더 큰 效果를 올리게 된다. 동 표에서 제왕절 

개환자의 看護提供者는 80.9%가 父母이고 암， 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配偶者가 가장 많아 각 50.5%, 43.8%, 43.8%이며 그 다음으 

로는 子女(각 37.1%, 37.5%, 31.3%)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주 간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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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녀인 경우가 가장 많아 50.0% , 배우자인 경우는 43.8%로 나타 

났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看病人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뇌혈관 

질환자가 12.5%로 가장 높고， 제왕절개환자의 경우는 6.0%이며 만성폐 

쇄성폐질환과 당뇨병환자는 看病人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看病人의 이용으로 인한 비용지불은 間接 醫廳費用에 포함된다. 

〈表 111-5) 家j흉看護 利用뿔、者의 多頻度 f훗愚、었IJ -般特性

(단위: %) 

제왕절개 。I]L 뇌혈관 만성폐쇄성 당뇨병 
질환 폐질환 

(N=199) (N=105) (N=48) (N=16) (N=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19세 1.8 

20-29세 50.8 1.9 8.3 6.3 
30-39세 47.2 4.8 2.1 6.3 6.3 
40-:-49세 2.0 12.4 4.2 12.5 
50-59세 27.6 20.8 18.8 18.7 
60-69세 22.9 27.1 31.3 31.3 
70세 이상 28.6 37.5 25.0 43.7 

성별 
남자 59.0 43.8 60.0 56.2 
여자 100.0 41.0 56.2 40.0 43.8 

~ 려 「
국졸이하 0.7 34.1 37.8 36.3 46.7 
τ:15;- 걷 ;1r- 3.1 19.1 28.9 18.2 33.3 
고졸 37.2 25.5 24.4 45.5 20.0 
전문대졸 이상 59.2 21.3 8.9 

가정내 주간호자 
배우자 10.6 50.5 43.8 43.8 43.7 
자녀 37.1 37.5 31.2 50.0 
부모 80.9 7.6 8.3 12.5 
형제자매， 친척 4.0 1.9 4.2 6.3 
없음 4.0 2.0 6.3 
기타 0.5 2.9 4.2 6.3 

간병인 이용여부 
이용 6.0 1.9 12.5 
비이용 94.0 98.1 87.5 100.0 100.0 



家훨看護事業 過程分析 75 

한편 家훌看護事業이 入院代替서비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만큼 對

象者는 소속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제한한 바 있다. 家延看護 .fIJFH 샘‘者 

와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人的 特性과의 차이를 통하여 家

延看護 利用않、者의 특징적 사항을 도출， 家底看護 選好階層의 特性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입원환자 자료는 1994년 7월부터 12월기간 

중(시범기간에 속한 기간 중 최근의 자료임)에 4개 시범병원에서 r醫

橫保險聯合會」에 청구한 입원환자의 「앓續費明細書」 전산화일을 이용 

하여 家底看護 이용다빈도 질환의 입원환자의 人的 事項을 추출하였 

다. 시범병원의 가정간호이용 다빈도질환에 대한 入院뽑者의 年敵 및 

性別 分布를 파악한 결과，<表 III -6>과 같으며 家헬看護 .f IJ 用뿔、者- 分

布와의 差異를 檢證한 結果는 <表 III -7>과 같다. 

〈表 111-6) 家혈看護 利用 多頻度 홉愚었IJ 示範病院 入院뿔、者으1-般 

的 特性(1994.7 -1994.12) 

(단위: %) 

제왕절개 암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N=폐질71환쇄1)성 (N=488) (N=9,262) (N=1 ,246) (N=8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0- 9세 4.2 1.2 0.5 31.9 
10-19세 3.4 1.0 5.0 6.2 
20-29세 52.9 3.8 l.5 5.7 3.7 
30-39세 43.6 9.2 5.4 6.0 5.3 
40-49세 3.5 15.7 11.2 13.9 4.9 
50-59세 26.4 25.4 25.7 12.9 
60-69세 24.6 28.1 25.0 16.6 
70세 이상 12.7 26.2 18.2 18.5 

성별 

남자 58.3 54.7 45.8 60.3 
여자 100.0 41.7 45.3 54.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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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7) 家底看護 利用愚者와 入院愚者와의 年觀 및 性別分布에 

대한 差異 檢證結果

(단위::f;값) 

제왕절개 암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폐질환쇄성 

연령 4.05 24.04** 8.13 9.18* 8.56 
성 0.01 2.25 0.68 0.00 

註* P<0.05, *껴 P<O.OOl 

건체 入院뿔、者와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年敵分布를 보면 제왕절개， 

뇌혈관질환， 그리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有意한 差

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질환과 당뇨병은 統計的으로 有意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암 p<O.OOl , 당뇨병 p<0.05). 제왕절개의 경우는 

특정 연령층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두 집단간 특징적인 

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암질환과 당뇨병은 입원환 

자의 경우， 50대， 6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家@중看護 利用뽑、 

者는 7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高年敵 老人層에서 가정 

간호를 특히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表에서 多頻度 病愚 모두 性딩Ij에 있어서는 입원환자와 家延看

護 利用뿔、者間에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나. 居住地域

家底看護 示範事業의 基本方針은 사업 생산성을 提高하기 위하여 

교통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遠距離 地域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 

지 않도록 하였다.<表 1lI -8>에서 家延看護 利ffl 뿔、者의 관리대상지역 

거주실태를 보면 7.8%가 비관리대상지역 거주환자이며，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많아 37.3%이다. 강동성심병원은 해당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에 한하여 家웰看護事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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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8) 家훨看護 利用愚者의 居住地域 分布

(단위: %) 

계 세브란스 7J-%λ 。} λ1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병원 병원 의료원 
(N=501) (N=59) (N=59) (N=152) (N=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관리대상지역 92.2 62.7 100.0 94.7 96.1 
관리대상 외지역 7.8 37.3 5.3 3.9 

다. 家혈看護 利用族愚、 特性分析

1 ) 族愚特性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질환명을 보면 <表 III -9>와 같다. 각 시범병 

원에서는 사업계획 당시 入院代替서비스가 가능한 질환을 선정하되 特

定돗짧、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뇌졸중 및 뇌손상 환자， 종양환자 

등의 환자를 관리하고자 계획하였는데 事業 運營結果， 암환자(37.3%) ， 

만성폐쇄성폐질환자06.9%)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산모 및 신생아환 

자는 제왕절개환자에 한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병원의 암질 

환은 1994년 7-12월 기간 중 총 입원진료건수의 59.5%를 차지하는 最

多頻度 族뿔、으로 입원환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表 II -2 참조).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뇌졸중，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중증질환이나 

長期入院이 곤란하여 家흉에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환자， 그리고 特珠

處置對象者， 노인환자， 당뇨 및 고혈압환자， 신생아 및 산모 등을 관리 

하고자 계획하였다. 사업결과， ~휩뿔、者-와 腦血管핏뿔、者가 절반이상인데 

동 병원은 총 입원진료건의 38.2%가 암환자이며 10.0%는 뇌혈관질환 

자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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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1-9) 病院別 家底看護 利用훌愚 

(단위: %) 

계 (N) 
세브란스 7J-표 。느λ 。} λ1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병원 병원 의료원 

계 100.。 100.0 100.0 100.0 100.0 
(N) (501) (59) (59) (152) (231) 

제왕절개 39:7 65.1 40.3 
18.0 암질환 21;0 147 .. 67 19:5 

뇌혈관질환 9~6 10.1 39.0 5.3 
만성폐쇄성폐질환 3.2 16:9 5.1 1.3 0.4 
당뇨병 3.2 3.4 11.9 0.7 2.6 
자궁내 근종 2.8 0.2 
방광염 및 기타장애 2.2 10.1 3.3 
간질환 및 간경변 2.0 5.1 5.1 2.0 0.4 
잠복고환 2.0 4.3 
。~λU세 λ ~λ씨 Q 투 ~ 1.6 3.4 2.6 
폐렴 1.2 5.1 1.7 0.9 
혀E보~7J- 1.0 0.7 1.7 
난소종양 0.8 1.3 
미숙아(관련 치료) 0.8 1.7 
결핵 0.6 1.7 0.9 
궤양성대장염 0.6 1.3 
충수염 0.6 1.3 
고혈압성질환 0.6 3.4 0.4 
척추 및 구간의 골절 0.6 1.7 1.3 
상처감염 0.4 0.9 
동맥경화증 0.4 3.4 
요-，차 。 0.4 0.9 
노인성질환(물리치료) 0.4 0.9 
이차성불임 0.4 0.9 
자궁외 임신 0.4 0.9 
기타 질환11 3.5 3.4 1.7 3.3 4.4 

註‘ 1) 각 1건 질환으로 마비성질환， 노인 임종환자(세브란스병원)， 치매(강동성심 
병원)， VitB 복합성분 결핍증， 망막이상， 임신중 과도 구토， 섬구이상 및 심 
중격 폐쇄이상， 휴전 후 발생한 손상(원주기독병원)， androgen으로 인한종 
양， 정맥류혈관 질환， 탈수증， 선천성 거대결장증， 호흡곤란증， 폐협착증， 유 
문협착증， 궤양성 직장 항문염， 교통사고 후 장협착， 고나트륨증(영남대의료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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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독병원은 신경인성 방광환자， 제왕절개환자， 암환자， 만성폐 

쇄성페질환자， 뇌졸중 및 뇌손상 환자 등의 환자를 관리하고자 하였는 

데 제왕절개환자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사업도입 당시에는 뇌졸증， 암환자(말기환자) ,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노인성 질환자 등을 관리 

하고자 하였는데 제왕절개환자가 4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家헬看違 利用뿔、者-는 제왕절개환자가 전체의 39.7%로 가장 많으 

며 그 다음이 암(21.0%)이다. 

病院中心 家底看護事業이 追求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早期退院을 통하여 病皮回轉率 提高에 기여할 수 있는 질환이어야 

하는데 「家헬看護事業 運營指針」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상질환을 보면 

첫째， 수술 후， 또는 치료 후 회복기 환자， 둘째， 만성질환자， 셋째， 

長期入院 뿔、者로 명시하고 있다家훨看護事業 運營指針」에서 제시하 

고 있는 분류에 따라 家헬看護 利用뽑、者의 f횟뽑、特性을 제시해 보면 

<表 Ill-lO>과 같다. 

동 표에서 수술 후， 또는 회복기 환자는 총 501명 중 53.7%로 제 

왕절개가 특징적으로 발견되었고 그 외 자궁내근종， 잠복고환， 혈복강， 

충수염， 이차성 불임 등으로 나타났으며 폐렴， 미숙아， 창상감염 등， 

치료 후 회복기에 조기퇴원한 환자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慢性的 증상으로 이용한 환자는 결핵， 폐암 및 위암 등의 악 

성신생물， 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및 간경변，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그리고 동맥경화증 등으로 나타났다. 

동 표에서 病院別 利用病뽑、 特性을 보면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 

병원은 대부분 만성질환자(79.7% ， 98.3%)이며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 

의료원은 대부분 수술 후 早期退院뽑、者이다(65.8% ， 61.0%). 



(단위: 명) 

영남대 
의료원 

100.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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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훨看護 利用 愚、者 3훗 j愚、特性 〈表 111-10> 

원주기독 
병원 

100.0 
(52) 

강동성심 
병원 

100.0 
(59) 

세브란스 
병원 

100.0 
(59) 

계 

100.0 
(501) 

계 

(N) 

64.9 69.7 1.7 20.3 53.7 수술후·치료후 

회복기환자 

만성질환자 35.1 30.3 98.3 79.71) 46.3 

註1) 노인 임종환자(1건) 포함시킴. 

셋째， 長期入院뿔、者로 분류되는 환자의 가정간호 이용현황을 보면 

<表 ill-ll>과 같다. 在院日數가 계속하여 30일 이상되는 /현、者를 長期

入院뿔、者로 定義하여 (문옥륜， 1993:57) 파악하였는데 자료수집 이 가능 

한 394명 6) 중 81명 (20.6%)이 家R좋看護 登錄前 30일 이 상 長期入院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39명 (9.9%)이다.7) 

동 표에서 ;동期入院 뜻愚名을 보면 뇌 혈관질환(34명 )이 가장 많고 

간경변， 양성신생물， 당뇨병，동맥 

대부분 慢性돗댄、이다. 병원별로 

암이며 (25명) 간질환 및 

경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으로 

家延看禮 利用뿔、者 중 長期入院뽑者- 比率을 보면 강동성심병원이 

그 다음이 

-
종
 14명 

132 

39명중 

중 26명(15.9%) ， 원주기독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이 고
 

높
 

가장 죽
 
) 

(35.9%) , 영남대의료원이 

명 중 10명 (7.6%)으로 나타났다. 

164명 

31명 (52.5%)으로 59명 

추적관리(전출)의 어려 

39명， 강동성심병원 59 
6) 조사시점에 가정간호서비스가 이미 종결된 환자의 

움 때문에 응답자가 501명 중 394명(세브란스병원 

명， 원주기독병원 132명， 영남대의료원 164)이었다. 

7) 뇌혈관질환 20명， 암 10명， 간질환 및 양성신생물 각 2명， 그리고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결핵， 폐렴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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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 入院뿔、者 實態家底看護 登錄前 30 日〈表 111-11 > 
(단위: 명) 

가정간호 등록전 30일이상 입원한 환자수 

계 세브란스 강동성심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병원 병원 의료원 

14 31 10 26 

며 
。

건수) 

질 환 
(자료수집 

Q
“ 
Q
“ 
?“ 

’’
i 

----,
i 

------

4 
5 

1 

mm 

5 
3 

?“ 

----

3 
6 

2 
1 
2 

81 
%b 

x
ω
 
5 
3 
2 
2 
2 
2 
1 
1 
1 
1 
1 
1 

전체 (394) 1) 

뇌혈관질환(43) 

암(85) 

당뇨병(15) 

만성폐쇄성폐질환(9) 
간질환(6) 
양성신생물(4) 

동맥경화증(2) 

결핵 (2) 

폐렴 (3) 

고혈압성질환 (3) 

상처감염(1) 

충수염(1) 
욕창(2) 

교통사고후 장협 착증(1) 

중 30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질환명을 제시 
환자수를 합하면 394명 이 안됨 . 

註1) 자료가 수집된 환자 394명 
하였으므로 질환별 제시된 

I김쥐-

동안「醫擔保 

f중양B入院뿔、者-가 병상을 어느 

하고 있을까? 시범병원에서 1994년 7-12월까지 6개월 

險聯合愈」로 청구한 r該驚빨明細펀」를 통하여 

정도의 시범병원에는 그렇다면 

보 그 실태를 분석하여 

면 <表 ill-12>-<表 ill-15>와 같다. 家핏E看護 利用파、者 중 長期入院

입원환자 ‘뽑、者- 단i有比率이 가장 높은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병원전체 

불과하며 세브란스병원은 27.1%, 영 長期入院행、者- 比率은 17.5%에 

남대의료원 12.3%, 원주기독병원은 1 1.3%로 나타났다. 

어느 병원이 유의하게 長期入院뿔、者가 가정간호를 더 많이 이용하 

의 

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병원전체 입원환자 중 長期入院많、者 比

長期入院，댄、켠- 比率과 비 家~看꿇 利 J-TI j많、者의 당百分率로 하여 τþ 。
/、
• f • E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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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Z값8)을 산출한 결과， 강동성심병원만이 

이 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7.07 <0.001). 

以上 在院세브란스병원 入院 多頻度族愚別 件當 30 日

뿔、者 lt率(1994.7.1. -12.31.) 
111-12) 〈表

30일 이상 
재원환자 비율(%) 

27.1 
13.4 
5.5 

25.8 
0.2 

8.7 
4.1 
3.2 

22.4 
4.7 

17.7 

총 입원건수 

358 
292 
248 
210 
169 
164 

4,791 
885 
472 
459 

주 진단명 

1 I 암질환 
2 I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양성신생물 
3 I뇌혈관질환 
4 1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출산 및 

분만에 따른 기타 합병증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아뇌성마비 
담석증 
만성신부전 

전 

순위 

5 
6 
7 
8 
9 
m 

강동성심병원 入院 多頻度훌뿔、別 30 日以上 在院愚、者 比

率(1994.7. 1. -12.31.) 

〈表 111-13) 

순위 주 진단명 총 입원건수 
30일 이상 

재원환자비율(%) 

전체 2,632 17.5 
암질환 

‘ ιιιιιιι ‘ ι ι ‘ 

1,005 13.6 
2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양성신생물 310 2.6 
3 뇌혈관질환 263 28.9 
4 급성충수염 229 0.4 
5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 191 7.3 
6 당뇨병 155 3.9 
7 만성 폐쇄성 폐질환 152 2.0 
8 추간원판장애 137 23.4 
9 골반의 장기 및 연조직의 이상 103 
10 협심증 87 

P:표본치 비율 

z= I _P,-:-Po -
.1 Po(l -Po) 
'"-~--~

N 
po: 이론치 비율 

8) 



家底看護事業 過程分析 83 

〈表 111-14) 원주기독병원 入院 多頻度훌愚別 30日以上 在院愚者 比

率(1994.7. 1. -12.31.) 

순위 주 진단명 총 입원건수 
30일 이상 

재원환자비율(%) 

전체 3,261 11.3 
.‘“ ‘‘·‘·ι ““ 

1 암질환 1,662 7.9 
2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 272 2.2 
3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양성신생물 244 
4 뇌혈관질환 242 14.0 
5 골반의 장기 및 연조직의 이상 220 0.5 
6 당뇨병 166 9.0 
7 만성 폐쇄성 폐질환 135 5.9 
8 담석증 110 5.5 
9 정상분만 106 

10 추간원판장애 104 5.8 

〈表 川 -15) 영남대의료원 入院 多頻度훔愚別 30일 以上 在院愚者

比率(1994.7.1. -12.31.) 

순위 주 진단명 총 업원건수 
30일 이상 

재원환자비율(%) 

전체 3,786 12.3 
‘ ‘·‘ι.‘·ι 

1 암질환 1,804 10.1 
2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 398 4.5 
3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양성신생물 낌5 2.9 
4 뇌혈관질환 269 23.4 
5 당뇨병 216 9.7 
6 담석증 212 4.7 
7 골반의 장기 및 연조직의 이상 201 1.5 
8 만성 폐쇄성 폐질환 176 2.3 
9 급성충수염 125 0.8 
10 폐결핵 110 7.3 

<表 III -16>에서 3차진료기관 전체 長期入院愚者 比率을 보면 16% 

로 나타나， 강동성심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3차진료기관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長期入院 뿔、者가 病皮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84 

파악되었다. 

〈表 111-16) 3次談擔機關의 入院 多頻度흉愚5J 1] 30 日 以上 在院愚者

lt率(1994.7.1. -12.31.) 

순위 주 진단명 총 입원건수 
30일 이상 

재원환자 비율(%) 

전체 112,146 16.0 

1 암질환 60,889 12.4 
2 구순 구강 및 인두의 양성신생물 11,755 3.1 
3 뇌혈관질환 9.275 20.0 
4 당뇨병 5,473 8.2 
5 만성간질환 및 간경변 4,661 14.8 
6 다n 서 「 τ'õ'- 4,487 9.0 
7 골반의 장기 및 연조직의 이상 4,365 0.3 
8 급성충수염 3,924 0.7 
9 추간원판장애 3,667 9.1 
10 제왕절개 3,650 0.03 

한편 Prospective payment system을 채 택 하고 있는 미 국의 경 우， 

高類該薦費 지출환자들이 1회 장기입원이나 단기 집중적인 치료를 받 

는 환자들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再入院하는 환자들이라는 %究結

果가 보고된 바 있는데 (Zook， 1980:996) 家處看護 利用뿔、者 501명 중 

등록전 30일 이상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家底看護 利用똥뽑、으로 연 3 

회 以上 반복하여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10명으로 파악 

되었다. 그 질환명을 보면 암(9명)과 간질환 및 간경변(1명)으로 나타 

나 특히 이들 질환을 대상으로 한 家底看護 利用歡雙은 醫樓費 節減

測面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入院談爆 利用樣相

병원중심 家底看護事業은 입원대체서비스라는 이유 때문에 입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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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사결과， 외래를 통하여 가 

정간호를 이용한 환자가 2.2%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제외한 家延看護

利用뿔、者 중 질환별 家底看讀 利用前 平均在院期問을 보면<附表 

2-1>과 같다. 총 380명 중 가정간호 이용전 平均在院期間은 46.6일로 

나타났다. 가장 긴 在院뿔、者-의 f찾f휠、을 보면 양성신생물로 138.5일이며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질환(89.6일)， 결핵 (74일) , 심구이상 및 심중격 폐 

쇄 이상(65.5일)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平均在院期間을 보면 <附表 2-2>와 같다. 最長 長期入院돗 

뿔、名을 보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양성신생물이며 강동성심병원， 원주 

기독병원， 그리고 영남대의료원은 공히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났다. 세 

브란스병원의 경우， 다빈도 1위인 암질환은 在院期間이 평균 55.3일이 

며 2위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평균 32.8일이다. 강동성심병원의 경우， 

다빈도 1위인 뇌혈관질환은 在院期間이 평균 97.1일이며 암은 38.8일 

이다.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의 경우 다빈도 1위인 제왕절개는 

在院期間이 각각 4.6， 4，7일이며 2위인 암질환은 在院期間이 각 25.8일， 

29.4일이다. 

라. 家處看護 登錄덤的 및 日常生活 逢行能力

「家底看護記錄紙J(附表 2-3)을 통하여 파악한 家延看護 利用 目的

을 보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신체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 

한 경우가 49.1%로 가장 높으며 강동성심병원은 말기간호가 52.5%로 

임종이 예견된 말기환자를 관리한 경우가 가장 높다. 원주기독병원은 

69.7%, 영남대의료원은 66.7%가 질병회복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末期看護를 목적으로 이용한 환자의 비율은 4개 병원에서 14.5-

52.5%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환 및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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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 당뇨， 결핵， 치매， 그리고 욕창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간호 

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등록시점이 醫師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末期狀態의 결정 이후의 시점에 등록하게 되고 종결시점 

은 환자사망시가 되므로 말기환자관리는 등록과 종결시점 기준의 준 

수가 특별히 필요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냐 家底看護事業과 호스피스 

사업과의 차별성과 연계관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환자관리체계의 펼요 

성이 대두된다. 또한 입원 후 회복기 환자 및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도 

퇴원시기 및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여 의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므 

로 합병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在院期間을 통하여 

입원대체서비스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재활과 건강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 

의 등록시점과 종결시점의 평가이다. 健康狀態 維持가 주 목적인 질환 

을 보면 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폐렴， 고혈압성질환， 

간질환 및 간경변， 양성신생물， 마비성질환， 방광염， 결핵， 치매， Vit B 

복합체 성분 결핍증， 망막이상， 휴전후 발생한 손상 등으로 나타나 특 

히 家底看護 利用頻度가 높은 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간질환 및 간경변에 대해서는 가정간호가 입원대체서비 

스로 기능하였는가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家헬看護記錄紙」를 통하여 이용환자의 등록당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附表 2-4>-<附表 2-6>과 같다. 家底看護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목용·샤워， 식사， 보행능력 등으로 분류하여 그 

독립 정도를 완전 의존적 상태에서부터 독립적 상태까지 5단계로 구 

분， 사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1-5점으로 점수화하여(독 

립적으로 갈수록 접수를 높게 책정함) 다빈도 이용질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파악하여 보았다. 

목욕·샤워 수행능력의 경우， 의존적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질환(평점 1-2점)은 암， 뇌혈관질환， 폐렴， 결핵 등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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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附表 2-4) 식사 수행능력은 뇌혈관질환자가 1.4점， 암이 2.2점으 

로 완전 의존적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附表 2-5). 보행능력 분포를 보면 뇌혈관질환 1.3점， 암 2.1점， 당뇨병 

2.7점， 만성폐쇄성폐질환 2.0점으로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는 도움이 

요하거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附表 2-6). 

피 
E프 

이상과 같은 결과는 家底看護師를 포함한 가정내 간호제공자의 역 

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병원의 외래를 이용하거나 거주지역내 1차진료기관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은 가정간호사업을 통 

관리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용 다빈도 질환 

중 뇌혈관질환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서만이 

提供樣相미
 

} <內容3. 家處看護서비스 

가. 家훨看護서비스 內容 및 範圍

1 ) 家底看護서비스 內容別 提供實態

家5놓看護事業所로 환자가 등록되면 主治醫의 「기본처방J Cstanding 

order)9)과 家웰看譯期間 동안에 변화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시처 

방」이 요구된다. 조사결과， 家底看護師는 동일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 

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처방을 개별적으로 받고 있으며 ‘기본간호’， ‘교 

육 및 상담’， ‘훈련’ 등을 제외한 투약 및 주사， 검사 등의 治擔的 處置

9) 주치의와 가정간호사가 상호 협의하여 가정간호로 의뢰 당시 기본처방 내 
용을 확립한다. 기본처방 내용에 한하여는 별도의 추가처방 없이도 가정간 

호사의 상황판단에 의하여 기본 처방 내용에 근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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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醫師의 수시처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 이용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파악해 보면 <表 ID-17>과 같다. 시범기간 중 제공된 서비스를 「家底

看護記錄紙」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총 75종으로 나타났다. 이용환자 

2명 중 1명에게 제공된 서비스(250건 이상)는 ‘1 & 0 체크’， ‘식이요법 

교육’， ‘약물요법 교육’， ‘증상상태 및 위험요인 교육’이며 이용환자 3-

4명 중 1명에게 제공된 서비스(125-250건 미만)는 ‘활동요법교육’， ‘상 

처치료’， ‘봉합선 제거’， ‘신생아관리 및 처치’ 등으로 교육 및 상담서비 

스가 다빈도 제공서비스로 나타났다. 

사업 시작당시 學界 및 醫據界의 의견수렴을 거쳐 家底看護師 자 

격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종류는 86종이었다. 따라서 동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elvic exam.’, ‘Rectal exam. ’, ‘Ice water 

test' 등의 검사와 ‘암환자 화학요법(항암제 투여 및 주사관찰)’， ‘자궁 

맛사지’， ‘절개 및 배농’， ‘견인부 간호’， ‘혈액투석 간호’， ‘복막투석 간 

호’， ‘흉곽내 배액관 기능유지’， ‘화상환자 및 피부이식 간호’ 등 117B 

서비스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속한다. 

이들 서비스는 家鷹看護師 敎育課程 중에 모두 훈련을 받은 것으 

로 밝혀졌는데 ‘자궁맛사지’를 제외한 그 외 서비스는 모두 醫師의 처 

방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로 파악되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가정방문 시점에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 

우(자궁맛사지)， 서비스 제공 후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를 요하기 때 

문에 단시간의 가정간호서비스로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암환자 화학요법: 항암제 투여 및 주사관찰)， 대부분의 

愚者가 거동에 불편이 없어 외래진료 및 교육을 통하여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혈액투석 간호， 복막투석 간호)， 그리고 醫爆行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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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 및 배농)이기 때문에 권역밖의 서비스로 인하여 서비스를 수행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家處看護 敎育課程에 중점교육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家底看護

利用 多頻度 돗뿔、딩Ij 多頻度 서비스(대상환자의 30% 이상의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그 서비스 내용을 보면 

<附表 2-7>과 같다. 제왕절개환자의 경우 봉합선 제거， 신생아 관리 

및 처치로 나타났으며 암질환의 경우， 수액감시 및 관찰， 식이요법교 

육， 증상상태 및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 등의 교육서비스가 공통적으로 

제공되었고 말기암은 암환자 관리내용에 등간호， 구강간호， 방광세척， 

요도세척 및 욕창간호 등의 신체적 간호가 추가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 

나 말기상태에서 보다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개 병원 모두 뇌혈관질환자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신체적 간호， 치료적 간호， ROM 훈련과 약물요법， 증상상태 

및 위험요인 교육 등이 주 서비스로 나타났다. 당뇨병환자에게는 식이 

요법과 증상상태 및 위험요인에 대하여 주로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家底看護 利用흉j뿔、別 제공된 서비스 내용 및 제공건수를 파악해 

보면 공통적으로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대부분의 대상에게 제공한 것 

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교육서비스는 현 醫擾保險 빼價體系에 특별히 

산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事業 生塵性을 강조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실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家底看護師에 의한 상 

담 및 교육서비스의 有用性이 확인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교 

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制度的 裝置나 管理體系가 필요하 

다. 동 서비스에 대한 제공수준 및 투입정도에 따라 지불보상체계가 

세분화된다면 상담 및 교육이 중요한 질환의 경우에는 특히 질적 서비 

스가 보장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家延看護事業이 지향하는 據防

및 支持서비스를 보다 빨리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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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영역 

〈表 111-17) 家底看護서비스 內容 및 提供件數

제공건수 서비스 내용 

기본간호 

검 사 

E 야 미 Z샤 
T~ * T"r 

교 육 

·구강간호 
온·냉찜질 
체위변경* 

Bandaging 
회음부간호 
등 간호* 

Sand bag(압박지혈법) 
I & 0 check 

• 기타 기본간호(혈압， 체온 등) 

검사물 수집 
Ski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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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al exam. 
Ice wa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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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치료적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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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비위관 교환 및 관리 
• 산소요법(산소흡입)' 
• 상처 치 료(단순Dressing)‘ 
• 염증성처치(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 봉합선제거* 
자궁맛사지 

• 방광세 척/요도세 척 * 
• 도뇨관삽입/단순도뇨* 
• 간헐적 인공도뇨(NeJaton Catheterization)' 
• 위관영양(Levin tube feeding/insert) “ 
• PostaJ drainage 
• 비구강내 흡인/구강내흡인(Suction)* 
• 기관지 절개간호(Tube교환， CJean up)' 
• 장루간호/인공결장루 간호 
• 방광루술 간호‘ 
피부간호/피부맛사지 

• 욕창간호(Bed sore care)' 
• 절개 및 배농 
• 배 액 관 간호(Drainage Care)* 
견인부 간호(Traction care) 
쇄골하 정맥관 간호 

. Packing 제거 
• Breast care/Breast binding 
• 보조기구 사용간호 
• DigitaJ Stimulate 
• 기관누공형성술 간호 
• 배뇨배변훈련* 
• 관장 - GJycerin Enema* 

- High Retention enema 
- Gas enema 

• 신생아 관리 및 처치 
• Cast환자 간호 
• 혈액투석 간호 
• 복막투석 간호 
• 산소탱크사용시 간호* 
• 흉곽내 배액관 기능유지 
• 흉부운동 간호* 
간생검 콩팔생겸 전후 간호 
화상환자 및 피부이식 간호 
AlcohoJ massage 

. Breathing exercise* 

. R.O.M exercise 

. BoweJ & BJadder training* 
• 체위변경 
• 물리치료， 언어치료 
• 직업치료， 보조기구사용 

〈表 111-17) 

서비스영역 

훈련 

註*로 표시된 서비스는 보험급여 항목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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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送行能力에 대한 「家處看護事業 運營委員會」으l 評價

家延看護 事業對象 選定의 토대가 되고 안전한 의료 및 간호행위 

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家延看護師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家底看護師가 

제공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또는 技術的으로 보장된 서비스가 제공되 

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개 시범병원의 「家延看護휩業 평營委員 

會」 委員長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사업에 참여한 醫擾陣의 의 

견수렴을 거쳐 家延看護師의 지식 및 기술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86종 서비스 중 家底看護師가 한건도 수행하지 않 

았던 서비스 11종은 4개 시범병원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家健看護師

가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적인 사실이 발 

견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 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에 대해서 

는 醫師가 家훨看護師에게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환언하 

면， 醫師는 家延看護師가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家延看護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서비스 내용 

및 범위가 일차적으로 스크리닝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파악해 효!. 
2. 

때 依賴醫師는 질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실제적으로 가정간호서비스 

범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공된 75종 

의 서비스에 대한 領域別 評價結果는 다음과 같다. 

가)基本看護 

제공된 기본간호서비스는 문제확인 및 간호진단， 활력측정 등의 기 

본적인 간호에 해당되는 환자 사정업무와 체위변경， 등간호， 구강간호， 

타진 등이며 主治醫의 처방없이도 家延看護師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서비스에 대한 運營委員會 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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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결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한 서비스는 전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 檢춤行寫 業務內容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檢훌에 대해서는 主治醫의 處方에 의하여 시행 

하고 있다. 조사결과， Skin test, 뇨당검사， 반정 량 혈당검사， 산소포화 

도검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검사물을 수집하는데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한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投藥 및 注射行寫 業務內容

투약 및 주사행위는 主治醫의 처방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血管

注射 行寫도 主治醫의 처방에 의하나 수액 감시와 속도조절을 위한 

관리가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으며 이때 보호자 

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 혈관주 

사(4건)’와 ‘항암제 근육주사(2건)’ 행위는 4개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家底看護師가 수행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 敎育， 려|練 및 相談

환자가 가정에 머무는 동안 家l廷看護G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 

이요법， 운동요법，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을 실시하게 된다. 

동 서비스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결과，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방 

법 (34건)’ 및 ‘운동법 (55건)’에 대한 교육은 家헬看護師가 수행하기에 

부족한 서비스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16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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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및 보조기구 사용(1건)’에 대한 훈련도 家處看護師가 수행하 

기에는 부족한 서비스로 평가하고 있으며 ‘ROM 훈련’은 家底看講師

의 技術的 水準이 파악되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 

한편 家底看護 利用뽑、者(또는 가족)를 대상으로 제공받은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유용성을 조사(滿足度 調훌)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 

자의 평균이 ‘유용하다(3.0점)’로 나타나고 있어(表 N-18 참조) 제공 

된 個別敎育 및 相談이 유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治廳的 看護 業務內容

V台爆的 業務는 진료업무 영역에 속하는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산소 

요법，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등 주로 醫爆保險빼價 項目에 포함되는 서비스내용이 주를 이루며 主

治醫의 처방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동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총 40종의 치료적 간호서비스 중 1개 기관 이상에서 수행하기에 부족 

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12종으로 나타났다. 즉， 家處看護師에 의해 

수행된 바 있는 ‘산소요법 (20건)’， ‘염증성 처치(15건)’， ‘방광 및 요도세 

척 (39건)’， ‘위관영양(37건)’， ‘기관지 절개간호(25건)’， ‘배액관 간호(4 

건)’， ‘쇄골하 정맥관 간호(2건)’， ‘Packing 제거 (3건)’， ‘Digital 

Stimulate(1건)’， ‘신생아 관리 및 처치(172건)’， ‘Cast환자 간호(1건)’， 

‘산소탱크 사용시 간호(7) ’ 등은 가정간호사가 수행하기에는 기술이 부 

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서비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산소요법 등)， 암(염증성 처치 

등)， 뇌혈관질환(방광 및 요도세척， 위관영양 등)과 제왕절개환자에게 

주로 제공한 서비스로 나타났는데 家底看護 利用뽑、者(또는 가족)를 대 

상으로 제공받은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뇌혈관질환， 제왕절개환자는 ‘그렇다(3.0점 이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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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고 암질환은 ‘그렇다’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응답한 바 있 

다(2.9점)(表 N-18 참조) . 

한편 ‘비위관 교환 및 관리 (23건)’와 ‘기관누공형성술 간호(1건)’에 

대해서는 家延看禮師의 技術的 水準이 파악이 안된 상태이어서 평가 

하지 않았다. 

나. 家處看護 提供時間

家底看護 多頻度 f짙뿔、에 대한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보면 

<表 ill-18>과 같다. 家處-看護빼價體系에 근거하여 볼 때 한 가구 방 

문에 할당된 시간은 총 2시간이며 관리대상지역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볼 때(교통시간을 왕복 1시간으로 책정)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고 1시 

간 이내이어야 한다. 동 표에서 家웰看護 利用뿔、者 1회 방문당 평균 

서비스제공시간은 43.5분이며 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 60.2분， 강동성 

심병원 41.4분， 원주기독병원 56.6분， 영남대의료원 31.6분으로 나타났 

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질환은 욕창(62.5분) , 폐렴 (54.2분) , 만성 

폐쇄성폐질환(51.9분) , 고혈압성질환(46.7분) 11頂으로 나타났다.10) 다빈 

도질환인 제왕절개환자에 소요된 시간을 살펴보면 27-60분까지 病院

間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附表 2-7>에서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는 수치이다. 예컨대， 원주기독병원에서 

는 기존의 모자보건교육 차원에서 신생아관리시 아기 목욕 및 산모유 

10) 1건 질환의 서비스제공시간은 마비성질환 및 노인 임종환자 60분， 치매 

및 교통사고 후 장 협착 50분， Vit B 복합성분결핍증 80분， 선천성 거대 
결장증， 탈수증 및 기타 망막이상 40분， 유문협착증， 고나트륨증， 임신중 

과도 구토 및 심중격 폐쇄이상 30분， 휴전 후 발생한 손상 120분， 

androgen으로 인한 종양 및 정맥류혈관질환 20분， 호흡곤란증， 폐협착증 

및 궤양성 직장항문염 35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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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간호를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11-18) 家底看護 1 회 굶問當 서비스 提供時間

(단위. 분) 

진단명 평균 
세브란스 강동성심 원주기독 영남대 
냉U 외 '-' 벼〕외 」 병원 의료원 

계 (496) 43.6 60.2 41.4 56.6 31.6 

제용 절개(197) 44.0 50.0 59.7 27.2 
암질환(104) 44.7 58.6 34.1 52.3 36.2 
뇌혈관질환(47) 50.1 75.0 44.1 47.1 50.4 
당뇨병 (16) 46.3 60.0 48.6 50.0 38.3 
만성폐쇄성 폐질환(16) 51.9 59.0 46.7 30.0 40.0 
자궁내근종(14) 27 .1 27.l 
방광염 및 기타 장애(10) 42.5 34.2 55.0 
잠복고환(10) 26.5 26.5 
간질환 및 간경변(9) 42.8 53.3 35.0 43.3 25.0 
양성신생물(8) 39.4 60.0 32.5 
폐렴 (6) 54.2 80.0 30.0 27.5 
혈복강(5) 30.6 60.0 23.3 
미숙아(4) 41.3 41.25 
결핵 (3) 35.0 40.0 32.5 
궤양성 대장염 (3) 31.7 31.7 
난소종양(4) 23.8 23.8 
충수염 (3) 28.3 28.3 
고혈압성 질환(3) 46.7 55.0 30.0 
척추 및 구간의 골절(3) 43.3 50.0 40.0 
상처 감염 (2) 30.0 30.0 
동맥경화증(2) 45.0 45.0 
욕창(2) 62.5 62.5 
노인성질환(2) 35.0 35.0 
이차성 불임 (2) 32.5 32.5 
자궁외 임신 (2) 32.5 32.5 

또한 뇌혈관질환에서도 病院間 2배 (30-60분)의 서비스시간에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附表 2-7>에서 다빈도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시 



家앉E看護事業 過程分ffr 97 

간이 많이 소요된 병원의 경우， 특수처치기구 및 장비사용법， 부작용 

예방법， 뇨당검사법 등의 교육과 비위관 교환 및 관리， 염증성처치， 위 

관영양， 비구강내흡인 및 구강내흡인， 그리고 기관지 절개간호 등을 

추가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질환간에도 서비스 개별성을 알 수 

있다. 

한편 家底찮問에 소요된 교통시간은 事業 生뚫性과 직결되며 가정 

간호사 人件費 原憶保全을 위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 관리대 

상지역을 편도 30분 이내의 교통시간 소요지역으로 제한한 이유도 바 

로 이 때문이다. 병원별 1회 방문당 평균 교통소요시간(왕복)을 파악 

해 보면 <表 III -19>와 같다. 세브란스병원 94.8분， 강동성심병원은 

57.6분， 원주기독병원 42.8분， 영남대의료원 53.4분으로 세브란스병원이 

기준으로 정한 교통시간(1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관리대상 외지역환 

자를 가장 많이 (37.3%) 관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 

는데 세브란스병원의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 외지역 환자의 평균 

교통소요시 간을 비 교해 보면 각 70분， 137분으로 有意하며 (p<O.OOl) , 

관리대상 외지역 환자가 5.9%인 원주기독병원의 경우 각 41 분， 70분， 

3.9%가 관리대상 외지역 환자인 영남대의료원은 각 53분， 78분으로 

나타나 家탤看請事業 生I표性 提高測面에서는 관리대상지역의 제한과 

관리대상지역의 환자를 관리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表 11 1-19> 示範病院 家底看護 利用뿔、者의 管理對象地域 與否別 1 회 

굶問當 平均 交通所要時間(往復)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계 94.8(66.2) 57.6(20.0) 42.8(22.6) 53.4(21.6) 

관리대상지역 69.7(36.8) 57.6(20.0) 41.3(20.0) 52.5(21.2) 
관리대상외지역 136.8(82.5) 70.0(43.1) 7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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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시간과 교통시간을 합한 가정방문당 총 소요시간은 2시 

간이내이어야 하는데 병원별 분포를 <表 ill-20>에서 보면 2시간 이 

상 소요된 환자의 비율이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33.9%, 원주기독병원 

“.3% , 영남대의료원 0.4%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表 111 , -20) 病院져IJ 1 家口 ð1J問當 總所要時間(交通所要時間+서비스提供 

時固j 分布

겨l 

-60분 

61- 90분 
91-120분 
121-150분 

151분 이상 

시1브란스병원 

100.0 
(59) 

3.4 
23.7 
39.0 
22.0 
11.9 

강동성심병원 

100.0 
(58) 

10.7 
75.0 
14.3 

원주기팍병원 

100.0 
(149) 

10.3 
68.3 
13.1 
6.9 
1.4 

영남대씌료원 

100.0 
(226) 

53.1 
41.6 
4.9 
0.4 

다. 家底看護 提供回數 및 握供間隔

「家底看護 記錄紙」를 통하여 가정간호 이용환자 該斷名잉Ij 平均 家

!륭看護回數 및 가정방문 간격을 파악해 보면 <表 ill-21>과 같다. 가 

정간호 이용환자 총 501명에 대한 平均家底看護回數는 4.7회이며 평균 

5.9일 간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도가 가장 높 

은 제왕절개환자에게는 퇴원 후 2.6일만에 대부분 1회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암환자에게는 7.3일 간격으로 7.6회， 뇌혈관질환자에게는 

12.4일 간격으로 12.7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환 

자에게는 8.9일 간격으로 8.4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성폐쇄성폐 

질환자에게는 9.7일 간격으로 10.3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 

다. 平均家底看護[D]數가 가장 많은 질환은 뇌혈관질환(12.7회)과 욕창 

02.0회)이며 가창 적은 침환은 난소종양 제왕절재 등으로 수술 후 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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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退院愚者이다. 평균 가정방문간격이 가장 긴 질환은 고혈압성질환 

06.7일)과 뇌혈관질환02.4일)이며 짧은 질환은 家底看護며數가 적은 

수술 후 早期退院뿔、者이다. 

〈表 111-21 > 家底看護 利用探愚別 平均 家훨看護回數 및 家혈해問 

間隔日

질환명(이용자수) 

계 (501) 

제왕절개(199) 
암(105) 
뇌혈관질환(48) 
당뇨병(16) 
만성폐쇄성 폐질환(16) 
자궁내 근종(14) 
방광염 및 기타장애(11) 
간질환 및 간경변(10) 
잠복고환(lO) 
기타 양성신생물(8) 
폐렴 (6) 
혈복강(5) 
미숙아(4) 
궤양성 대장염 (3) 
결핵 (3) 
난소종양(4) 
고혈압성 질환(3) 
충수염 (3) 
척추 및 구간의 골절(3) 
상처감염 (2) 
이차성불임 (2) 
자궁외 임신(2) 
동맥경화증(2) 
욕창(2) 
노인성질환(2) 

가정간호횟수(회) 

평균 최고횟수 

4.7 76 

2
·
β
 7·4 

3 
6·3 

3 
3 
5 

n
시
 
2·5 

7·D 

0·0·3 

7·5 

5 
5 
5·D 

5-

-7 

m 
8 
m 
1 
5 
4 
1 
2 
4 
1 
1 
6 
9 
1 
5 
2 
4 
2 
1 
1 
5 
E 
1 

3 

야ω
 
% 
% 

되
 6 

m
μ
 
퍼
 2 

9 
7 
2 
3 

퍼
 낌
 1 
m 
3 
H 
4 
2 
2 
7 
B 
2 

가정방문 간격(일) 

평균 최단간격 

5.9 0.36 
(·n 
3 
4 
3 
j 
”n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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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건 질환은 제시하지 않았음. 

병원별 平均家底看護回數 및 가정방문 간격을 보면 세브란스병원 

의 경우 평균 10일 간격으로 8.4회， 강동성심병원은 평균 10.1일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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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3.1회， 원주기독병원은 평균 2.1일 간격으로 2.7회， 영남대의료원 

은 평 균 6.3일 간격 으로 2.9회 로 나타났다. 

<附表 2-8>을 통하여 통일질환에 대하여 병원간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양상을 비교해 보면 제왕절개에 대한 平均 家延看護回數는 l.2-

l.7회로 병원간 차이가 가장 적으며 암의 경우 4.5-12.9회， 뇌혈관질 

환 7.0-18.6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6.3-3l.0회， 당뇨병은 4.0-19.0회 

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병원간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 간격 일을 보면 암의 경우 평균 4.3일 -9.1 일， 뇌혈관질환 3.6 

-25.0일， 만성폐쇄성폐질환 l.9-1 l.3회， 당뇨병은 3.3일 -9.0일로 나타 

나 뇌혈관질환이 병원간 차이가 가장 크다. 이처럼 동일 질환에 대하 

여 家延看讀回數 및 가정방문 간격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환자 개 

개인의 人的 特性이나 狀態의 多樣性(입원시기 및 在院期間， 수술여부 

및 시점， 합병증 여부 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家鷹看

護 終結時點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곧 家

處看護師로 하여금 限界便益이 미미한 서비스까지 家處看護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保險財

政 節減測面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家첼看護回數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동일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경과상태에 따라 

병원에서의 퇴원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家延看護回

數 역시 합일점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4. 依賴醫師의 愚、者管理體系

家處看護師와 醫師와의 서비스 지속성 및 醫師의 환자관리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依賴醫師를 통하여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表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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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와 같다. 조사대상 의사 중 73.7%는 환자상태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家底看護師는 서비스 제공 후 의뢰한 醫師에 

게 「가정간호기록지」 및 서면， 전화，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환자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40.7%) 환자로 하여금 외래 

를 방문하도록 하여 (20.3%)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醫師도 26.3%로 나타나고 있 

으며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47명) 27.7% , 신경외과08명) 

22.2% , 외과06명) 25.0% , 신경과04명) 42.9% , 산부인과00명) 40.0% 

로 神經科와 잖歸人科 醫師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뚫歸人科의 경우는 

대부분 수술 후 早期退院恩者로 家底看護回數가 1, 2회로 종결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泌、17R器科와 O웬部外科 醫師는 가 

정간호사와의 똥、者管理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111-22) 家훨看護 依賴醫師의 愚、者狀態 把握實態

의 뢰 후 환자상태 파악방법 

계 
(N) 

파악하고 있음 

가정간호사와의 면담， 기록지 및 서면， 전화 
환자와 외래를 통한 직접면담 
가정간호사와 및 환자와의 면담 

보호자와의 면담 

파악못하고 있음 

(단위: %) 

의뢰 의사 

100.0 
(154) 

73.7 
40.7 
20.3 
11.4 

1.3 

26.3 

환자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醫師를 대상으로 家헬看護師의 서비스 

가 잘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한 결과， 89.7%가 잘 전달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3%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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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비록 10%에 불과한 의견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으 

로 응답하였지만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 

과적인 主治醫와의 서비스 연계체계가 각 병원단위에서 개발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겠다. 



N. 線合病院 家鷹看護示範事業 結果評價

病院中心 家흉看護 示範事業 結果에 대한 評價는 의도했던 직접적 

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설정된 目標量

에 도달되었는지， 事業이 도입되어 의료비가 절감되고 시범병원의 病

많回轉率이 提高되었으며 이용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醫廳利用의 

便宜가 提高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章에서는 家處看護 示範事業의 結果에 대하여 量的 評

價와 效果 評價로 구분하여 量的 評價는 가정간호 제공횟수를 통하여， 

效果評價는 사업전， 또는 사업의 영향권에 있지 않는 대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목적하는 방향으로의 ‘중요한’ 변화가 야기되었는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란 두 측면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 

는데 하나는 통계적으로(statístically) 有意한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practícally) 有意한 변화이다. 

한편 가정간호사업이 추구하는 의료비용 절감효과는 사업기관에게 

는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利用者에게는 該擬費가 절감될 수 있는 

적정수준의 家底看護 빼價를 통하여 발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家處看護 뻐價體系하에서 지불보상받고 있는 시범병원의 收支를 

분석하고 擔益分i技點을 산출하여 뼈H價의 적절성을 논하고자 한다. 

1. 家底看護 事業實績 評價

가. 家處看護 提供回數

1994년 9월부터 1995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수행된 家底看護回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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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表 N-1>과 같다. 家底看護빼價體系 개발 당시 설정한 1년 

기간 동안의 家底看護回數의 目標量은 家處看護師 1인 1 ，000회 (4회/1 

일 X250일11))이며 家웰看護師 1인 1일 제공하여야 할 家處看護回數는 

4회이다. 동 표에서 4개 시범병원은 연간 제공하여야 할 목표량(家底 

看護師 2인의 家底看護回數는 2，000회)에 모두 미달되어 57.5%(세브란 

스병원 1 ，149회ì， 56.3%(강동성심병원 1 ，126회)， 24.1%(원주기독병원 

482회)， 31.1%(영남대의료원 721회)이며 家延看護師 1인 1일 평균 2.32 

회 (λl브란스병원)， 2.27회(강동성심병원)， 1.0회(원주기독병원)， 1.45회 

(영남대의료원)에 불과하다. 

事業時期別로 초·중·후기로 나누어 제공회수를 살펴 보면 사업초 

기에는 家底看護回數가 적고 事業이 진행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이 

러한 결과는 사업초기 사업운영을 위한 기록지 개발， 醫師 및 入院뽑、 

者를 대상으로 한 홍보， 임상병동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제반 준비활동 

등의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관리대상자수가 累積되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원주기독병원 

의 경우는 기존의 지역사회 폈防保健活動과 겸하여 가정간호활동을 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表 IV-1> 家底看護師 1A 1 日 家處看護 提供回數

긴
 

간
 호
 수
 

연
 
간
 횟
 

-
-
‘
저
。
 

고
。
 

얀
 가
 제
 

며
。
 

관
 

기
 

(단위: 회) 

가정간호사 1인 1 일 가정간호 제공횟수 

평균 ’94.9- ’94.12 ’95.1-’95.4 ’95.5- ’95.8 

세브란스병 원 1,149 2.32 1.46 2.48 3.10 
강동성심병원 1,126 2.27 0.94 2.22 3.81 
원주기독병원 4821) 1.0 0.59 1.18 1.67 
영 남대 의 료원 721 1.45 0.83 1.44 2.18 

註1) 지역사회 예방보건사업과 겸하여 가정간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2인의 家底看護師가 연간 제공하여야 할 목표량은 2，000회임. 

11) 250일=365-(공휴일 14일+일요일 52일+토요일 26일+휴가 11일+교육 및 회의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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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家處看護回數에 대한 回歸分析

1) 登錄件數에 대한 家處看護回數의 回歸分析

家底看護事業에서는 家底看護며數가 收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도록 家않E看態 뼈H價體系 자체를 구조화하였다. 따라서 家底看護回數는 

家웰看鎭事業 鎭益計算의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진료서비스의 생산 

성은 내원환자수가 많아지면 증가하게 되므로 가정간호 생산성 역시 

家底看끓 登錄댄、者數가 많아지면 家底看護며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쯤錄件數에 대한 家底看護回數

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9월부터 1995년 12월까지의 167R 월간 月登錄件數와 月家웰 

看護回數를 파악하여 비교한 결과， [그림 N-1]-[그림 N-4]와 같으며 

登錄件數와 家延看護回數間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 

과는 <表 N-2>와 같다. 

[그림 IV-1] 月 別 登錄件數 및 家底看護回數(세브란스병원) 

세E한스영현 4당영 동흑견수 밀 양용회수 
180-1" ••••••••••••••••••••••••••.••. _- .••...•••••••••••••.•••.•••••••••••••••••••••••••.••..••••. _-_ •••••••••••••••••••••••••• ~ ••••••••••••• l 

’ t ‘ 
... ι 

," 
1ZD1" .........•...••..• • ....•••••..••.•••. ,.OØ _ ..• ~~ ... _ .••. : .. :~ •••.•••••••.•••••••. ~:.+ ... I 

>CJoo. _ ...... ~ ~‘、，“’ i 
훌 lDt)-+-. ‘ ................ "V' ε ..... : ............. ‘ 

gB석 /” ; 
~ .'i... 숙 ￥ | 

‘o• 
* | 

:용←←-낡* 
••. ‘‘ ... 

D .: “ ....... 1 •••••••••• r ......... 1 .......... , ........ ;:: .. 
9‘)) ~j.lD ~“11 .‘12 g.S.l ~f).2 950.5 fiJS ‘ 95. 5 fil'5. B 950, 7 5t5. 8 IJS.9 9un 95.11 95.12' 

를킹 

I.:::~:::종록건수 .... 앙챔~ .. .! 



106 

〔그림 IV-2J 月 別 登錄件數 및 家底看護回數(강동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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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4]에서 영남대의료원의 경우는 登錄件數의 증감에 따라 

家底看護回數가 증감하고 있는 양상을 뚜렷이 알 수 있는데 며歸分析 

을 통하여 家處看護回數에 대한 登錄件數의 설명력을 파악한 결과， 세 

브란스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각 P<O.05, P<O.OOl) 강동성심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은 線形關係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家展看護回數가 登錄件數와 線形關係가 있다는 사실은 환자 1인당 

비교적 일정한 양의 家底看護回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V-4] 月 別 登錄件數 및 家底看護回數(영남대의료원) 

:--- 동혹견수 .... -‘ 방윤회수 

〈表 IV-2) 家훨看護 提供回數에 대한 回歸分析結果

β 。 β 1 (등록건수 R2 F 
세브란스병원 59.768 4.840 .301 6.02* 
강동성 심 병 원 100.920 -1.409 .030 0.43 
원주기독병원 27.088 1.287 .129 2.08 
영남대의료원 18.768 1.782 .847 77.44** 

* P<0.05, **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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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慢性훌愚者의 家훨看護回數에 관한 多重回歸分析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慢性똥뿔、者를 주로 등록， 관리한 경우에 

는 등록환자수가 家底看護回數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慢性

f찾뽑、者의 家處看護回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증상이 호 

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질환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同一똥힘、을 가진 환자라 할지라도 서비스를 종결하는데 있어 

서 --定 基準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表 I11 -21>에서 

家底看護 提供回數가 환자마다 다르게 제공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家옳看護回數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분석 

만성질환자 232명을 대상으로 多重回歸分析을 시도한 결과， 하고자 

다음과 같다. 

分析에 사용된 기본틀은 [그림 N-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家底看

護 提供回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뿔、者 人的特性 및 登錄前 醫廳

利用行態， 變更性 要因인 등록시 환자상태를 媒介要因으로 설정하여 이들 

세 범주의 특성이 家延看護 提供回數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그림 IV-5J 慢性홉愚의 家j흉看護 提供回數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分析틀 

<환자속성요인> 

~ 

가정간호 등록시 환자상태 

피부상태 

• 정서 및 적응상태 
호흡상태 
배뇨 및 배변상태 

• 보조인력 필요수준 
감각 및 운동상태 
의식수준 
이동수준 

활력증상 

〈매개요인> 

~ 

J
v。트

「
 버
금
 려
。
 어
닝
 

처
「
 。
여
」
 지
 

이
ι
 ·· 

의료이용행태 

진료비 지불자 
• 연간 입원회수 

· 등록전 재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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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는 <表 N-3>과 같으며 분석결과는 

<表 N-4>와 같다. 

〈表 IV-3) 多重回歸分析에 使用된 變數의 定義

성별 

연령 
직업 

벼 
‘-

진료비 지불자 

연간 입원회수 

인 

동록전 재원기간 

등록시 피부상태 

등록시 정서 및 적웅상태 

등록시 호흡상태 
둥록시 배뇨 및 배변상태 

등록시 보조인력 필요수준 
등록시 감각 및 운동상태 

등록시 의식수준 
등록시 이동수준 

둥록시 활력증상 

λ{ 
。

연속변수 
직업유무 
환자와 비용지불자 

와의 관계 
연속변수 

연속변수 

연속변수 

” 

11 

11 

남자 0， 

0= 없음， 
0= 가족， 

정 의 

여자= 1 

1= 있음 
1= 환자본인 

동일질환으로 인한 지난 1년 
간 종합병원 입원회수 

시범병원에서의 재원일수 

1-3 단계로 악화상태 구분 
1= 장애없음 
2= 부분적， 계속관찰요함 
3= 악화， 불안정， 또는 

전문인의 도움 요함. 

<表 N-4>에서 <모형 1>은 家延看護 利用뽑、者의 人口·社會學的

特性과 이용질환으로 인한 在院期問， 진료비 지불자 등의 변수가 家底

看護며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며 <모형 2>는 가 

등록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家處看讀며數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고자 한 것이다.<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간호 

(P<0.005) 유의한 변수는 ‘등록전 在院期間’과 ‘該廳費用 支뺨J者-’이다. 

즉， 在院期間이 긴 환자가 가정간호를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家處看講

며數도 많아지고 있으며 家底看護費用을 환자본인이 지불하는 7-1 。
/oT 

역시 家延看護며數가 많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곧 家處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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護 終結時點이 환자의 비용지불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終結時

點의 違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다.<모형 2>는 利用뽑、者의 등록 

시 상태에 따른 家底看護回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계수는 유일하게 ‘등록시 감각 및 운동상 

태’ 변수로 등록시 악화된 상태일수록 家底看護回數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등록시 환자상태 변수에 대한 모형은 有意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家底看護 利用뿔、者의 人的 特性， 의료이용행태， 家處看護 登

錄時 狀態를 동시에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각 변수가 家底看護며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모형 1>과 <모형 2>에서 표 

출된 변수 이외의 특정적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表 IV-4) 慢性族뿔、者의 家底看護回數 推定을 위한 段階的 回歸分

析 結果

Beta Sig. T R2 F 

<모형 1> 0.107 3.3끊n 
등록전 재원기간 0.246 0.001 1) 

진료비 지불자 0.207 0.0192
) 

연간 입원회수 0.017 0.816 
서。벼 E 0.033 0.670 
연령 0.029 0.700 
직업 0.116 0.188 

(Constant) 26.904 
? ιι “‘‘ 

<모형 2> 0.047 1.018 
등록시 감각 및 운동상태 0.236 0.0152

) 

등록시 활력증상 0.052 0.614 
등록시 피부상태 -0.045 0.581 
등록시 배뇨 및 배변상태 -0.085 0.317 
등록시 보조인력 필요수준 0.105 0.230 
등록시 정서 및 적응상태 -0.027 0.754 
등록시 호흡상태 0.001 0.991 
등록시 이동수준 -0.038 0.690 
등록시 의식수준 -0.126 0.219 

(Constant) 6.319 

註: 1) P<0.005, 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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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醫擁費用 節減效果 分析

病院中心 家底看護 利用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의 목적은 

家헬看護事業의 經濟的 評價를 통하여 사업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미 外國의 연구결과에서 

家底看讀꿇業을 통한 在家廳養이 病院橫첼보다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있다(Raynold， 1974; Merlin, 1975; Rose, 1976; 

Mallcus, 1976; Calleria, 1977). 이러한 결과는 對照群이 병원인 만큼 

病院中心 家底看護事業이 입원대체서비스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물론 醫廳

制度 및 醫應뼈'H 1質體系의 구조적인 차이에 따라 절감비용의 규모는 달 

라지겠지만 무엇보다도 病院中心 家底看讀-事業이 보완적 서비스가 아 

닌 입원대체서비스로서 병원 퇴원환자의 추구관리활동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節減費用 추정에 앞서 입원대 

체서비스로서의 가정간호활동을 발견하여야 하는 점이 사실상 더 중 

요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정간호서비스 총 

량이 입원시와 동일하게 투입되었다 할지라도 가정간호 비용지불체계 

가 입원비용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입원시 지불되는 입원료， 특진료 만큼은 확실히 절감될 수 있는 비용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家헬看護 登錄時 뿔、者狀態에 대한 적절성 평 

가는 그 홉義가 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결시 상태에 대해서도 평가할 필요성이 제 

기되는데 가정간호가 입원환자의 퇴원시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서 종 

결한 경우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경과의 多樣性과 變

異性(중증도， 합병증 및 동반질환여부， 질병 대처능력 등) 때문에 정형 

의 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더욱이 醫廳人의 該據樣相의 개별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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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퇴원시기에 대해서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在院日數를 비교하거나 家底看護

利用回數를 통하여 업원 대체서비스 제공여부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만성질환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물론 시범병원 

에서는 등록기준과 종결시점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적절성 여부 

를 평가하는 데게는 환자 각각의 진료과정에 대한 專門的 醫務藍홉없 

이는 그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家處看護 登錄時， 그 

리고 종결시 상태에 대한 평가는 측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 

한된 범위내에서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다. 

요컨대 家않看護 示範事業期間 중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입원대체 

서비스로서의 규명은 國民 醫續費 節減效果와 직결되는데 첫째， 등록 

시 상태가 환자의 早期退院 상태이었는가를 통하여 둘째， 종결시 상태 

가 입원환자 퇴원상태이었는가를 통하여 셋째， 종결시 건강상태가 병 

원 퇴원시 상태와 동일하였는가를 통하여 분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評價體系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서비스가 입 

원대체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였는가를 일차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醫續費 節減效果에 대해서는 질병경과의 다양 

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질환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分析對象 病뿔、은 수술 후 早期退院 돗뽑、과 만성 질환으로 구분하여 

家底看護 利用 多頻度 돗뽑、을 각각 선정하였다. 수술 후 早期退院 뽑、 

者의 질환으로는 진단이 명확하고 질환이 명백하여 증상의 진행결과 

및 종결상태가 非醫學的으로도 쉽게 파악되어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제왕절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만성질환 

의 경우는 다빈도 1위인 암질환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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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入院代替서비스 機能 評價

病院中心 家鷹看護事業이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家핏E看護 登錄時 뿔、者狀態가 적절하여야 한다. 등록시 환자 

상태가 병원에서 퇴원하고자 하는 경한 수준이거나 회복이 된 상태라 

면 이 때의 가정간호서비스는 추구관리서비스에 불과하여 濟在需떻를 

창출， 오히려 醫標保險 財政 및 환자본인의 醫용찾費의 증가를 가져오며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收入源으로 활용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專門人力의 집중적인 관리와 관찰이 필요한 

중증 상태에서 등록하게 되면 家底看護 利用이 의료비 절감에는 기여 

하게 되지만 家延看護師 단독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제공되는 서비스 

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고 환자가 기대하는 서비스가 충족되 

지 못하여 재입원하거나 와병일수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대체서비스 수행여부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자를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즉 家延看護G띠에 의한 환자상태 사정 

결과를 통한 분석과 家延看護 利ff])뿔、者-를 통한 실제 퇴원시기의 파악 

을 통하여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기능수행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1 ) 早期退院 基準과 病院退院 基準 比較

家延看護 登錄j뽑、者 狀態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시범병 

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간호를 받기 위한 환자의 早期退院 基準을 

통상 병원퇴원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그 明示的 差異를 파악해 볼 수 

있다.<表 N-5>에서 가정간호를 받기 위한 早期退院 基準을 살펴 보 

면 암의 경우 3개 시범병원 공히 合힘뾰(호흡곤란， 통증관리)이 있는 

경우와 水滾據法이 필요한 경우이며 末期햄의 경우 역시 합병증 관찰 

이 필요하거나 臨終看護가 필요한 경우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간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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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는 병원퇴원 기준은 항암치료가 종결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이며 환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腦후中(뇌혈관질환)의 경우도 합병증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에 퇴원한 경우를 早期退院뽑、者로 간주하고 있으며 병원퇴원 기준은 

동반질환이 조절되었거나 합병증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제시하고 있 

다. 이상 시범병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성질환을 가진 早期退院뽑、者 

의 병원퇴원시 상태 즉， 가정간호 등록시 상태는 만성적 경과를 보이 

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이다. 

한편 제왕절개는 수술 후 在院期間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在院日數를 통하여 早期退院 與否를 쉽 

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4-5일째 퇴 

원한 경우에는 早期退院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김 (993)은 뿔、者食 

館가 -般食으로 전환되고 임상병리검사 중 혈액검사를 2회 측정한 

이후이며 정맥투여와 혈액제제 투여가 종료되고， 看護師가 사정한 환 

자상태가 보통이나 양호로 전환되는 시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기 

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2) 家處看護 登錄時 愚、者狀態의 適切性

家웰看護 示範事業에서는 뿔、者훌定方法으로써 1991년 부터 2년여 

동안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信賴度 및 윷-짧度 檢證을 거쳐 개발 

된 「家鷹看護 事業對象 選定基準(附表 4-1 참조)J을 활용하고 있다. 

환자의 신체·기능·심리상태 및 환경상태에 대하여 총 12개 건강문제 

로 구체화， 각 건강문제별로 사정할 수 있도록 構造化되어 있는데 경 

한 수준， 또는 회복이 된 상태에는 ‘水準 1 ’로， 불안정한 상태로 전문 

인의 일시적 도움이 펼요한 경우에는 ‘水準 2 ’로， 그리고 악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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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表 IV-5) 家혈看護 登錄을 위한 早期退院 基準 및 病院退院 基準 比較

가정간호 받기 위한 조기퇴원 기준 

〈세브란스병원〉 

-항암제 치료후 혈액검사 
합병증이 있을때(호흡기 증상 등) 

폐암 
간헐적 검사 필요시 
·수액요법 필요시 

-산소요법 필요시 

〈원주기독병원〉 

항암화학요법 환자 중 부작용 및 영양공급 
소화기 
보마아’ 부족으로 허약， 탈수 등으로 수액공급 필요시 
-', 0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는 말기암 

환자로서 영양공급이 충분치 않을때 

〈강동성심병원〉 
통증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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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의료원〉 

영양공급 부족과 오심， 구토가 동반되어 

말기암 병원에서의 보존요법밖에 안될때 

·주치의의 판단이나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가 종료시 
-혈전용해제， 항웅고제 사용 종료시 

Coumadine용량이 고정된 상태 
뇌졸중 〈강동 성심병원〉 

·장기적 재활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상태가 안정되고 급성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 
-합병증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세브란스병원〉 

. Gas Passing후 
수술후 4일 

제왕 
절개 

·수술 후 4-5일 

〈원주기독병원〉 
wound problem이 없는 경 우 
감염 등 수술후 합병증 없는 경우 

. Lab.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Stitch out이 안된 경 우 

〈영남대 의료원〉 

병원퇴원 기준 

〈세브란스병원〉 

항암치료제 종결 
합병증이 없을때 
‘통증이 조절될때 
산소치료종결시 

〈원주기독병원〉 

‘ 말기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 
을때 

·항암화학요법을 주기적으로 받으나 식 

사시 문제가 없을때 

〈강동성심병원〉 

병상회전융 고려 
경제적 이유로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 
~ .., 。
τr ‘。T
수술이 펼요하지 않고 근치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영남대 의료원〉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세브란스병원〉 

환자상태가 안정적일때 
-동반질환이 조절되었을때 

〈강동 성심병원〉 

-병상회전율 고려 

·경제적인 문제로 환자 및 보호자가 원 

하는 경우 

〈세브란스병원〉 

봉합사 제거된 상태 
수술후 5-7일 

상처 감염증상이 없을 때 

〈영남대 의료원〉 

‘수술후 6-7일 

〈원주기독병원〉 

-수술후 7일 째 stitch out 후 
. wound problem이 없는 경우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Lab.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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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중증 수준은 ‘水準 3 12)’으로 사정하도록 되어 있다. 환자상태에 

대한 분류는 이들 12개 건강문제의 훌定結果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127n 건강문제 모두가 ‘水準1’로 사정된 경우를 

Classification 1 으로 진단하여 病院退院 狀態13)로， 1 개 이상이 ‘水準 3 ’ 

으로 사정된 경우에는 Classification m으로 진단하여 전문인력의 집 

중적인 도움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入院을 요하는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家底看護事業이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 서 는 Classification 1 이 나 Classification m 이 아닌 상태 즉， 12 

개 건강문제영역 중에서，‘水準 2’가 1개 이상 사정된 경우이면서 ‘水準

3’으로 사정된 경우가 없는 상태에 있는 환자가 적절한 가정간호 등 

록대상자가 된다. 

한편 127n 건강문제는 활력증상， 의식수준， 식이섭취， 피부， 배뇨 

및 배변， 감각 및 운동， 호흡， 일상생활 수행， 이동， 정서상태 및 적응， 

보조인력， 가정내 시설상태 등인데 入院愚者의 早期退院 基準으로 

Sanbom 등(1984:139)은 환자의 활동， 목욕， 식이섭취， 욕창상태 등을 

제시하였으며 Mezzanotte(1987)는 在院期間， 식이섭취， 투약， 이동 및 

처치， 활동제한， 가정내 보조상태 등이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될 때 퇴 

원을 권장하였다. 또한 Stephenson(1990)은 의식수준， 활동수준， 동통， 

식이섭취， 배뇨상태 등으로 제시한 바 있어 공통적으로 환자의 활동수 

준 및 식이섭취상태에 대한 춤定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시범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家底看義 품業對象 選定基準은 

12) 활력증상의 변화가 심하고 의식수준이 악화되며 지속적인 오심，구토와 영 
양 및 체액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욕창이 심하고 감각과 운동장애， 비정상 
적 반사가 악화되어 사회적 부적응 상태이다. 

13) 활력증상은 안정적이고 의식수준은 명료하고 지남력있으며 구강섭취가 가 
능하고 피부에는 문제가 없으며 배뇨 및 배변은 자기조절 및 자발적으로 
가능하고 감각 및 운동은 장애가 없으며 호흡은 정상호흡이 가능하고 일 

상생활수행에 제한없고 독립적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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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수가 모두 고려된 훌定道具로 간주할 수 있다. 

「家鷹看護 記錄紙」를 통하여 등록시 환자상태의 적절성을 파악한 

결과，<表 N-6>과 같다. 利用뽑、者 501名 중 0.2%(당뇨병환자 1명)는 

Classification 1 (건강문제 모두 水準 1)으로 사정되어 병원퇴원대상자 

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0%는 Classification III으로 사정되어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나머 

지 67.2%만이 가정간호 등록대상자로 적절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表 IV-6> 家底看護 登錄時 愚者훌定 結果

구 분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무기 재 1) 

II m 계 

계 0.2 67.2 19.0 13.6 100.0(501) 

회복기환자 97.0 0.8 2.2 100.0(269) 
만성질환자 0.4 32.8 40.l 26.7 100.0(232) 

註:: 1) 127ß 건강사정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기재 안된 경우를 포함시킴. 

Classification III 에 속한 환자는 총 95명으로 환자의 질환명을 보 

면 암질환이 사정환자 총 85명 중 54명 (63.5%)으로 가장 많으며 뇌혈 

관질환은 43명 중 19명 (44.2%)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9명 중 5명 

(55.6%)으로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건강문제를 <表

N-7>에서 보면 암질환의 경우， ‘영양상태’에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서상태 및 적응’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 

환은 ‘감각 및 운동’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영양’과 ‘피부’이고 당뇨병은 영양’과 ‘이동’에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점 가정간호서비스 내용 및 家延看護

敎育課程에서 강조하여야 할 영역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영양’과 

‘Range Of Motion 훈련’ 및 ‘물리치료’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전문인력의 도웅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사업대상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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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함께 서비스 質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가정방 

문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수술 후 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 중 제왕절개환자의 경우는 

家廣看護 依賴日이 모두 수술 후 4-5일째로 나타나 통상 입원기간보 

다 2일 早期退院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7) 家底看護 登錄時 入院을 要하는 狀態에 있는 愚、者의 健康

問題現況

(단위: %) 

암 뇌혈관 당뇨병 만성 방광염 욕창 치매 T 。rτtrj 기타1) 

구분 질환 폐쇄성 협착증 
폐질환 

(N=54) (N= 19) (N=4) (N=5) (N=2) (N=2) (N= 1) (N= 1) (N=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건강문제건수) (176) (93) (13) (8) (4) (13) (5) (4) (9) 

활력증상 7.4 5.4 15.4 12.5 7.7 
의식수준 2.8 6.5 7.7 12.5 7.7 25.0 
여。 양 27.3 10.8 23.1 25.0 25.0 33.3 
피 -H「 2.3 7.5 25.0 25.0 7.7 20.0 
배뇨 및 배변 8.5 9.7 12.5 50.0 7.7 
Z디}z!- 민 X 우 "-도 u 4.5 12.9 7.7 12.5 25.0 7.7 20.0 33.3 
호 흡 6.3 6.5 15.4 7.7 
일상생활 수행 10.2 12.9 15.4 20.0 25.0 

동 9.7 8.6 23.1 15.4 20.0 25.0 11.1 
정서상태 및 적응 10.8 7.5 7.7 7.7 20.0 11.1 
보조인력 4.5 5.4 7.7 11.1 
시 λ근4 5.7 6.5 7.7 

註: N: 가정간호 등록시 입원을 요하는 환자수 
1) 양성신생물， 결핵， 척추 및 구간의 골절， 노인성 질환자， 임신 중 과도 

구토， 장협착. 

3) 家훨看護 終結時 愚者狀態의 適切性

본 연구에서는 家處看護 終結時 환자상태의 적절성을 「家鷹看護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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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紙」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終結時期의 적절성은 파악할 수 있 

으나 호전된 시기를 알 수 없어 終結時點의 適切性은 평가할 수 없다 

는 短點이 있다.<表 N-8>은 家處看護 利用뿔、者를 등록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종결시 상태를 파악， 家處看護 利用愚、者의 질병경과 상태를 

제시한 것이다. 동 표에서 등록시 환자상태가 가정간호대상자로 적절 

하였던 Classification II 에 속한 환자들(338명) 중에는 77.8%가 종결 

시 Classification 1 으로 사정되어 終結時期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 

으며 Classification III 에 속한 환자의 경우에는 6.5%7} Classification 

I 으로 사정되어 적절한 상태에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시 Classification II 에 속한 환자 중 13.9%와 등록시 

Classification III 상태 의 환자 중 3l.2%는 종결시 Classification II 로 

사정되어 지속적으로 가정간호가 요구된 상태에서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등록시 Classification II 인 환자 중 0.3%와 등록시 

Classification III 상태의 환자 중 14.0%는 종결시 Classification III환 

자로 사정되어 재입원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종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록시 Classification III로 사정되어 입원이 필요했던 환자들 

중에는 절반정도(46.2%)가 사망으로 종결되어 결국 치료 및 회복을 

포기한 중증 상태에 있는 末期愚者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 

시 Classification II 에서도 8.0%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의뢰한 醫

師， 또는 이용환자의 家底看護事業에 대한 期待內容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동 표에서 Classification II 및 m 상태의 환자는 종결시킬 필요가 

없으나 종결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결사유를 보면 <表 N-9>와 

같다. Classification II 상태 에 서 종결된 환자(76명 )의 종결사유를 보면 

환자 스스로 외래진료를 받으러 다닐 수 있어서 (22.4%)， 통상 병원에서 

퇴원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2.4%)， 환자가 업원을 원하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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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8> 家底看護 登錄時 뿔、者狀態에 따른 終結時 愚者狀態

(단위: 명) 

구 

둥록시 Oassi:fi. m 환자의 
종결시 Oassi:fication 분포 

소계 II m 사망 재입원 
양)62913432 

등록시 Classif. II 환자J)의 
종결시 Clas혀五cation 분포 

소계 II m 사망 

닝 
긴r 

rQ 

n 
1 
2 

1 

13 퍼
 8 

1 
2 

1 

2 

1 
1 

많
 mm 

4 
5 

2 

z1 

n 
8 
3 
2 

2 

47 

n 
m 
5 
2 

3 

2 

3 

2 

263 
mm 

2 
6 
2 

qJ 

n
ι
 
n
ι
 1l 

M 
4 
m 
1 
2 
1 
5 
4 
3 

않8 
mm 

m
ω
 %잉
 
m 
4 
M 
8 

m 
6 
2 
3 
5 
4 
3 

끼
J
 
이
J
 ?“ 

。
ι

n
ι
 

계(431l 

제왕절개mm 
암 (84) 

뇌혈관질환{영) 

당뇨영 (14) 

만성폐쇄성 폐질환(9) 

자궁내 근종(14) 

방광염 및 기타장애(에 

잠복고핸10) 

간질환 및 간경변(6) 

기타 양성신생물(2) 

폐렴 (3) 

혈복강 (5) 

미숙아 (4) 

궤양성 대장염(3) 

결핵 (2) 

고혈압성 질환(3) 

난소종양(3) 

자궁외 임신(2) 

이차성불임(2) 

동맥경화증(2) 

욕창 (2) 
기타 (9)3) 

1 
2 

l 
3 

2 
6 

註 1) Classification 1 인 당뇨병 1건을 포함시킴. 
2) 암과 당뇨병 각 1건이 종결시 상태를 기재하지 않아 95건 중 93건임. 
3) 척추 및 구간의 골절， 상처감염， 노인성질환， 치매， 임신중 과도 구토， 유문 
협착증， 궤양성 직장항문염， 장협착， 심구이상 및 심중격 폐쇄이며 각 1건임. 

2 1 3 

順으로 나타났으며 Classification m 상태에서 종결된 환자(14명)의 終
가족이 없어서 (42.9%) ， 입원하거나 

악화로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21.4%) )1頂

。1 。끼 。

닝건흐 = 투~ 

원하여 (28.6%), 환자상태 의 

돌봐 환자를 結事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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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Classification III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IV-9) 家底看護 終結時 愚、者狀態別 終結事由

(단위: %) 

계 1)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디assification 
I II m 

계 100.0 100.0 100.0 100.0 
(N) (321) (231) (76) (1 4) 

통상 병원에서 퇴원상태가 되어 71.5 92.6 22.4 

환자 스스로 외 래진료를 받으러 9.9 6.1 22.4 7.1 
다닐 수 있어서 

입원하거나 입원을 원하여 6.5 21.1 28.6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0.6 2.6 
해 주지 못하여 

간호제공자가 없거나 여의치 않아 5.6 14.5 42.9 
상태악화로 환자 및 보호자가 거부 2.8 7.9 21.4 
관리대상지역에서 전출되어 1.6 0.4 5.3 
가정간호수가 청구가 불가능하여 1.2 0.9 2.6 
관할 보건소로 의뢰 0.3 1.3 

註:1) 사망환자(70명) 및 무기재 제외. 

4) 家훨看護 利用愚、者의 退院計劃

<表 N-5>에서는 病院退院基準으로서 환자 및 가족의 요구가 반 

영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最近 뽑、者權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퇴원결정 역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통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家@줄 

看護- 利用뽑、者를 대상으로 ‘가정간호가 없었다면 언제 퇴원할 계획이 

었는가’에 대 하여 질문하였다. 조사결과，<表 N-lO>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10명 14) 중 45.5%가 더 입원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여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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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가정간호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해 준 셈 

이 된다. 동 표에서 慢↑生候뽑、者의 경우는 가정간호 등록당시 더 입원 

할 계획이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 암환자는 36.4%, 뇌혈관질환자 

는 21.1%, 기타 만성질환자는 10%에 불과하다. 

이처럼 퇴원할 계획에 있었던 환자들은 주로 만성질환자로 이들은 

家l흉看護事業을 통하여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 셈이 된다. 그러 

나 이 들 환자들의 등록시 상태 가 모두 Classification II 와 m상태 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퇴원 

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종합병원이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場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表 IV-10> 家底看護 利用愚者의 退院듬十劃 

(단위: %) 

만성질환자 회복기환자 

뇌혈관 기타 、 제왕 기타-
암 

계 

질환 질환lJ 절개 질환μ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0) (22) (19) (20) (31) 

가정간호 등록당시 퇴원하려했다 54.5 63.6 78.9 90.0 2.6 
좀 더 입원할 계획이었다 45.5 36.4 21.1 10.0 97.4 

註1)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방광염， 간질환， 궤양성장염， 결핵 등. 

2) 자궁내 근종， 

나. 手術 後 早期退院(帝王切開)愚、者의 費用分析

帝王切開뽑、者는 수술 후 일정기간의 在院期間이 內規化되어 

100.0 
(18) 

72.2 
27.8 

있기 

때문에 家않看護 利用뽑、者-의 早期退院期間 동안 발생된 입원환자의 

14) 동 조사내용은 「가정간호 이용환자 만족도 조사표」에 포함시켜 수집하였 
기 때문에 응답자가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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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과 그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효￡ 
'- 연구에서는 제왕절개환자가 가장 많은 영남대의료원을 대상으로 

특별히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반복 수술환자(經옳) 즉， 

家底看護 事業對象 뿔、者를 대상으로 수술 이후 在院日數에 따른 훌?혔쫓 

費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1995년 12월 기간 중 18명의 입원환자 

의 在院日數別 평균진료비는 <表 N-ll>과 같다. 자료수집은 전산처 

리된 該쳤쫓內譯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提供日보다는 서 

비스 支抽費用 請求日이며 서비스 提供日과는 1-2일간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료내역별 진료비용 산정은 ‘入院料’의 경우， 病室에 따라 지불비 

용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15)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誤差를 제거 

하기 위하여 ‘入院料’를 일단 조사대상자에게서 모두 제외시킨 다음， 

비교대상을 基準病室(8인용)로 통일， 가산하여 일정조건의 입원환자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퇴원 후 산후관리에 필요한 ‘투약료’는 퇴원일에 

가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퇴원때 지불되었던 비 

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동 ‘투약료’를 퇴원일 該續費用 (6일째， 

또는 7일째)에서 제외시켰다. ‘식대’도 가정간호 이용환자와 동일한 비 

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따라서 동 표에는 基準病室의 

入院料(12，970원)와 투약 · 처방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지정진료료， 

신생아관리 및 처치료， 신생아 간호관리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家底看護 利用時點은 수술 후 4-5일째로 퇴원시점 2일전에 이루 

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 제공일과 서비스 지불비용 請求

日間의 1-2일간의 차이는 早期退院 2일간의 비용산출에 있어서는 오 

차발생의 원인이 된다. 

15) 기준병실 8인용은 12 ，970원이며 4인용은 기준병실료에서 13，000원이 추가 
되고 2인용은 40，000원， 1 인용은 55，000원이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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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 1> 帝王切開愚、者의 在院日數別 談擾費

끼A--1 /g、-'ï딩t 입원 총진료비1) 

재원일수 환자수 평균 최저 최고 

1일 18 40.861 14,770 106,690 

2일 18 37,892 14,770 19,000 

3일 18 67,984 38,650 57,110 
4일 18 37,602 13,770 25,180 

5일 18 58,971 14,110 50,540 
6일 18 66,255 12,970 157,660 
7일 3 62,571 117,640 156,620 

註:1) 입원료는 기준병실 (8인용)로 재조정하였으며 퇴원시 투약료 제외. 

이에 따라 對照群인 18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개개인의 

r該魔記錄博」를 통하여 퇴원시점 2일동안의 진료내역을 조사하였는데 

9명의 환자에 대해서만 자료수집이 가능하였다. 이들의 퇴원 2일전 제 

공된 서비스 內譯과 內譯別 支抽費用을 산출하여 동 병원의 가정간호 

이용환자(93명)의 支抽費用과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表 W 

-12>와 같다. 총진료비 는 早期退院 期間 중 입 원환자 평 균 67，289원， 

가정 간호 이 용환자 평 균 27，860원， 保險給與銀은 입 원환자 평 균 48,769 

원， 가정간호 이용환자 평균 17，262원， 本人負擔金은 입원환자 평균 

18，560원， 가정간호 이용환자 평균 8，294원으로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경우가 總該廳費， 保險給與爾， 本人負擔金에서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有意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O.OOl) 가정간호 

이용시 費用節減效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 이용시 지불될 수 있는 看病人 이용에 따 

른 間接費用을 이용비율이 낮아(6.0% ， 表 III -5 참조) 고려하지 않았으 

며 가족의 간호비용도 고려하지 않았는데 동일기간 동안 保護者 常住

時間이 가정간호 이용환자집단에서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박경숙， 1994:40) 가정간호 이용환자 가족의 경우가 간호부담도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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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입원환자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시간에 따른 

간접비용은 가정간호환자의 경우에는 전액 절감될 수 있는 비용인데 

이에 따른 가족 1인의 경제적 비용이 입원건당 평균 168，000원으로 조 

사된 바 있어(홍정기， 1995:1l2) 가정간호 이용시 비용절감 효과는 사 

실상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表 IV-12) 帝王切開愚者의 家底看護 依賴後 入院費用과 家處看護

利用時 費用間 差異 檢證

평균비용(표준편차 T 

총 진료비 HIP 
HHC 

67,28900,414) 
27,860( 9,810) 

131.211
) 

보험급여 액 HIP 48,769( 1,111) 223.671) 

HHC 17,262( 5,591) 

본인부담금 HIP 18,560( 8, 436) 136.771) 

HHC 8,293( 827) 
註: HIP- 입원환자 HHC-가정간호 이용환자 

1) P<O.OOl 

다. 慢性흉愚者(훨)으| 費用效果分析

醫廳費用에 대한 節減效果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훌? 

용쫓結果가 동일한 상태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基本原則이다. 그러나 완 

치가 거의 불가능한 만성질환의 경우， 의료서비스는 증상의 완화와 안 

정을 목적으로 하게 되므로 회복 및 치료상의 효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할 수 있다. 이는 곧 醫師가 在院日數를 약간 단축 

시켜 家處看護를 이용하도록 한다해도 환자상태에는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같은 服絡이다. 실제 醫師가 在院日數를 약 

간 단축시켰을 때 환자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는 이 미 보고된 바 있다(Lahti ， 1968:410; Ford, 1971:1l0). 

問題는 ‘약간’에 대한 基準이다.<附表 2-1>에서 가정간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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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옳뿔、者의 在院期間이 1일 -351일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在院期間

에 따라 家底看護며數가 차이가 나고 있음이 이미 파악된 바 있으며 

<表 III -21>에서 암환자에게 제공된 家底看護며數가 큰 폭으로 차이 

가 나타나 일률적으로 在院日數를 단축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암의 경우， 가정간호 등록 및 종결시점은 상당한 편차를 지닐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환자상태에 따른 醫師의 專門的인 판 

단에 의존하여 早期退院 時期를 결정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이 가 

장 신뢰할 수 있는 接近方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주기독병원에서 家底看護 依賴經驗이 있는 專門

醫로 하여금 가정간호 의뢰가 가능했던 암환자를 대상으로 총입원기 

간 중 早期退院 時期를 진단하도록 하여 家鷹看護를 이용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早期退院 時點 以後의 입원비용을 비교하여 費用節

減 效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995년 10월부터 12월 기간에 입원한 암환자 중에서 早期退院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1995년 12월， 1개월 동안 主治

醫(2명)와 家底看護師가 입원 1일째부터 퇴원까지 後向性(retrospective)

接近方法을 통하여 뽑、者 r談續記錄鎭」를 審호， 臨æ醫學的인 측면에 

서 판단할 때 입원기간 동안 반드시 입원을 요하지 않는 時點 즉， 家

處看護 依賴時點을 진단하도록 한 것이다. 

에 때 家헬看護 依賴時點 이후의 입원기간 동안 예상되는 家底看

護 提供回數의 결정은 가정간호 지불비용의 關鍵이 된다. 主治醫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뽑、者의 結果狀態를 동일한 

조건에 놓이게 하고 가정간호 발생비용을 최고지로 적용하여 비교하 

기 위하여 가정간호 의뢰 후 在院日數를 家處看護回數라고 동일하게 

환산하여 1일당 투입된 投藥 및 處置行寫가 1회 家웰看護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하였다. 



就合病院 家底看護示範事業 結果評價 127 

가정간호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主治醫의 처방은 基本굶問料에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시 지불되는 該察料 및 特該料가 家處看護

利用뽑、者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家延看護 費用에서는 제외시켰으 

며 병원에서의 ‘식대’는 家處에서도 환자의 식사비용이 지불된다고 간 

주하여 家底看護 費用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過程과 前提를 거쳐 동일 

한 투약 · 처방， 주사， 처치 및 검사 등이 가정간호 이용환자에게도 제 

공되는 것으로 하였다. 병실은 基準病室(6인용)을 적용하여 입원시 최 

소비용을 지불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分析節次 및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段階: 分析對象 選定 및 家底看護 依賴日 推定

가정간호 이용환자와 동일한 상태(말기상태)로 판정된 암환자를 대 

상으로 主治醫와 家處看護師가 환자 개개인의 「該續記錄辯」를 審흉한 

결과， 50-60대 연령층의 남성환자 11명이 選定되었다. 入院病室은 1 

명 (2인용)을 제외하고 모두 基準病室(6인용， 8인용)이었으며 在院期間

은 6-37일로 平均在院期間은 18.7일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族病經過 狀態에 초점을 두고 개별적으로 家延看

護 依賴日을 推定하였다. 依賴日은 在院期間 동안 집중적인 치료 및 

처치를 받는 단계를 지나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 및 서비스가 醫

師의 처방하에서 家底看護師에 의해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된 時期이다. 

家底看護 依賴日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은 

抗盧化學橫法을 주기적으로 받는 환자인 경우， 抗觀化學廳法 후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식사량이 충분치 못해 탈수 등이 발생하여 水

、滾供給이 필요할 경우， 抗觀化學廳法을 받지 않는 말기암 환자로서 營

養供給이 충분치 않을 때로 정하였다. 

主治醫가 진단한 家웰看護 推定 依賴時點은 審훌結果， 입원 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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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일에서 최고 27일째까지이며 평균 11일째로 나타났다. 의뢰시점 

이후 在院期間은 최저 2일에서 최고 24일이며 평균 8.6일로 이 기간 

동안은 家底看護를 이용한다 해도 환자상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入院短縮 期間이다. 2명의 醫師가 동일한 질환에 대하 

여 早期退院 時點을 진단하였는데도 그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附表 5-1 참조 

2段댐: 家鷹看護 推定 依賴時點 이후 入院該擾費 및 家處看護費用 算出

보험급여액， 본인부담금) 

와 家R놀看護 利用時 費用을 산출하였는데 算出根據는 아래와 같다. 

듭짖쳤쫓費(총진료비 , 의뢰후 := "Z-나 
,'(i 가정간호 

* HIPt l) = Malíl +입원료(기준병상)X 가정간호 의뢰시점이후 재원일수(D) 

HHCel= MaU8l +(교통비 + 기 본방문료)XD회 

* HIPi3l = MaI + 80%입원료×가정간호 의뢰시점이후 재원일수(D) 

HHi4l = MaII +교통비 +80% 기본방문료 XD회 

* HIPp5l = MaI + 20%입원료×가정간호 의뢰시점이후 재원일수(D) 

HHCp6)= MaII十교통비 十20% 기본방문료 XD회 

註<입원환자> <가정간호 이용시> 

1) HIPt : 총진료비 2) HHCt : 총가정간호비용 

3) HIPm: 보험급여액 4) HHCm: 보험급여액 

5) HIPp : 본인부담금 6) HHCp 본인부담금 

7) MaI : 가정간호 의뢰시점이후 총지불비용(진찰료十특진료+투약 처방 

료+ 주사료+ 처 치 료+ 검사료 + 식 대 ) 
8) MaII: 가정간호 의뢰시점이후 총지불비용(투약 처방료+주사료+처치 

료+검사료+식대) 

以t의 算出式에 적용하여 분석대상 11명의 환자에 대한 의뢰시점 

이후 在院期間(2-24일) 동안 입원으로 인해 소요되는 총비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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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인당 평균 1 ，548， 157원이며 家底看護를 이용시 소요될 수 있는 

총비용은 환자당 평균 1 ， 189，812원으로 가정간호 이용시 비용이 더 낮 

게 산출되었다. 이 두 집단에 대한 지불비용을 T-test 검정한 결과， 

<表 N-13>과 같다. 基準病室에서 本人負擔金의 入院料가 2，594원인 

환자의 경우에는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保險給與願의 웹JfJ節減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조사결과， 基準病

室 다음으로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이용률이 높았던 2인용(A급) 병실 

에 입원하였을 경우， 지불되는 비용(58，000원/일)을 추가하여 T-test 

검정한 결과， 역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 결과는 병원에서의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이고 적절한 量이라 

고 假定하였을 경우에 나타난 결과로， 保險財政의 節減效果는 있으되 

有효한 수준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적절하다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감안해 볼 때(신의철， 1991:57; 신 

영수， 1991; 이상일， 1993:1), 검사 및 처치의 일부분은 家底看護를 이 

용함으로써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家處看

꿇판業이 醫據의 適切性을 유도하는 手段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以上 家@줄看護가 入院代替서비스 機能을 수행한다고 前提하였을 

경우， 家延看護制}표의 도입은 환자본인， 나아가 國民 醫擔費 節減에 

미칠 영향은 매우 肯定的이다. 다만 팎業機關이 목적하는 生塵性 提高

즉， 家底看護며數의 증가가 醫廳웰 힌j減效果와 팽比例的 關係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家延看홉-回數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전략이 내 

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다면 적절한 管理對策이 수반 

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견지를 마련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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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3) 

총 진료비 

보험부담금 

본인부담금 

?좁愚者의 家處看護依賴

差異 檢證

평균비용 

HIPJ) 1,548,157 
HHC 1,189,812 

ι“ 

HIp2) 1,879,164 
HHC 1,350,175 
HIPJ) 2,462,793 
HHC 1,613,381 

‘ ι ““·ι ‘ ιιιι 

HIp2) 2,911,829 
HHC 1,711,126 
HIPJ) 488,522 
HHC 264,131 

ιι “‘ 

HIp2) 872,686 
HHC 326,749 

註: HIP-가정간호 의뢰이후 입원 지불비용， 

1) 기 준병 실 2) 2인용(A급) 병 실 

*: P<0.05, **: P<O.OO1 

3. 病皮回轉率 提高效果

後 入院費用과 家底看護費用間

(표준편차) T 

(969,080) 3.68* 
(η703 ，21η7) 

‘· ““ “.“ ι““““·ι ‘ ι·ι“ι“ 

(1,098,089) 4.91* 
(797,038) 

(4,960,451) 1.19 
(2,600,741) 

ιι“ ‘ ιι. 

(5,027,267) 1.64 
(2,610,346) 

(386,689) 2.80* 
(166,024) 

““‘‘ ιι. 
‘ ... _ .. 

“‘‘ιι“ 

(558,055) 
4.84* 

(206,396) 

HHC-가정간호 이용시 지불비용 

病皮며轉率은 일정기간 중 병원이 보유한 1개의 病皮을 평균적으 

로 며벽의 ^ 0-. 입원환자가 이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指標이다. 따라서 뽑、 

者의 在院期間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病皮며轉率은 떨어지게 된다. 病2

院中心 家延看護事業이 病皮回轉率 提高效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 

장하는 이유는 早期退院을 통하여 在院日數를 단축， 病많回轉率을 높 

임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醫爆資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病院의 收益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때문인 것이다. 病院의 收益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前提는 在院

期間이 길어질수록 1일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의료서버스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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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性을 적용한 것이며 진단， 치료， 예후감시(관찰 및 회복확인)라는 치 

료모댈에서의 등《용품節次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기훈(1987)과 김모임 0993:151)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입 

증된 바 있는데 家延看護事業에서의 病皮回轉率 提高效果 분석의 목 

적은 사업기관과 사업대상 질환의 특성상 早期退院할 경우， 該顯收入

의 증가를 입증함으로써 事業펄入의 종當性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범병원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이용질환에 국한하여 

첫째， 在院期間이 길어짐에 따라 1일 짧據費가 낮아졌는지 둘째， 조기 

퇴원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자가 病많을 이용하게 되었는지 셋째， 이로 

인하여 짧橫收入의 증가를 가져왔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示範病

院의 病皮回轉率 提高效果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 家處看護 利用 多頻度 探愚의 在院日數別 등2擾費 分析

家R줄看護 利用 多頻度 1位인 제왕절개는 <表 N-ll>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술 이후 日別 찮廳費用이 낮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早期退院 2일간 발생된 듭《續內譯이 투약 및 단순처치 

료에 불과하여 1일 6만원 수준임을 볼 때， 중증의 환자에게서 발생가 

능한 진료(수술·처치료 검사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등)수입이 발생되 

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중 다 

른 환자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家텃좋看護 利用 多頻度 2위인 암질환의 在院日數별 1일 ~廳費16)

는 [그림 N-6J과 같다. 분석대상은 전술한 費用節減 效果 分析對象인 

원주기독병원 입원환자01명)이다. 在院日數別 등?용통費는 그림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일정 범위내에서 지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末期로 

16) 병원 수익차원에 대한 접근이므로 보험급여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진 
료비가 분석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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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檢효 및 集中的인 치료가 제공되지 않고 固

定的， 또는 週期的으로 투입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일정비용을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기상태에 있는 慢性핏뿔、者의 경우에는 

1일 진료비용이 대부분 이와 비숫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로 파악하고자 하는 질환은 만성폐쇄성페질환이며 분석대상 

은 세브란스병원의 입원환자17)이다. 在院日數別 홀?였쫓費는 [그림 N-7]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在院期間이 길어질수록 1일 진료비가 낮아지 

고 샀다. 在院日數에 로그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옳廳費 回歸方程式

을 산출한 결과， 日였Ij 該橫費가 在院日數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CP<O.OO1) 80%의 설명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N-14 참 

조). 이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경우는 병원의 收益測面에서 재 

원일수를 단축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表 IV-14> 慢性閒銷性師接愚의 在院 日數에 대한 談擾費의 回歸方程式

변수 

log X 

β 。 βI 

298,732 -79,012 

R2=.795 F=38.82<0.001 

이상의 結果에 주목하여 볼 때， 가정간호 이용질환의 1일 該標費는 

在院期問이 길어짐에 따라 낮아지거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該斷 및 治擔뿔、者-의 경우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은 1일 진료비 감소는(김기훈， 1987; 김모임， 1993:151) 나타나고 있 

지 않고 있는데 이는 씁斷 및 治擁時期가 지난 慢性的인 상태에서 입 

원하여 증상관리를 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家

處看護事業 對象의 경우， 早期退院을 유도하여 다른 중증， 또는 집중 

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분석대상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60대의 입원환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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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期햄愚者의 在院 日 數別 등~~활費 [그림 IV-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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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病j末回轉率 提高實態 分析

병원의 입장에서는 早期退院으로 인한 病%이 새로이 다른 환자에 

게 점유되지 않는다면 입원환자를 굳이 퇴원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可視的 餘格病똥이 있는 병원에서는 早期退院을 

유도할 필요성이 없게 되며 可視的 餘格病많이 없는 病院에서만이 病

皮回轉率 提高效果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在院日數의 단축이 病院

收益에 미치는 영향은 病院의 病皮利用率의 정도에 따라 사실상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病味利用率이 높아 理論上 限界에 도달한 병원의 경우에는 入院日

當 該魔費가 投入費用에 못미치거나 固定費用에도 미달하게 되는 경 

우， 가능한한 日첩’ 씀據費가 日當 投入費用을 상회하는 재원일까지만 

입원시키고 그 이후의 在院日數를 단축， 早期退院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病않利用率이 限界 病æ利用率보다 낮은 병원에서는 在院日數

자 늘어나도 固定費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게 되므로 비록 1일 진료 

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원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전략은 倫理的인 측면을 무시하여 病皮 러有狀態에 

따라 무리하게 퇴원， 또는 입원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비난의 소지가 있 

지만 經濟市場 原팽를 따라가고 있는 현재의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실 

제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다. 최근 病皮利用의 적절성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찾 

아볼 수 있다. 

家底看護事業에서 목적하는 早期退院은 擔益分11皮點이 아닌 醫떠j의 

의료적 진단에 의한 뀐致에 맞는 합당한 시점에서의 退院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근본 취지가 다르다. 다만 이 때의 관건은 

適正 病皮의 利用水準이다. 

Donabedian에 의 하면 醫橫機關의 病않數는 예측할 수 없는 需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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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病κ18)을 보유한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病æ保

有水準이며 동 病%이 점유되고 있을 때의 病f8fÇ利 HJ率을 限界病많利 

任I率로 보고 있다. 따라서 限界病않利朋率을 초과한 病않利用率을 보 

이고 。1 느二 
M'- 병원에서는 早期退院을 유도하여 ，뿔、者의 受容을 극대화하 

학자들에게서도 '-'- 것이 病院經營의 효율화이며 이러한 주장은 여러 

支持되 고 있다(Donabedian ， 1973:330). 

본 연구에서는 示範病院의 病æ回轉으로 인한 附JJQ利益 程度를 측 

정함으로써 그 效果를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900-1 ，500병상을 

보유한 대형병원에서 2명의 家헬看護師의 활동이 가져다 주는 病κ回

轉率 提高寶態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실증적으로 .,..J 。
?‘ 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따라 4개 

제시한다는 

示範病院에 대하여 早期退院

이 새로운 환자의 입원과 직결되었는가를 理論上 病많利用率의 限界

分11皮點19)을 산출， 실제 病皮利用率(994)20)과 비교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表 N-15>에서 病8fÇ利j펌率이 I浪界病皮利用率보다 높아 여유병상 

이 한계에 이른 상태에 있는 병원은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으 

로 나타났으며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은 家延看讀득갑業을 통한 早期退

院이 곧 病院收益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8)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여유병상은 Poisson 분포에 근거한 다음의 식 
에 따라 계산된다. 

Desirable capaciη= average daily census + 3, or 41"" average daily census 
바람직한 병상 공급량은 수요가 병상 공급용량을 초과할 확률과 감당하 

여야 할 비용의 수준에 대한 규범적 결정 (nonnative decision)에 따라 변 

화될 수 있다. 

19) 理論上의 限界點(病皮利)fJ率)=N/(N+3I""N) (N: 병상수) 
20) 家헬看護 쭈IJ Hl뿔者의 入院病械 病BR利用率이 病陳全體 病BR利 ffl率과 동일 
하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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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5) 病院別 病庫利用率 및 限界病*利用率(1994)

(단위: %)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의료원 

병상이용률 
한계병상이용률1) 

94 ,3 
92 ,9 

註:1) 병상수/(병상수 +3;-병상수) 

93.4 
90 ,0 

다. 早期退院에 따른 該爆收入 分析

81.2 
91.1 

89 ,5 
91.2 

病VR 닙j有寶態가 p.良界病 VR%'IJ用率보다 높아 조기퇴원이 권장되는 

병원의 家展看護 利用똥;띈、을 대상으로 早期退院으로 인한 병원의 收

入 增加領을 산출해 보는 것은 가정간호사업 운영으로 인한 병원측의 

經濟的 效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의 만성폐쇄성폐질 

환을 대상으로 在院日數에 대한 1 日 該쳤쫓費 回歸推定式을 도출하여 

在院日數별 진료비를 계산， 早期退院한 경우와 계속적으로 입원한 경 

우를 비교하여 收入 增加願을 산출해 보고자 한다. 

이 때 早期退院한 환자의 在院期間은 동 질환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서 家R줍看違를 받은 환자의 平均在院期問 (32일)을 적용하고자 하며 在

院期間 短縮日數는 이들의 平均家處看護回數(8회)를 재원일수로 전환 

하여 가정간호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在院期間을 40일로 추정하 

였다. 이 두 醫魔利用行態(早期退院뿔、者f ， 入院탤、者)에 대하여 年問 病

皮回轉率을 계산， 한 病皮當 발생되는 年間 總즙?廳贊를 산출하여 연간 

차액을 산출하였다，<表 N-14>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該魔費 며歸 

方程式을 이용하여 적분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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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co = 298 , 732 -79 , 012. log x 

[ 入院뿔、者 件當 該廳費用 ] 

[0 (298 , 732 -79 , 012ln x)dx 

= [298 , 732x -79 ,012( x ln x - x )]1。

= 3, 069 , 845 (원----------- (D 

[ 早期退院 뽑、者 件當 該據費用 ] 

j32 (298 , 732 -79 , 0121nx)@ 

= [298 ,732 x -79 , 012( x ln x - x )H2 

= 2, 936 , 572( 원) ----------- (2) 

在院期問이 40일 (0))과 32일((2))로 病똥이 이용되고 회전된다면 1 

病皮當 年間 收入은 세브란스병원의 병상이용률(94.3%)을 감안하였을 

때， 아래와 같다. 

(D x365/40 x O.943=26 ,415 , 632 -------- @ 

(2) x365/32x 0.943=31,586 , 041 - - - - - -- - 19J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40일 在院日數 중 8일을 단축하여 동일상태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새로이 입원한다고 假定하였을 경우， 1병상 

당 연간 收入願 增JJj:J分은 생-@로 연간 1병상당 수입 증가액은 

5，170，409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病하古有實態가 限界病많利用率보다 낮아 在院日數를 단축시 

킬 필요가 없는 병원에서는 家웰看護事業으로 인하여 早期退院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 셈이 된다. 영남대의료원의 다빈도 

이용질환인 제왕절개환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費用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술 후 在院期間 7일을 

꿇準으로 하였을 경우， 1병상당 연간 진료비 차액은 46회의 입원(46명 



138 

의 환자)과 2일간의 早期退院으로 인하여 3，095 ，294원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진료비 -조기퇴원환자진료비) x 365/7 x 0 . 895 = 46회 

67 , 289* x 46 = 3, 095 , 294( 원) 

*. 早期退院 J1:JJ間 중 평균 총진료비(表 N-12 參照)

4. 醫據서비스 利用의 便宜 提高效果 分析

가. 家혈에서의 醫擾서비스 意義

찮%갱풋쫓셜 節減效果 分析을 통하여 밝혀진 經濟的 測面에서의 評;t원는 

家!젤看護 利用으로 인한 使益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석된 결과 

이니 만큼， 그 결과가 주는 示俊가 그만큼 제한적이다. ‘家延看護事業

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어느 정도 환자 및 

가족의 便益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健康維持 및 염;理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가정간호를 통해 환자가 얻는 諸

般 f更益에 대해서는 환자의 滿足度 測定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1991)에서는 醫標의 質的 保障을 위한 評띔指 

標로서 技術的 質， 效率性， 危險管理， 그리고 뚫、者의 滿足度를 제시하 

고 있다. 환자의 만족이 궁극적으로 保健醫據事業의 質을 평가하는 것 

이라는 주장(Graff， 1979:59)과 保健醫爆事業의 바람직한 결과여부를 

측정하는 指標라는 주장(Donabedian， 1988)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실정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서비스 需要를 예측하게 해 주고 이용자 개개인의 주관적 

인 판단과 선호하는 요소를 알게 해주어 家웰看鏡事業의 도입가능성 

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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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道具開發나. 評價內容

1) 測定指標

의료서비스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지속성， 유용성， 치료 및 처방수준， 인간적 서 

비스， 의사소통， 의료기관의 물리적 환경， 경제적 접근성)이 가장 보편 

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Zeithamal(988)의 5個 測定指標 즉， 외형성， 

신뢰성， 반응성 (responsi veness) , 보장성 (assurance) ， 동정성 등이 활용 

되고 있다. 최근에는 Donabedian(1988)과 John(991) 등이 「기술적 수 

행능력」과 「인간관계」를， Reynold(993)는 「진료 

영역 8개 測定指標는 Ware(978)의 대한 滿足)똥의 

「진료결 

과J，친절 J，병원식이 J，안락과 청결도J，입원과 의료비 청구J ， 그 

리고 「종교적 보살펌」을 그 指標로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醫據서비스 

간호J ， 01 
;’<

국한하지 않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중점을 두어 개발된 評價要素를 고찰해 

師의 기민성 J，친절성 J，看讀師의 능력에 대한 확신J，간호에 대한 

존중해 주는 看護師의 사려깊음J，효율성 J，간호제공회수J ， 

「수용과 이해하는 태도」 등이 있으며 (Mauan， 1970), Hinshaw(1981)에 

보면 r看護간호서비스에 

I훨好를 

에 

신뢰 J ， 

3개 영역과 이와 동일 

상호관계에서의 01 
^ 간호J，의사소통 

및 시범교육」 

「기술적 · 전문적 의한 

。-c 

。대한 설명 ·상담 「質疑에 

Satisfaction Patient Oberst LOPSS(La-Monica 개발된 영역에서 

공통적인 특정 

보다 민감하게 은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Scale) 도구(Monica， 1986)가 있다. 이 들 評價要素들의 

이루어지는 간호서비스의 便益에 대하여 

目的에 기초로 家延看護事業연구에서는 LOPSS 도구를 효ε 
'--이에 

病院中心 가정간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 

평가하고자 한다. 대한 滿足많를 수행된 활동에 

부합된 評價項目을 추가하여 

에 위하여 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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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底看護制度에 대하여 Dreher( 1984)는 「接近性J，有用性J，責任性J ，

「包括性J，費用效果」 및 r質的 看護」가 가정간호를 이루는 요소라 하 

였고 Shortell(1977)은 r接近性J，持續性J ， 그리고 「質的 看護」의 가정 

간호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接近性」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接近性이 높은 家處看護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입원시보다 감소되어야 하는데 精神的 經濟的 부담이 그것이다. 

前述한 바를 요약하여 볼 때， 家底看護 滿足度 測定領域은 「가정간 

호서비스 제공양상」에 대한 평가와 「간호 및 처치기술」영역상담 및 

교육수행」영역신뢰」영역 등의 LOPSS에서 제시하는 영역， 그리고 

事業目的과 관련하여 뽑、者의 精神的 安定性 및 看護提供者의 便宜性

에 대한 「환자 및 가족의 편의성」과 「진료비용의 절감성」의 2개 영역 

이 추가된다. 총 6개 영역에 대한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13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비스 提供樣相 領域 - 서비스時間의 충분성 

- 서비스回數의 충분성 

닮問問隔의 適切性

- 서비스의 連續性

@ 看護 및 處置技術 領域 -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 

@ 相談 및 敎育途行 領域 - 敎育 및 相談內容의 충분성 

- 敎育 및 相談의 유용성 

- 看護 및 相談時 家族參與

@信賴領域 - 意思範通의 충분성 

- 健康管理에 대한 책임감 

@ 뽑、者 및 家族의 便宜性 - 뿔、者의 精神的 安定性

- 看護提供者의 便宜性

@ 該橫費用의 節減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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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13個 家底看護 滿足度 問項은 긍정적 내용으로 기술하여 2 

개의 긍정응답 (그렇다， 매우 그렇다)과 2개의 부정웅답(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나뉘어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중립에 대한 응답항목을 제외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립적 

성향이 있는데다 家底看護事業이 첫 실시되어 기대되는 結果나 水準

에 대한 認識이 부족하여 중립에 응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를 받은 환자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認知가 

안되었거나 認識이 없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도록 하여 분석 

에서 제외시켰다. 긍정항목에 응답한 경우 4점 및 3점을， 부정에 응답 

한 경우는 2점 및 1점으로 처리하여 點數가 높을수록 滿足度가 높다. 

이에 따라 家處看護 滿足度에 대한 理論的 定義는 ‘환자가 이상적 

으로 생각하는 가정간호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제공받은 家底看護에 

대한 認識과의 일치 정도’이며 操作的 定義는 ‘개발된 총 6개 영역의 

13개 문항에 대 한 Likert-type의 척 도’이 다. 

2) 測定道具

동 도구의 測定誤差를 줄이기 위해서는 家延看護 利用뽑、者를 대상 

으로 도구의 信賴度에 대하여 檢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는 동일 대상에 대한 檢훌-再檢훌法과 같은 반복조사가 어려울 때 이 

용하는 內的-實性 信賴係數를 통하여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이는 선 

정된 문항의 한 척도내에서 각 문항간의 평균 상관계수에 기초하여 

信賴度를 측정하게 되므로 問項分析까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서 종 

當度도 측정하는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 內的 一實性 信賴係數는 조사 문항수를 첨가하면 신뢰 

도가 높아지는데 본 조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우편설문조 

사라는 취약점때문에 응답시간을 줄임으로써 자료의 회수율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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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각 문항을 최소한으로 적게 하였다. 본 도구의 137B 문항에 대한 

信賴度 Chronbach Alpha(α)값은 0.86이며 영역별로는 「서비스 제공 

양상」영역 0.66， r상담 및 교육수행」영역 0.60， r 신뢰」영역 0.76， 

「환자 및 가족의 편의성」영역= 0.79의 {言賴係數를 나타냈다. 

다. 環境的 흉當度 彈化 및 母集團 풍當度 檢證

家底看護事業 도입여부에 초점을 두고 시범적으로 전개되는 사업 

대상을 통하여 滿足度를 측정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정간호사)가 

자신이 평가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Hawthone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적 영향을 감안하여 가정간호서비 

스 滿足度 測定은 家뿔看護師와 전혀 연계됨이 없이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 각 家處에 거주하고 있는 뿔、者(가족)를 대상으로 전화확인과 우 

편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外的 종當度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234명에 대한 우편설문 결과， 116명 (49.1%)이 응답하였는 

데 偏重된 대상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종當’度를 파악하기 위하여 滿足與

否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여 전체 이용환자(모집단)와 

滿足度調훌 응답환자(표본집단)간의 영향변수의 분포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만족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人口·社會學的

變數， 의료이용행태 변수， 환자상태 변수 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滿

足度調훌에 응한 환자가 편중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라. 滿足度 分析結果

1 ) 對象者 -般特性

家R줄看護 滿足度 調호에 참여한 환자는 116명이며 이틀의 人口·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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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學的 特性은 <表 N-16>과 같다. 

〈表 IV-16) 調훌對象 愚者으1-般特性 

(단위: %) 

전체 제왕절개 。nL 뇌혈관 자궁내 만성폐쇄성 
질환 근종 폐질환 

(N=1l6) (N=31) (N=22) (N=20) (N=8) (N=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0-19세 3.5 
20-29세 15.5 48.4 5.0 14.3 
30-39세 15.5 48.4 25.0 
40-49세 9.5 3.2 13.6 50.0 
50-59세 17.2 36 .4 20.0 25.0 28.6 
60-69세 13.8 18.2 25.0 28.6 
70세 이상 25.0 31.8 50.0 28.6 

성별 

남자 31.9 54.5 40.0 71.4 
여자 68 .1 100.0 45.5 60.0 100.0 28.6 

결흔상태 
기혼 76.0 100.0 86.6 58.8 50.0 66.7 
미혼 5.0 6.7 
사별 19.0 6.7 41.2 50.0 33.3 

학력 
국졸이하 28.4 35.3 40.0 25.0 33.3 
중졸 15.6 5.9 35.0 12.5 16.7 
고졸 24.8 32.3 23.5 20.0 25.0 50.0 
전문대졸이상 31.2 67.7 35.3 5.0 37.5 

직 업1) 

므，치 -, 84.8 83.9 77.3 95.0 100.0 71.4 
입법공무원，고위관리자 1.8 3.2 
전문가 5.4 12.9 9.1 
서비A 및 판매 근로자 1.8 4.5 
시무직 1.8 4.5 14.3 
농업 및 어업 3.6 5.0 14.3 

기타 0.8 4.5 

註:1) 본 조사대상의 특성과 전체 이용환자 특성의 분포에 대한 差異檢證 결 

과， 직업변수(유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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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이용환자(501 명) 전체와 본 조사대상의 特徵的 差異를 파 

악하기 위하여 각 분포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직업을 제외하고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는 직업이 

없는 환자가 더 많이 참여한 것이 특징적인데 직업유무는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 多頻度 흉련、에 대한 領域別 家底看護 滿足度 評點

lì{固 領域에 대 한 가정 간호서 비 스 滿足度를 평 가한 결과，<表 N-

17>과 같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認知가 안되었거나 認識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율을 통하여 家延看護에 대한 期待나 認識水準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 표에서 각 문항별 응답자수는 100-115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家底看護師와 意思流通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 

가와 서비스 제공시간이 충분하였는가에 대한 應答率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충분한 의사소통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기대 

가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調훌對象 全體 滿足水準은 최대 滿足度 4점 중 평균 3.0점으로 나 

타나 만족한 수준(3.0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보면 

「신뢰」영역에 대한 滿足많가 가장 높아 평점 3.2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家底看護師의 i뽑、者f建康 變化程度에 대한 관심과 환자와의 충 

분한 의사소통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영역은 「該廳費用의 節減」에 대한 認識

으로 평점 3.1점이다. 反面 「서비스 제공양상」에 대해서는 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진료에 대한 지속성」이 2.7점으로 

전체 문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향후 보완하여야 할 부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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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할 수 있다. 

〈表 IV-17) 家훨看護 多頻度 利用훌愚者의 서비λ 滿足度1) 平均

전체 제왕절개 암질환 뇌혈관 자궁내 

측정영역(응답자수) 질환 근종 
(N=115) (N=31) (N=22) (N=20) (N=8) 

전체 평균 3.0 3.2 3.0 3.0 2.9 
<서비스 제공양상 영역> 

평균 2.9 3.0 2.9 2.8 3.0 
서비스시간의 충분성(1 14) 3.1 3.2 2.9 3.2 3.1 

서비스횟수의 충분성(1 11) 2.9 2.9 2.8 2.9 2.9 
방문간격의 적절성(1 11) 2.9 2.9 2.8 2.8 3.0 
서비 A의 연속성 (06) 2.7 2.7 3.1 2.5 2.9 

<간호 및 처치기술 영역>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112) 3.0 3.1 2.9 3.1 2.8 

<상담 및 교육 수행 영역> 

평균 3.0 3.0 3.0 3‘ 1 2.8 

교육 및 상담의 충분성(1 13) 3.1 3.1 3.0 3.2 3.0 

교육 및 상담의 유용성(100) 3.0 3.1 2.8 3.0 3.0 

간호 및 상담시 가족의 참여(111) 2.9 2.6 3.1 3.2 2.8 

<신뢰 영역> 

평균 3.2 3.3 3.2 3.2 3.1 

의사소통의 충분성 (15) 3.3 3.4 3.3 3.3 3.1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감(107) 3.1 3.2 3.1 3.1 3.0 

<환자 및 가족의 편의성> 

평균 3‘0 3‘4 2‘9 2.8 2.9 

환자의 정신적 안정성(13) 3.0 3.3 3.0 2.9 3.1 

간호제 공자의 편 의 성 (09) 3.0 3.3 2.9 2.8 2.8 

<경제성> 

진료비용의 절감성(1 10) 3.1 3.2 3.2 3.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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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염 및 

기타장애 
(N=3) 

폐렴 잠복고환 다」벼 
。..u.. 。만성폐쇄성 

폐질환 
(N=7) 

〈表 IV-1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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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 

2.8 

3.l 
3.0 
2.5 
2.5 
2.8 

3.l 

3.0 
3.0 
2.9 
3.0 
2.9 

전체평균 

< 서비스 제공양상 영역> 
평균 
서비스시간의 충분성 

서비스횟수의 충분성 
방문간격 적절성 
서비스의 연속성 

<간호 및 처치기술 영역>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 3.0 

3.0 
3.0 
3.0 
3.0 

3.0 

2.8 
2.7 
3.0 
3.0 

2.3 

2.8 
3.0 
2.8 
2.7 

3.0 

2.9 
3.0 
3.0 
2.7 

3.l 

3.2 
3.l 
3.l 
3.2 

<상담 및 교육 수행 영역> 

평균 
교육 및 상담의 충분성 
간호 및 상담시 가족의 참여 

교육 및 상담시의 유용성 

3.0 
3.0 
3.0 

2.8 
3.0 
2.7 

3.0 
3.0 
3.0 

3.0 
3.0 
3.0 

1i. 

1

」
1

」

끼J
 
이
J
 nJ 

<신뢰 영역> 

평균 
의사소통의 충분성 

건강관리의 책임감 

3.0 
3.0 
3.0 

2.7 
3.0 
2.3 

2.4 
2.3 
2.5 

5 
3 
8 

?“ 

끼
/
“
 ?
ι
 

3.l 
3.l 
3.l 

<환자 및 가족의 편의성> 

평균 
환자의 심리적 안정성 

간호제공자의 편의성 

<경제성> 

진료비용의 절감성 

註:1) ‘매우 그렇다(4점)’~ ‘매우그렇지 않다(1점)’ 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함. 

3.0 2.7 2.8 3.0 3.l 

있는 내용을 보면 ‘서비스 각 문항별로 만족한 수준(3.0점 이 상)에 

제공시간’과 ‘간호 및 처치기술’， ‘교육 및 상담내용의 충분성’ 및 ‘유용 

정신적 대한 책임감’， ‘환자의 충분성’과 ‘건강관리에 성’， ‘의사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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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가족(간호제공자)의 편의성’， ‘진료비용의 절감성’으로 총 13 

개 문항중 9개 문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횟수’ 및 ‘방문간격’， ‘서비스 지속성’， 그리고 ‘간 

호 및 상담시 가족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한 수준(3.0점 이상) 

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지속성’은 ‘서비스 제공횟수’ 및 

‘誌問間隔’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간접적으로는 依賴醫師(主治醫)의 

治據計劃 및 f象後에 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았을 때 그 滿足度

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前者는 사업 시작당시 주 1회를 권장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결과(평균 5.9일 간격으로 평균 4.7회 제공한 것)에 

대한 愚者測 評價로 볼 수 있겠고 後者는 家흉看護師 및 依賴醫師와의 

뿔、者管理體系(表 III -22 참조)에 대 한 愚者의 評價로 볼 수 있다. 

多頻度 돗뽑、있Ij 滿足水準을 보면 제왕절개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의 滿足度가 가장 높아 평점 3.2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잠복고환’이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질환별로 가장 높은 만족내용을 

제시해 보면 공히 ‘의사소통의 충분성’이며 암과 뇌혈관질환은 여기에 

‘비용절감’에 대한 만족이 추가된다. 滿足度가 가장 낮은 내용은 帝王

切開뿔、者의 경우， ‘간호 및 상담시 가족의 참여’， 癡病愚의 경우 ‘서비 

스 제공횟수’， ‘방문간격의 적절성’， ‘교육 및 상담의 유용성’이 가장 낮 

았다. 腦血管똥뿔、은 ‘방문간격의 적절성’과 ‘가족의 편의도’에 대하여 

만족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간호부담이 큰 질환으로 

드러났다. 

家底看護 3大 多頻度 利用돗뿔、에 대하여 영역별 만족실태를 만족 

여부로 이분하여 살펴 본 결과， [그림 N-8]-[그림 N-lO]과 같다. 帝

王切開의 경우 가장 높은 만족영역은 「신뢰」영역 (98.8%)이며 가장 낮 

은 만족영역은 「서비스 제공양상」영역 (77.8%)이다. 암질환과 뇌혈관질 

환 역시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家웰看護 利用뚫、者들은 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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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빈번한 가정간호서비스를 원하고 있음을 뚜렷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림 IV-8J 帝王切開愚者의 서비스 領域別 滿足度

연찍? 
• 

ιι」’ 앙ξ‘찌 앙흩 ’ ~ ...... :,; ‘ 1 

"1커생 영성 잉당 영 영 수”역 싱찍격 ’익 ~~l'J맹 인의i 잉 .. ~용의 원i 
?￥ξ 잉휴 

〔그림 IV-9J 腦血管 흉愚者의 서비스 領域別 滿足度

뇌혈판질향}의 연측도 

鍵驚 獲 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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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0J 홉愚者의 서비스 領域別 滿足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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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病院別 滿足實態

4개 시범병원별로 환자만족실태를 제시해 보면 <附表 6-1>과 같 

다. 이용질환의 특성에 따라 만족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서비스시 

간의 충분성 (83-93%) ， 서비스횟수의 충분성 (69-80%) ， 교육 및 상담 

의 유용성 (80-89%) ， 의사소통의 충분성 (98-100%) ，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감(89-100%) ， 진료비용의 절감성 (88-97%) 등은 4개 병원이 거 

의 유사한 만족수준00% 정도의 차이)을 보이고 있으며， 誌問間隔의 

적절성 (69-83%) ， 서비스의 연속성 (50-91%) ，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 

숙성 (82-100%) ， 교육 및 상담내용의 충분성 (86-100%) ， 간호 및 상 

담시 가족참여 (66-100%) ， 환자의 정신적 안정성 (70-92%) ， 간호제공 

자의 편의성 (70-85%)은 병원마다 만족비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病院附附別 測定領域別 滿足度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附錄 그림 

6-1>과 같다. 동 그림에서 각 서비스 내용별 높은 만족율을 보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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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제시해 보면 ‘서비스시간의 충분성’은 원주기독병원， ‘서비스횟수 

의 充分性’ 및 ‘찮問間隔’은 영남대의료원，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만 

족도는 세브란스병원의 이용환자로 나타나 r서비스 提供樣相」영역에 

서는 영남대의료원이 상대적으로 만족수준이 높다技術的 · 專門的

看護」영역인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세브란스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相談 및 敎育途行」영역에서는 

‘상담내용의 충분성’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敎育 및 相談의 有用性’과 

‘간호 및 상담시 가족참여’는 강동성심병원 이용환자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가족과의 意思流通’에서의 신뢰감에 대한 만 

족도는 원주기독병원， ‘健康管理에 대한 책임감’은 세브란스병원의 이 

용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뿔、者의 精神的인 安定性’에 대해서는 

세브란스병원， ‘간호제공자의 便宜性’은 영남대의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支據費用의 節減性」에 대한 만족은 강동성심병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家底看護 利點 및 短點

가정간호서비스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家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발생된 利點이나 便益， 불편한 점을 병원 입 

원시와 비교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表 N-18>과 같다. 事前 調홉 

된 문항을 제시하여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고 추가로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가정간호를 이용하게 되어 파생된 肯定的인 면 

으로는 입원시에는 家族의 生活에 지장을 초래했으나 가정에서 日常

生活을 하면서 편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77.6%)이 가장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46.6%), 사생 활 유지 (46.6%) 順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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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IV-18) 家底看護 利用에 따른 各 內容別 肯定 應答比率1)

계 세브란스 강동성심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병원 병원 의료원 
(N=116) (N=13) ( N=32) (N=29) (N=42) 

이점 

가족의 일상생활의 용이 77.6 62.9 75.0 72.4 ffi.7 
환자셰 대한 인격적 대우 증가 46.6 69.2 62.5 44.8 28.6 
주치의와 지속적인 치료감 증가 3l.0 6l.5 46.9 20.7 16.7 
사생활의 유지 39.7 38.5 37.5 4l.4 40.5 
환자에 대한 가족의 관심도 증가 13.8 23.l 12.5 20.7 7.l 

불편한점 

웅급시 즉시 치료받을수 없는 점 20.9 15.4 38.7 17.9 10.5 

의료기구 및 장비의 미비 1l.8 15.4 19.4 3.6 10.5 

가족의 간호역할증가 4.5 9.7 7.2 2.6 

병원치료의 연속성 없음 4.5 6.5 3.6 2.6 

환자이동 및 개인위생관리 5.5 12.9 7.l 

환자식사준비 6.4 9.7 7.l 5.3 

가정간호비용지불방법 8.2 3.2 7.l 15.8 

註: 1) 긍정비율(%)=(각 내용에 대한 긍정응답자수÷조사대상수(116명)) x 100 

不便한 點에 대해서는 應急狀況時 즉시 치료받을 수 없는 점 

(20.9%)과 가정에서의 의료기구 및 장비가 미비한 점<11.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간병인 고용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 

나 전혀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5) 家혈看護 利用을 통한 滿足度 提高效果 分析

家底看護 利用뿔、者의 醫廳利用 便宜提高 效果는 가정간호 이용 전 

· 후 滿足度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한다. 즉， 입원시 간호서비스 

에 대한 滿足度와 家底看護에 대한 滿足度를 분석， 검증하고자 하는데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이후 대상자를 추적하여 동일한 평가항목을 

적용， 入院時 滿足度와 家底看護 滿足度를 調춤하였다. 평가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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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處看護事業 特性에만 해당되는 영역(서비스횟수 및 간격， 비용절감 

성)에 대해서는 입원시 만족도 측정에서 제외하였으며 家底看護가 병 

원퇴원 직후부터 제공되는 관계로 ‘교육 및 상담내용의 유용성’에 대 

해서는 환자 본인조차도 입원시와 가정간호시 서비스 만족도를 구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 및 상담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도 

제외하였다. 따과서 評價領域은 ‘서비스 시간의 충분성’， ‘간호 및 처치 

기술’， ‘교육 및 상담내용의 충분성’， ‘의사소통의 충분성’， 그리고 ‘건강 

관금의 책임감’이다. 

人院期間 중 간호서비스와 家延看護에 대한 滿足度를 검정한 결과 

는 <表 N-19>와 같다. 동 표에서 입원시 만족도와 가정간호 만족도 

간에는 5개 서비스 내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간호 이용을 통하여 醫爆利用 便宜가 제 

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表 IV-19> 家底看護 利用愚者의 入院時와 家底看護時 看護滿足度

差異檢證

평가항목 평균 (표준편차) T 

서비스 제공시간의 충분성 입원시 2.67 (0.611) -6.1i) 
가정간호시 3.1 1 (0.588)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 입원시 2.84 (0.538) -2.871) 
가정간호시 3.03 (0.532) 

• ι 

교육 및 상담의 충분성 입원시 2.62 (0.639) 6.731) 
가정 간호시 3.07 (0.508) 

“ ιι ‘ •••••• ~.‘ι ‘ “““ · “‘ι 

의사소통의 충분성 입 원 시 2.84 (0.583) -6.701) 
가정간호시 3.25 (0.458) 

ι ιι 

건강관리의 책임감 입원시 2.77 (0.589) -5.242) 
가정간호시 3.13 (0.446) 

註: 1) P<0.05, 2) P<O.OOl 

그렇다면 家延看護 利用뿔、者集團은 病院 入院뿔、者-集團보다 입원 

중 제공받은 진료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여 가정간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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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집단간 入院

時 서비스에 대한 滿足度를 비교해 보면 <表 N-20>과 같다. 看護와 

該擾에 대한 滿足度를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看護滿足度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O.05) 該據滿足度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看護滿足度는 入

院愚、者集團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제공시간’ 

과 ‘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진료시간의 충분성 교육 및 상담의 충분성 건강문제에 대한 도 

움정도에 대한 醫師의 該擾에 대한 滿足度는 가정간호 이용환자집단 

이 조금 높게 나타났을 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醫師의 진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가정간호를 이용하였을 것이라 

는 假說을 기각하고 있다. 

〈表 IV-20) 家底看護 利用愚者와 入院愚者의 서비스滿足度 比較

집단1) 평균 평점(표준편차) T 

<간호만족도> 
HHC 3.76 (0.433) 7.71‘ 

쟁 균 HIP 3.91 (0.485) 

서비λ제공 시간의 충분성 HHC 3.68 (0.607) 9.185" 
HIP 3.89 (0.611)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 HHC 3.84 (0.535) 2.066 
HIP 3.95 (0.699) 

교육 및 상담의 충분성 HHC 3.62 (0.636) 8.121 
HIP 3.82 (0.626) 

의사소통의 충분성 HHC 3 84 (0.581) 2 714 
HIP 3.95 (0.619) 

건강관리의 책 임감 HHC 378 (0.572) 1 344 
HIP 3.86 (0.621) 

〈진료만족도> 

평균 
HHC 
HIP 

註: 1) HHC: 가정 간호 이 용집 단， 

* P<O.01, ** P<0.005 

2.32 (0.481) 0.19 
229 (0.616) 

HIP: 입원진료 이용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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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家處看護 뺨H價體系의 適切性

그동안 論議의 초점이 되어 옹 의료비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현 家

廷看護빼價體系하에서의 국민의료비 측면과 환자(즉， 사업대상)의 입 

장에서 분석， 제시하였다. 따라서 뼈H價 자체가 醫魔供給市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醫擾供給市場 즉， 醫爆界의 입장에서 家底看護 빼價體系 

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延世大 醫科大學 孫明世 교수가 직접 

집필하였으며 이에 앞서 ‘가’절에서는 빼價算定 당시 명시된 수가구조 

의 基本前提 및 方針을 근간으로 事業收支 및 빼價體系를 평가하였다. 

가. 家底看護빼價 算定時 基本方針에 根據한 檢討

1 ) 家處看護事業 收支分析

家底看護事業 운영에 따른 收支分析은 현 家底看護뼈H價가 家底看

護 提供回數當 定領制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제 

공된 家底看護回數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表 N-21>은 병원별 年問 家延看護 제공에 따른 收入 및 支出內

譯이다. 開發된 家處看護빼價體系의 前提에 준하면 家底看護事業의 收

支分析에서는 실제 고정비용인 家底看護師 인건비와 변동비용인 지출 

교통비 즉， 차량유지비의 합(a+b) 이 가정간호 제공을 통하여 발생된 

基本짧問料와 交通費의 合(A+B)과 같아야 된다. 

동 표에서 시범병원에서 활동 중인 家底看護師 1인의 年間人件費

는 12，835，000(세브란스병원) - 20，571 ，000원(영남대의료원)으로 家底看

護뼈Hi賣 開發을 위해 책정， 산정한 1인 年間人件費21) 20，000，000원의 60 

21) 15，000원(표本닮問料) x 1 ，000회(예상방문회수) = 15，000，000원의 인건비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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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人件費의 지출(3/4X a)과 실제 

사업운영을 통하여 발생된 수업 즉， 基本誌問料(A)를 비교해 보면 基

本닮問料(A)가 투입된 固定費用에 미달되어 연 1,431 ,000-21 ,788,000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역시 3,389,000 -10，781 ，000원 

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A+B)과 지출((a+b)을 비교해 

보면 연 4,820,000 - 30，832，000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21> 家處看護事業 收入 및 支出內譯(1994.9.1. - 1995.8.31.) 

(단위: 원)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 의료원 

총수입 30,344,090 44,971 ,690 19,076,082 28,058,313 

기본방문료(A) 17,822,000 18,016,000 6,693,000 11 ,150,000 
교통비(B) 5,745,000 5,630,000 2,250,000 3,605,000 
개별행위료 6,777,090 21 ,325,690 4,711 ,552 13,303,313 

기타 재료비 5,421 ,530 
.‘ ‘ ι ‘‘ 

지 출 28,387,712 31 ,439,419 39,775,660 45,243,055 
인건비 (a) l) 25,671 ,472 28,000,000 37,975,660 41 ,142,140 
차량유지비 (b) 2,716,240 3,439,419 1,800,000 4,100,915 
투입재료비 2) 

“·ι·ι‘ιι·ιι‘ιιι.‘ ι ‘‘ 

(A+BHa+b) (- )4,820,712 (- )7,793 ,419 (- )30,832 ,660 (- )29 ,496,225 

(AH3/4 x a) (- )1,431 ,604 ( - )2,984,000 (- )21 ,788,745 (-)19,706,605 
(BH1/4 . a+b) ( - )3,389,108 (- )4,809,419 (-) 9,043,915 (- )10,781 ,450 

註1) 가정간호사 2인의 연간0994.9-1995.8) 인건비 총액. 

2) 투입된 재료비에 대한 원가계산은 하지못함. 

이러한 결과는 제공된 家處看護回數가 설정된 양적 목표량에 未達

한 것이 근본 원인이지만 交通費빼價 5，000원에도 사실상 문제가 있음 

인건비의 3/4에 해당되며 교통시간에 소요된 1/4의 인건비는 5，αlO，αm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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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다. 즉， 策定된 家處看護빼價에 근거하여 아래 제시한 

과정을 거쳐 교통비수가에 반영될 人件費 原價를 산출해 보면 家處看

護師 1인 1회 방문(家底看護回數)당 人件費 反映金願은 5，000원이다. 

따라서 현재 교통비수가 5，000원에는 人件費 원가만 반영되었을 뿐， 

사실상 차량유지비 원가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표에 미달된 家處看護回數로 인한 손실 이상 

의 손실을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정간호사 1인 1회 가정간호당 인건비 반영비율: 

교통비」 수가에 반영될 인건비 산출근거 > 

가정간호사 1인 1회 ,X x 3/4 = 15，000원. 기본방문료 

방문당 인건비 (X) LX X 1/4 = Y 교통비 

따라서 Y = 5，000원 (r교통비」수가에 반영될 인건비) 

동 표에서 제시된 차량유지비는 단지 지출된 비용22)일 뿐， 정확하 

게는 原價(寶所要費用)가 아니다. 제시된 차량유지비는 세브란스병원 

의 경우， 가정간호사 개인차량을 이용한 후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은 금 

액이며 강동성심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차량구입전은 교통비용， 구입 

후는 차량유지비용 및 관리비용이고 원주기독병원은 가정간호사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月 -定願이다. 

사업전 빼價作業을 통하여 제시한 교통비 원가는 7，910원으로 나타 

난 바 있는데(유호신， 1994:30) 실제 시범사업 활동을 통하여 밝혀진 1 

회 방문당 交通費 原價를 지출된 차량유지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해 

보면 <表 N-22>와 같다. 算出前提는 시범기간 중 1회 家展짧問에 소 

요된 實交通時間의 人件費만을 반영， 過多推定됨이 없이 정당한 수준의 

22) 총교통비 지출액을 통하여 1회 방문당 교통비를 산출하면 2，400원(세브란 
스병원)， 3100원(강동성심병원)， 3，700원(원주기독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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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때의 家底看護師 人件費는 家훨看講빼價體 

系 開發을 위 해 책 정 한 家첼看護師 1人 年問人件費(20，000，000원)를 기 

준으로 하여 빼價策定 당시의 수가의 適切性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통비에 반영될 실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지 

출액을 합하여 實家底看護 提供回數로 나누어 1인 1회 방문당 교통비 

지출액을 산출한 결과 5.400 - 8.1 00원(평균 7.000원)으로 나타나 現 빼 

價體系가 原價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범사업 결과 입증되었다. 

〈表 IV-22> 家헬닮問에 所要된 交通費 原價 算出根據

원가보전을 
시범병원 

위한교통비 
실교통비 산출근거 

(가정간호사 1인기준 연간 1/4인건비 ×목표 

평 균 6，960원 가정간호횟수에 대한 실달성비율+1인 연간 

세브란스 
7，412원 

병원 

강동성심 
8，095원 

병원 

영남대 
5，372원 

의료원 

실지출 교통비): 1 인 연간 실가정간호제공회수 

5 ，000 ，000원 X 2.32/47]-구 = 2 ，900 ，000원 

2 ，900 ，000원 + 2 ，716 ， 240/2인 = 4,258 ,1 20 
4 ，258 ， 120원 -:- 1 ， 149/2인 = 7 ，4 12원 

5 ，000 ，000원 X 2.27/47]-구 = 2 ，838 ，000원 

2 ，838 ，000원 十 3，439 ，4 19/2인 =4557709.5원 

4557709.5원 -:- 1126/2인 =8 ,095 

5 ，000 ，000원 X 1.45/47]-구 = 1 ，823 ，000원 

1 ，823 ，000원 + 4 ， 100915/2인 = 3 ，873 ，458원 

3 ，873 ，458원 -:- 72 1/2 인 =5 ，372원 

註: 원주기독병원은 월 일정액의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하므로 제외함. 

한편 個別行寫料는 병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조사결과， 

家延看끓 提供期 l돼 중에 이루어진 투약 및 처치， 약제 및 재료비 지불 

창구가 병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세브란스 

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은 환자가 退院~폼， 또는 家5줄看5활 提供期問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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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를 통하여 처방을 받아서 가정간호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 등을 

구입하거나 가정간호에서 요구되는 투약 및 처방전에 대한 支擺費用

을 환자 擔當該廳科로 수납하게 된다. 반면 강동성심병원과 영남대의 

료원은 家處看護 提供期間 중에 이루어지는 투약 및 처방전 등의 지 

불비용이 모두 家延看護(課)로 구분， 수납된다. 따라서 세브란스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은 순수 家底看護師 서비스행위에 의해 발생된 個別行寫

料이며 강동성심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은 家底看護 提供期間 중에 이루 

어진 가정간호사 서비스 및 그 외 재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前者의 방법은 입원대체서비스의 원칙에 의해 입원시 해당진료과 

로 수납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家底看護 利用愚、者의 전체 서비스비 

용의 파악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강동성심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의 個別

行寫料가 家훌看護 提供期間 중에 이루어진 의료서비스 지불비용이다. 

2) 家處看護事業 f員益分~皮分析

前述한 바와 같이 家底看護示範事業에서는 1일 4회 家底看護며數 

를 수행하였을 때가 鎭益分U皮點이 된다. 1년 동안 실시된 시범사업에 

서는 家底看護師 1人 年間人件費가 수가책정 당시 설정한 인건비 

(20，000，α)()원)가 투입되지 않았으며 실제 지출교통비용도 병원마다 달 

라 1인 1일 4회 家底看護回數가 과연 f員益分l技點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家底看護事業이 原價保全이라는 前提에 부합하기 위해 

서는 현 빼價體系하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과 수입이 일치하는 가정간 

호 제공횟수가 1일 몇회인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家處看護 握益分뼈 分析에서는 「개별행위료」 수입과 개별행위를 

위하여 투입된 재료비가 原價保全의 원칙에 포함시킨 항목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가정간호사 인건비， 차량유지비(지출교 

통비)， 1회 가정간호서비스당 收入 등은 <表 N-21> , 그리고 가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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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공횟수는 <表 N-1>의 자료를 근거로 提益分l技 家底看護며數를 

산출하였다. 가정간호사업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을 일치하도록 할 때 

의 揚益分l技 分析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때의 家健看護

回數를 산출하면 <表 N-23>과 같다. 

총수입= pxQ 
총지출= VC+FC=V. Q+ FC 

총수입= 총지출 

p x Q= VC+FC=V . Q+ FC 

FC 
Q(揚益分破)=--

FC: 연간 가정간호사 인건비 

VC: 연간 지출교통비 

p-V 

p: 1 회 家底看護當 收入費用( (A+B)/연간 가정간호 제공횟수) 

V: 1회 家底看護當 지출교통비 (b/연간 가정간호 제공횟수) 

Q: 연간 가정간호 제공횟수 

〈表 IV-23> 病院別 f員益分l波 家훨看護回數 

세브란〈 강동성심 영남대 

병원 병원 의료원 

1회 가정간호당 수입비용(원) 20,510 21 ,000 20,464 
1회 가정간호당 지출교통비(원) 2,364 3,055 5,688 
연간 손익분기 가정간호횟수(회) 1,415 1,560 2,784 

가정간호사 1인 1일 가정간호횟수(회) 2.83 3.12 5.57 

동 표에서 揚益分l技 家底看護 提供回數는 家底看護師 1인 1일 세 

브란스병원 2.83회， 강동성심병원 3.12회， 영남대의료원 5.57회로， 영남 

대의료원은 1인 1일 4회 家底看護며數를 제공한다고 할 경우에도 原

價保全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강동 

성심병원은 1 일 4회 家處看護며數에 못미쳐도 原價保全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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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임금의 인력채용과 개인차량의 활 

용으로 인한 저렴한 교통비의 지출(유류대 및 보험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結 論

家底看護뼈11價 算定時의 基本前提 및 方針에 근거하여 人件費와 交

通費 原價를 산출한 결과 사업인력의 인건비가 수가책정 당시 설정한 

인건비의 60-100% 지불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家底看護師가 1인 1일 4회의 가정간호를 제공하였다면 사업기 

관에서는 인건비 부문에서 이익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반면 「交通費J 5，000원은 차량유지 비 原價가 5，400-8，100원(평 균 

7，000원)으로 산출되어 근본적으로 原價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시범 

사업 결과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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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醫擾供給 {則面에서의 家處看護빼價 

1) 家處看護 빼價의 適切性 檢討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家處看

護配{價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단명별 대상서비스의 수익성과 

의료기관별 수지현황을 검토하였다. 

가) 該斷名別 收益↑生

다음의 <表 N-24>에서 該斷名別 환자 1인당 평균 수익과 방문당 

수입을 살펴보면 가정간호 全體 平均 收益은 ‘척추 및 구간의 골절’을 

제외할 때 평균 175，625원이며 방문당 평균 수익은 35，125원이고 평균 

가정간호횟수는 5회였다. 또한 ‘척추 및 구간의 골절’을 제외할 경우에 

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환자 1인당 평균 505，567원으로 가장 높은 수 

익을 얻고 있으며， 家훌看護師 1회 가정간호당 평균 수익도 ‘폐렴’이 

77，500원， 간질환이 86，077원으로 중증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인당 평균 수익과 가정간호당 수익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表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평균 가정간호수익이 가장 

높은 질병은 ‘척추 및 구간의 골절’로 환자 1인당 평균 506，567원 이었 

으며， 가장 낮은 질병은 마비성 질환으로 환자 1인당 평균 21 ，000원이 

었고 그 다음으로 제왕절개환자가 24，125원이 었다. 이 때 <表 ill-21> 

의 환자 1인당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척추 및 구간의 골절’은 4.7회， 

제왕절개는 l.2회로 이용빈도가 높은 질병일수록 평균 가정간호수입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제왕절개술은 총 이용환자수가 가장 많은 199명 

* 본 내용(‘나’절)은 延世大 醫科大學 係明世 敎授가 집펼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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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1인당 家處誌問며數는 약 1.2회에 불과하여 환자 1인당 평균 

수익은 매우 적다. 반면 증증의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의 경우에는 家底

看護師가 제공하는 個別行寫와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횟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 1인당 평균 수입은 매우 높았다. 

〈表 IV-24) 家處看護 利用淚愚、別 平均收入과 家底看護回數 lt:較
(단위: 원， 회) 

진 단 명 
평균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사 1인 

가정간호수입 가정간호횟수 <lJ-~ '1f .y 'fJ 
평 균 185,625* 5.0 35,125 

폐렴 387,500 5.0 77,500 
간질환 및 간경변 223,80l 2.6 86,077 
뇌혈관질환 503,644 12.7 39,657 
。DL 380,470 5.4 70,457 
방광의 기타 장애 215,833 5.2 41 ,506 
고혈압질환 205,250 6.2 33,104 
궤양성 대장염 212,330 6.7 31,691 
결핵 373,083 9.0 41 ,453 
만성폐쇄성폐질환 505,567 10.8 46,811 
말기암 333,510 9.5 35,106 
치매 440,000 15.0 29,333 
~;<J- 343,890 12.0 28,657 
노인 환자 29,993 1.3 23,071 
임신성 구토증 115,135 5.0 23,027 
난소종양 23,0l7 1.0 23,0l7 
Vit B 복합성분 결핍증 45,0l6 2.0 22,508 
τ~~까「‘ rE년 51,280 2.3 22,295 
혈복강 25,395 1.2 21,162 
잠복고환 39,350 1.8 21 ,861 
이차성 불엄 32,670 1.5 21 ,780 
휴전후 발생한 부상 21 ,780 1.0 21 ,780 
심구이상 및 심중격폐쇄이상 194,133 9.0 21 ,570 
자궁내 근종 34,508 1.6 21 ,567 
상처감염 53,885 2.5 21，또4 

마비성 질환 21,000 1.0 21 ,000 
다。k벼 。 189,439 8.3 22,823 
미숙아 간호 30,250 1.5 20,166 
제왕절개 24,125 1.2 20,104 
。l:l=λ。4λ니1λ씨 6 도 E브F 37,278 2.6 14,337 

* 척추 및 구간골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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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렴 N-llJ과 같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수입， 평균 가정간호횟수， 그 

리고 간호사 1회 가정간호당 收入의 相關關係를 분석하였다(表 N-25). 

EmXXl 

4XXlll 

:nxro 

:mm 

1axm 

[그림 IV-1 1] 쓸斷名別 平均收入과 家處看護回數 比較

→-환자1"..B평균수입 

4←명균방문화F 

-.-~서1".J당방문수입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수엽은 <表 N-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간호사 1인의 1회 방문당 수입보다는 환자 1인당 平均 家훌看護 

回數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횟수와 

가정간호사 1인의 1회 가정간호당 수입은 통계적으로 有意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p<O.OOl). 즉， 환자 l인당 평균가정간호횟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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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즉， 중증의 환자일수록 가정간호수입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表 N-24>에서는 }돗病中心으로 고찰하였지만 다음에서는 

각 病院~Ij 收入과 支出資料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家底看護回數와 家底看護 收入의 相關關係〈表 IV-25) 

간호사 1인 1회 
방문당 수입 

0.61없4* 
0.22743 
l.00000 

환자 1인당 
평균방문횟수 

0.87769* 
l.00000 

평균 
가정간호수입 

l.00000 평균 가정간호수입 
평균 방문회수 
1회 q.문당 수입 

* P<O.OOl 

(2) 의료기관별 수지현항 검토 

家5줄看護事業을 통한 수입과 지출을 보 

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출항목의 경우 人件費와 차량유지비만 

제시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家處看護事業所의 원가중심점에 대해 구체 

적으로 비용집계나 실제자료에 대한 검토가 시간과 인력의 지원이 체 

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 

음의 기술에서는 비용항목중 個別行寫料에 투입되는 材料費 등 일부 

직접비와 간접비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한 어떤 결론도 해석 

<表 N-26>은 4개병원의 

B}E.. -c} 
。\!.. 。

상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表 N-26>의 총수입항목에서 총비용(인건비+차량유지비)을 제외 

하면 4개 병원 합계 약 이천이백만원의 走字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총가정간호횟수가 482회인 원주기독병원은 약 (-)이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적 자가 발생 했으며 家g줄看護回數가 1 ，000회 가 넘 는 강동성 

심병원(1，126회)과 세브란스병원(1，146회)은 각각 약 천삼백만원과 이 

백만원의 흑자를 거두었다. 방문당 수입은 원주기독병원은 

(- )42， 945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강동성심병원의 B}투!.-c} 
。~ 。매

 
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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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보였다. 

家혈看護事業 收入 및 支出費用 (1994.9.1. -1995.8.31) 

(단위· 원) 

12 ，018원의 

〈表 IV-26) 

합계 

122,450,175 

53,681 ,000 

17,230,000 

영남대 
의료원 

721 

19,076,082 
(39,576) 

2,250,000 
(4,668) 

6，693，00。

(13，잃5) 

4,711 ,552 
(9,775) 

5,421 ,530 

28,058,313 
(38,915) 

3,605,000 
(5,000) 

11 ,150,000 
(15,464) 

13,303,313 
08,451) 

원주기독 
병원 

4821) 

7~ .5:. λ4λ1 
'00 0 c 

병원 

1,126 

44,971 ,690 
(39,939) 

5,630,000 
(5,000) 

18,016,000 
(16,000) 

21 ,325,690 
(18,939) 

세브란스 
병원 

1,146 

30,344,090 
(26,409) 

5,745,000 
(5,000) 

17，822，00。

05,510) 
6,777,090 

(5,898) 

총가정간호횟수(회) 

총수입(가) 

(건당금액) 

교통비 

기본방문료 

46,117,645 개별행위료 

5,421 ,530 기타 재료 

37,975,660 41,142,140 
(78,787) (57,062) 

1,800,000 4,100,915 
(:3,7:342 .................(탱87) 

-20,699,578 -17,184,742 
(-42,945) (-23,834) 

註1) 시범사업실시전 등록환자의 가정간호횟수는 제외 
2) 가정간호사 2인의 연간0994.9-1995.8) 인건비 임. 

132,789,272 

12,056,574 

-22,395,671 

25,671 ,472 28,000,000 
(22,342) (24,866) 

2,716,240 3,439,419 
(2,370) (3,054) 

1,956,378 13,532,271 
0 ,707) 02,018) 

지 출 

인건비 2)(나) 

차량유지비(다) 

(가) -
{ (나)+(다) } 

iffi字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병원의 때 효i← 
2. 고

 
노
 
-
τ
 

N-26>만을 <表

있다. 收入 減少떻因 증가로 요약할 수 평因은 수입의 감소와 비용의 

인한 진료실적의 저하， 그리고 

인해 발생 

미달하는 操業度로 으로는 수행능력에 

범위가 넓음으로 

하는 業務送行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한편 비용증가요인으로는 操

대상질병의 중증도가 낮으며 대상질병의 

業度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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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입의 감소를 살펴보면 <附表 2-8>에서 제시한 병원별 대 

상환자수가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의료원의 경우 152명과 231명으로 

세브란스병원(59명)과 강동성심병원(59명)에 비해 약 3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1인당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총가정간호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가정간호횟수가 적기 때문이다. 즉，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은 등록 및 관리대상환자수는 적지만 비교적 重뾰度가 

높은 질병에 集中的인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환자 1인당 방 

문건수가 높아진 것이 주요 흑자요인으로 생각된다. 반면 질병의 중증 

도가 낮고 대상질병의 범위가 넓어서 등록 및 관리환자수가 많은 原

州基督病院은 제한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횟수 

가 적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주기독병원의 간호사 1인 방문건당 

평균진료수입은 세브란스병원보다 높지만 환자 1인당 가정간호수입은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다. 

<附表 2-8>과 <表 N-26>을 다시 정 리 하면 다음의 <表 N-27> 

과 같다. 즉， 병원별 家處看護事業所의 수입에는 등록환자수보다는 등 

록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횟수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費用增加를 살펴보면 원주기독병원과 영남대 의료원의 경우 

個別行寫料를 통한 건당 수입 이 각각 9，775원과 18，451원이 었다. 그러 

나 인건비는 방문건당 78，787원， 57，062원으로 세브란스병원(22，342원) 

이나 강동성심병원 (24，866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차량유 

지비의 경우에도 원주기독병원(3，734원)과 영남대의료원(5，687원)이 세 

브란스병원(2，370원)과 강동성심병원(3，054원)보다 높았지만 인건비만 

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가정간호사업의 主要 黑字要因은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 

횟수와 인건비가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收入測面의 

경우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횟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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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1인당 짧問收入은 가정간호사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表 III -27>의 상관분 

인건비가 

간호인력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費用測面의 경우에는 가정간호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가정간호사업에서 

적절한 활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석 

〈表 IV-27) 뿔、者 1 Á.當 平均家底看護回數 및 家底看護收入

환자수 
환자 1인당 평균 

가정간호횟수 
환자 1인당 수입 

간호사 방문당수입 

세브란스 

병원 

59 
4.7 

514,306 

26,409 

강동성심 

병원 

59 
13.1 

762,232 

39,939 

원주기독 
병원 

152 
2.7 

125,500 

39,576 

영남대 
의료원 

231 
2.9 

121 ,464 

38,915 

평균 

125 
5.9 

380,875 

36,209 

따라서 세브란스병원은 가정간호사 방문당 個別行寫料가 4개 병원 

중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출이 적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행위 빈도를 증가시키면 흑자규모는 늘 

예상된다. 그러나 원주기독병원의 경우에는 지역병원의 

특성상 人件뿔를 줄이는 方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진료실적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 때 단순한 진료실적의 증대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것으로 

않 

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환 

자를 대상으로 환자일인당 家底看講件數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즉， 중증의 환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전략으로 家헬 

看護事業을 운영해야만 적자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 

면 현재와 같이 제한된 소규모의 인력으로 모든 유형의 환자를 대상 

으로 家底看護事業을 수행한다면 생산성을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ζ -0' 환자들의 수요Cdemand)보다는 전문진료진의 판단에 따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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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에 의해 家處看護事業所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 

다. 그리고 간호인력의 구성에 있어서도 경력자와 초임자를 혼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구체적인 費用分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가정간호사 1인 1일 가정간호횟수와 <表 W 

-26>의 수입 및 지출자료만을 토대로 한다면 가정간호의 손익분기점 

의 근사치는 간호사 1인이 1일당 약 2회의 가정간호을 실시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家延看護뼈{價의 기본방문료가 하루 3-4회(1인 연 

간 700-1000회)의 예상가정간호 방문횟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가정간호사 1인이 하루 2회만 방문하더라도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정간호 수가수준은 다른 醫橫保險빼 

價보다는 보상정도가 나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分析資料가 비용(직접비， 간접비)에 대한 구 

체적인 집계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비용항목중 재료구입비와 공통부 

문비 및 보조부문비 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욱 커 

지거나 흑자가 감소할 수도 있다. 즉，<表 N-26>의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 중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만을 분석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의 자료만으로는 어떤 병원의 적자， 흑자 여부를 決定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家底看護빼價의 수준은 다른 의료보험진료 

수가보다는 타당성이 있으며， 운영의료기관별 가정간호사업소의 생산 

성(총가정간호횟수， 환자 1인당 방문수입)과 효율성(대상서비스의 범 

위， 인건비)에 따라 경영실적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적자규모의 감축， 또는 수익의 증대 등 經營收支를 개선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들이 가정간호의 총방문횟수를 증가시키면 환자 1인 

당 방문시간의 감소와 가정간호진료의 질적저하， 개별행위 제공 증가 

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병원들이 중증의 환자에게 집중적인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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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도 중증도가 그보다 낮은 환자에 대한 방문 및 진료가 소홀 

해지거나 家륭看護의 接近度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가정간호사업을 위해서는 가정간호의 등록환자수와 대상질 

병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2) 基本닮問料의 算定方法 檢討

현행 家延看護뼈H價 산출방법은 실제 방문건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 

라 예상방문건수를 추정하여 이 값으로 계상된 비용을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즉 어떤 질병이든 1년 동안의 평균 예상방문건수를 사용한 것 

이다. 이러한 基本誌問料의 산정방식은 초기의 수가작업의 어려웅을 

고려할 때 도입이 불가피하였을 수는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타당 

성 있는 수가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간호의 f員益分 l技點이 가정간호사 1인이 하루 2-3회일 때로 추정 

되나， 인센티브 등을 도입한다면 가정간호사 1인이 하루 4회 이상의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예상방문건수 적용 

어1 의한 기본방문료의 산출방법은 각 의료기관들이 가정간호횟수를 

증가시키므로써 가정간호사업 수입을 증가시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간호사 1인 1일 最大 家鷹看護回數를 제한하거나， 

익년도의 총방문건수를 미리 설정하여 익년에 가서 전년도에 설정한 

방문건수를 초과할 경우 그 다음해의 방문건수를 축소시키는 ‘醫續供

給量基準(VPS， Volume Performance Standard)’의 설 정 과 같은 사후관 

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문건수가 증가하면 환자 1인당 방문시간의 

감소는 불가피하므로 가정간호업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 및 상담， 관찰 간호’ 등과 같은 행위들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방문료 산출과 관련된 또 다른 측면의 문제점은 일률적인 정 



170 

액부담을 시키므로써 질병의 重tìE度에 대한 考慮가 부족한 점이다. 

즉， 간단한 수술 후 처치만을 위해 방문하는 환자와 장기·만성병과 같 

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량이 필요한 환자가 同一한 基本닮問料를 부 

담하므로써 실제 가정간호사의 투입업무량과 자원의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현재의 기본방문료가 가지고 있는 

問題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의 증증도와 投入業務量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誌問頻度 增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 때 전자는 현재의 기본방문료가 반드시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算出構造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후자는 방문빈도증가가 원가보상 

이라는 가정간호의 기본전제를 벗어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 交通費의 算定方法 檢討

현재의 家鷹看護빼價에서 교통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교통비는 전체 가정간호비의 본인부담금액중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 

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환자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따르되 교통비를 관리 

비(차량구입 및 유지비용)의 항목으로 기본방문료 산출과정에 포함시 

킨 후， 20-30%만을 본인부담시키면 뽑、者의 費用負擔이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곧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도와 가용성 

(accessiblility & availibilty)의 향상을 의 미 하는 것 이 기 도 하다. 

한편 교통비의 一律的인 定願負擔은 공급자의 비용절감 동기와 노 

력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 즉， 근거리내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 방 

문일정을 조정하거나 지역별 일정관리를 적절히 한다면 실제로 소요 

되는 교통비용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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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으로 定願負擔을 시키는 것은 供給者 寫主이며 국민의료비 절감과 

진료의 계속성을 위한 가정간호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간호수가의 연간 조정폭은 여타 의료보험수가와 함께 

이루어져야하므로 일반물가지수에 직접 영향을 받는 형태인 현재의 교 

통비 산정방법은 의료보험수가와 같이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4) 個別行寫料의 算定方法 檢討

현재의 家處看護빼{價에서는 급여항목 외의 간호서비스 즉， 교육 또 

는 상담 등에 대한 업무량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정간호 본 

래의 목적과는 달리 家底看護行寫는 추가적인 수익발생이 가능한 급 

여항목(개별행위)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즉， 재가퇴원환자들과 보호 

자들에 대한 관찰 및 교육， 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들의 중요성과 필요 

성은 입원환자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투입업 

무량이 수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들 서비스들이 충분 

히 제공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給與基準에서 인정 

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업무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기준 

이 있어야 하며 그 보상은 기본방문료 산출과정에서 업무량의 크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기본방 

문료 산출방법에는 업무량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간호사의 

투입업무량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5) 算出模型에 대한 檢討

家a좋看讀뼈lHl별를 산정하는 기본전제에 따르면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원가보상의 원칙으로 이윤을 고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가를 산정하 

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환자측에 대해서는 현재의 입원진료비와 외래 

진료비의 사이에서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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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찰에 따르면 현재의 家延看護빼價 산출모형은 가정간호사의 업 

무량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공급자 

가 방문횟수를 증가시키거나 조업도를 향상시킬 경우 收支現況은 개 

선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早期退院에 따른 재원기간의 단축으로 병원의 일반 진료수입 

증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병원의 수입증가와 가정간 

호대상 환자가 얻는 편익의 증가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린다. 즉， 현재는 물론이고 가정간호사업별로 경영상태개선을 꾀 

할 경우 환자 1인당 방문시간의 단축과 개별추가행위의 증가가 예상 

되며 따라서 환자 1인당 입원진료시와 가정간호진료시의 총진료비의 

격차가 감소하여 입원환자가 가정간호를 받고자하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자의 재정지출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빼폈算出模型은 수가산정이 용이하기는 

하나 향후의 의료비 증가에 대해 통제적 기능이 약한 것 등 완전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보완된 방법으로 

재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빼價算出模型과 관련된 또하나의 문제점은 행위주체자의 人件費가 

基本짧問料와 個;31J追加費의 두 항목에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다. 즉， 기본방문료의 산출시 이미 인건비를 고려하였고， 개별추가비 

역시 보험급여수가가 행위주체자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인건비는 사실상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방문료 산출시 적용하였던 예상방문건수보다 적은 횟수의 

방문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醫標體系가 1차의료와 在家醫標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家헬看護빼價의 算定方法

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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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의 합리성이란 첫째， 공급자에게는 投入

資源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수요자(환자)에게는 良質의 該據

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政府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개입될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현재 의사진료행 

위수가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입자원을 기초로 한 진 

료행위의 상대가치 CRBRVS， Resources-Based Relative Value Scales)’ 

개발을 들 수 있다. 

6) 家底看護빼價 算定方法의 代案: 投入資源을 基짧로 한 相對

價f直開發 方案(Resources-Based Relative Value Scales) 

현재의 家훨看護柳價의 산출식은 기본방문료의 산정시 원가중심점 

의 총비용을 예상방문건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써 실제방문건수는 물 

론이고 환자와 대면하여 수행한 업무량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 

실제로 가정간호행위는 醫師의 ilt橫行寫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질병명 

이나 질병상태， 수술명 등에 따라 행위 주체자가 수행하는 업무량이 

동일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정신적 노력과 육체적 부담 그리고 스트레 

스 등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주체자의 業務量에 

대한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정 

간호행위 업무량과 투입자원에 따라 家底看護行寫別 相對價f直

C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s; RBRVS)를 도 입 하는 것 이 

필요하며， 현재의 산출모형으로 볼 때는 기본방문료가 주요 적용대상 

이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醫師 業務量의 상대가치 개발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 현재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간호행위들에 대한 분류의 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家延看護

行寫分類가 있어야만 가정간호사를 대상으로 행위별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행위별 업무량 상대가치 (W ork Relativ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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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WRVU)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기본방문료 산출방법과는 달리 행위별 진료비용을 산 

출하기 위해서는 家處看護事業所라는 원가중심점 (cost center)의 총발 

생비용을 집계하여 진료행위별 비용의 상대 가치 (Practice Cost 

Relative Value Unit; PC RVU)를 개발한다. 행위 별로 산출한 두 상대 

가치 (Work RVU와 PC RVU)는 통합되며 그 결과는 환산지수(CF， 

Conversion Factor)를 통해 금액으로 환산되므로써 최종적인 가정간 

호행위의 수가를 개발할 수 있다. 가정간호행위의 상대가치 산출을 위 

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家鷹看護行寫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分類體系를 정립한다. 

나) 각 行寫別 業務量의 상대가치를 구하고 

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병원에서 원가중심점 비용을 구한 후 나)에 

서 산출한 業務量의 相對價{直에 따라 배분하여 費用의 相對價

f直를 구한 뒤 

라) 나)와 다)의 상대가치를 통합하므로써 각 가정간호 행위별 상대 

가치를 구한다. 

7) 結 論

결론적으로 현재의 家底看護빼價는 그 산정방법 개발시 도입하였 

던 기본전제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의 수가 수준만을 놓고 볼 때도 經營의 效率性과 관리능력에 따라 수 

익창출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가를 보상받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 

준의 수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환자들이 가정간호를 

받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수가산출모 

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기본방문료에 대한 本人負擔金領의 輕減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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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수가구조는 행위주체자인 가정간호사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자원과 실제 업무량을 보 

상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보다 合理性을 강조하는 수가산출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가정간호수가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投入資源을 기초로 한 상대가치’의 개발방법을 적용 

하여 家훌看護빼價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산출식은 다 

음과 같다. 

가정간호수가 

= [핀( a 업무량상대가치 i+진료비용상대가치사 ]x 환산지수 

a 개별행위의 의사상대가치와의 ‘전문적 업무량 비’ 
(professional share of work) 

개별행위 

즉， 환자에게 가정간호행위를 수행할 때 소요한 업무량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시간，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스트레스)을 측정하여 

행위별 相對價f直를 산출하고， 원가중심점의 총진료비용을 行寫別 所要

時間에 따라 배분하여 진료비용의 상대가치를 산출하므로써， 가정간호 

사가 실제로 투입한 업무량과 자원에 따라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모형 

인 것이다. 앞으로 의사진료비의 지불방법이 이와같은 상대가치산출에 

따라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간호행위 역시 궤를 같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방법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끝으로 본 절에서 제시한 病院別 家底看護事業 收益性 分析은 구 

체적인 비용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시범병원에서 제시한 家

底看護빼價 資料를 토대로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여 

러 가지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하였던 현행 家處看護

뼈11價에 대한 적절성과 수가산정방법의 평가는 정책적으로 검토·수용 

할 필요성은 있으며 이와 함께 향후 가정간호사업이 확대 실시되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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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문에서 제시하였던 가정간호행위분류와 비용분석 및 상대가치개 

발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추진하여야 

할 家底看護빼價 開發%究의 순차적인 흐름을 상대가치개발과정을 중 

심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r그림 IV-12J 向後 推進過程

던→{ 

1 비용상대가치 I • 

분류검토 

• 

동)..!2..0-] E- al: 걷르;셔 
「닙 10 --=; 。

상대가치 개발 

• 
(연 결) 

수가산정 i ‘----( 환산지수 도입 l 
그러나 이러한 가정간호사업은 현재로서는 의료의 ‘代替財’라기 보 

다는 ‘補完材’ 쪽에 가깝고， ‘完成材’라기보다는 ‘中間材’의 성격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醫據體系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을 단독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정간호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그 뼈11價에 대한 평가나 사업실시의 방 

향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인의료 및 퇴원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립방안과 이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위한 醫廳뼈H價政策들과 

어 도L ~、 。 1 C:J 7.-1 。 근 T λ}..2 ')시 -二ι

판단된다. 왜냐하면 가정간호사업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保健醫爆事業

들보다도 그 뺨在需要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의 代替材의 역할까 

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몸 성장의 여지가 많은 보건의료사업 

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v. 結合病院 家處看護制度의 導入展望

家延看護制度의 導入與否 및 導入方向은 향후 展望을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家R좋看護事業의 향후 展望은 政策樹立의 土臺

가 되며 미래에 대한 事前評價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사업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3차진료기 

관 機關長(運營陣)을 대상으로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도입여부를 조 

사하여 그 展望을 직접 파악하고 醫橫A의 의견을 통한 문제점을 도 

출하며 가정간호 이용환자 및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어떠한 醫擬愁求

와 慧見이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l. 3次該曉機關의 家鷹看護事業 導入計劃

1996년 2월， 病皮利用率이 限界病皮利用率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 

는 3차진료기관을 대상으로 1996-1997년에 가정간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지를 파악한 결과 <表 V-1>과 같다. 機關長 및 運營陣

이 최종결정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총 39개 기관 중 167R 기관에서는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4개 기관(서울대학교병원 

등)은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실시 사유는 입원환 

자의 거주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 

다. 자료수집이 안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電話面接調훌를 실시한 결 

과， 조사일 현재 고려 중에 있거나 동 시범사업 결과와 자체조사 후 

결정할 계획(서울중앙병원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同 表에서는 病皮며轉率 提高效果를 달성시킬 수 있는 3차진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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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4년도의 病皮利用率을 조사， 限界病皮利用率

을 산출하여 早期退院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제시하였다. 즉， 

病皮利用率(A)이 限界病皮利用率(적정병상이용 분기점 :p)보다 높은 기 

관을 살펴 보았는데 총 35개 기관(무응답 4개 기관 제외) 중 26개 기 

관이 病皮回轉率을 提高시킬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파악되었다. 서울 

특별시의 경우， 5개 기관을 제외한 14개 기관(강남성모병원 등) , 廣域

市의 경우 1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충남대병원 등)， 市地域의 경 

우 3개 기관을 제외한 3개 기관(충북대병원 등)에서는 가정간호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가정간호사업 도입을 고려 중에 있는 병원 중 상당수는 病皮

利用率이 限界病뚱利用率보다 높아 도입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病J5R利用率이 限界病皮利用率보다 낮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特定 該驚科에서의 병상이 부족한 경우라면 특정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간호사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醫師의 家處看護事業에 대 한 意見

1990년 개정된 「醫爆法 施行規뒷Ij J으로 家處看護 敎育制度가 마련됨 

에 따라 1995년 「大韓醫師協會」에서는 전국의 醫師를 대상으로 家底看

護制度에 대한 의견(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나 동일질환의 진료를 위하 

여 계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 

로 看護師들이 醫師의 처방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제도가 시험적으로 시행되는데 동 제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을 조 

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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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 -1) 3次설樓機關의 病l末利用 實態 및 適표 病l末利用率(1994)

설립 가동 병상이용율 병상 적정 병상 벼。AJ-

주체 벼。λ 。1“-A「 (%) 회전율 이용분기 이용 

(병상) (A) (회) 점(%)(P) T }‘τ;xr 

〈서울특별시〉 

강남성모병원* 재단법인 836 97.8 30.5 90.6 
고려병원 의료법인 619 94.2 11.9 89.2 
고려대의대부속 구로병원 학교법인 581 95.62) 31.0 88.9 
서울 중앙병원 재단법인 1,523 93.61) 92.9 
신촌세브란스병원* 학교법인 1,549 94.32) 26.5 92.9 
여의도 성모병원* 재단법인 734 95.8 32.0 90.0 
영동세브란스병원* 학교법인 675 94.6 28.8 89.6 A>P 
원자력병원 특수법인 닮5 94.0 24.8 88.7 
이화여대부속 동대문병원 학교법인 521 90.9 29.0 88.4 
이화여대 목동병원 학교법인 딩4 9O.011 17.9 88.6 
인제대학부속 백병원 학교법인 500 90.5 19.3 88.2 
중앙대의대부속 용산병원 학교법인 466 95.0 27.0 87.8 
강동성심병원* 의료법인 736 93.4 31.2 90.0 
고려대의대부속 안암병원* 학교법인 762 90.2 11.5 90.2 

“ ‘ι ‘ ιιι.ιιι‘·ιιι“‘ ι‘ ·‘·‘ 

국립의료원‘ 국립대학 725 86.l 20.5 90.0 
서울대학교병원 •• ~누AT-a닙l 。 니1 1 ，닮6 92.6 92.9 
순천향의대 순천향병원 학교법인 832 87.l 24.0 90.6 A<P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 i「iL‘-←1닙 ~c 나·、1 570 87.9 23.4 88.8 
한양대의대부속병원 학교법인 1,213 78.9 21.3 92.1 
〈광역시〉 

고신의료원 •• 학교법인 694 90.0 23.0 89.8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 891 92.6 90.9 
동아대학교병원” 학교법인 885 92.7 34.9 90.8 
부산대학교병원 국립대학 800 91.0 21.0 90.4 

인제대 부산백병원 i「5L“~닙 닙~O 나1 836 97.3 22.l 90.6 A>P 
인천중앙길병원* 의료법인 1,379 92.7 31.4 92.5 
충남대학교병원* 국립대학 782 90.5 26.4 90.3 
전남대학교병원. 국립대학 799 93.32) 30.4 90.4 

경북대학교병원 국립대학 801 96.41) 12.8 90.4 
““ιι.‘ιιι.ι 

영남대학교의료원 학교법인 961 89.5 28.6 91.2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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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1) 계속 

설립 가동 벼。λ 。L 벼。 λ 。L 적정병상 벼。사 。

주체 병 상수 이용율(%) 회 전율 이 용분기 이용 

(병상) (A) (회) 점 (%)(P) 「A-‘ I;ζr 

〈시지역> 

경상대학교부속 병원** 국립대학 633 94.01
) 22.9 89.3 

전북대학교부속 병원 국립대학 696 98.01
) 26.4 89.8 

A>P 

충북대학교부속 날1 원* 국립대학 536 90.0 26.0 88.5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학교법인 932 8l.2 27.1 91.1 

원굉대의대부속 병원* 학교법인 738 85.6]) 27.6 90.1 A<P 
한림패부속 춘천성심병원* 학교법인 530 83.3 22.7 88.5 

註*; 가정간호사업 도입예정기관. 

**; 가정간호사업 도입계획 없음. 미표시; 검토 중. 
1) 1995-1996년 기간 중 100병상 이상 확충계획으로 인하여 병상이용률 

의 변화가 예상됨. 
2) 1997년 이후 100병상 이상 확충계획으로 인하여 병상이용률의 변화가 
예상됨. 

이에 응답자 620명 중 73.6%가 ‘醫師의 처방에 의한 제한된 행위 

이므로 뽑、者의 便宜와 醫師의 該廳時間 절약을 위하여 활용할 만한 

제도이다’라고 응답하여 10명 중 7명의 醫師들이 대체로 肯定的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年敵別로는 贊成率이 40대 이하군이 75.1%, 40대 

74.1% , 50대 74.7%로 비슷했으나 60代 以上 연령군에서는 63.8%로 다 

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 一般醫(64.8%)에 비하여 專門醫(74.5%)가 

가정간호제도에 대해 10% 정도 選好度가 높게 나타났다. 就業形態別

로 보면 敎職醫가 87.3%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고 開業醫가 

6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動務機關別로 보면 대학병원 80.2% , 종 

합병 원 81.1%. 병 원 73.5% , 의 원 68.1%로 病皮數가 많은 機關從事者

일수록 활용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가정간호 

제도가 활용할 만한 제도라는데 대해 市地域에서 76.2%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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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 도시 가 73.8% , 군지 역 이 62.3%로 나타나 군지 역 이 다소 贊成率

이 떨어졌다(醫協新報， 1995). 

이러한 結果는 향후 병원중심 家底看護事業에 대한 醫學界의 협조 

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家處看禮事業을 1 

년 수행한 바 있는 4개 示範病院 醫師를 대상으로 사업실시 후 家延

看護制度 導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가. 醫師으1-般特性 

本 調호對象 醫師는 시범병원에 근무 중인 醫師 260명이다. 家底看

護事業所에 의뢰한 醫師와 比依賴한 醫師의 特性을 구분， 비교해 보면 

<表 V-2>와 같다. 응답자 260명 에 대 하여 依賴醫師054명 )와 非依賴

醫師006명)의 각 특성을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고 있지 않다. 응답자는 30대， 40대가 약 70%이 며 담당진료과는 內

科醫師가 2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반외과 11 .4%, 정형외과 

9.8% 順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의 및 과장이 60%를 차지 하고 있다. 

나. 家處看護制度 導入에 대한 反應

가정간호 依賴經驗 有無에 따라 가정간호제도 도입에 관한 이들의 

주장을 파악해 보면 <表 V-3>과 같다. 동 표에서 가정간호 依賴經驗

이 있는 醫師의 경우에는 琮合病院에서 가정간호제도가 활용할 만한 

제도라는 比率이 92.5%, 의뢰경험이 없는 醫師의 경우에는 77.1%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有意한 차이이다(P<0.05). 

依賴經驗이 있는 醫師의 집단에서는 찬성비율이 가지는 의미보다 

는 활용할만한 제도라는 이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의 

60%가 뚫、者-의 {핏宜를 목적 으로 활용할만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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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2) 家處看護 依賴醫師 및 非依賴 醫師으1-般特性 

(단위: %) 

구 τ 님r 계 의뢰 의사 비의뢰 의사 

계 100.0 100.0 100.0 
(260) (154) (106) 

연 령* 

26-29세 21.5 21.9 20.9 
30-39세 43.0 43.0 42.9 
40-49세 24.0 24.5 23.0 
50세 이상 11.5 10.6 13.2 

성 별* 

남자 93.9 96 .1 90.2 
여자 6.1 3.9 9.8 

진료과목 
내 과 24.1 30.7 13.0 
신경과 6.9 9.2 3.2 
정신과 5.3 2.0 10.9 
소아과 4.9 3.9 6.5 
일반외과 11.4 11.1 12.0 
흉부외과 5.7 2.0 12.0 
신경외과 7.8 11.9 1.1 
정형외과 9.8 3.9 19.6 
산부인과 6.1 6.5 5.4 
비뇨기과 8.2 8.5 7.6 
기타과 9.8 10.3 8.7 

자격 

전문의 59.7 57.7 62.9 
전공의 40.3 42.3 37.1 

임상경력* 

1- 4년 40.9 43.2 37.1 
5- 9년 15.6 15.5 15.7 
10-14년 14.3 13.5 15.7 
15-19년 13.1 12.9 13.5 
20년 이상 16.0 14.9 18.0 

註: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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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3) 家혈看護制度 導入에 대한 醫師의 反應

계 

현 실정에서 활용할 만한 제도염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3차진료기 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의사의 진료시간 절약을 위하여 
환자 편의， 3차진료기관 효율적 활용 
환자 편의， 의사 진료시간 절약 
환자편의， 3차기관 활용， 의사시간절약 

1차의료기관 활용을 원함(왕진 활성화) 
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도입해서는 안됨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음 

계 

100.0 
(238) 

86.7 
45.7 
24.8 
3.4 
7.3 
1.7 
3.8 

0.4 
3.4 
9.5 

의뢰의사 

100.0 
(147) 

92.5 
47.6 
28.6 
4.0 
7.5 
1.4 
3.4 

1.4 
5.7 

(단위: %) 

비의뢰의사 

100.0 
(91) 

77.1 
42.5 
18.4 
2.3 
6.9 
2.3 
4.7 

1.1 
6.9 

14.9 

반면 뿔、者의 읍?廳는 醫師의 고유영역이므로 看護師가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또는 관심 

없다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의사도 있다. 가정간호 의뢰경험이 

없는 醫Hili := 
õ 찬성한 경우， 절반 정도가 뿔、者-의 便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專門職域 침해소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 醫師는 6.9%로 나타났다. 

전혀 의뢰한 적이 없는 醫師를 대상으로 

非依賴 事由를 조사한다는 것은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認識이나 問題

뿔κ 또는 障짧要因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환자를 가정간호사에게 

<表 V-4>는 醫師의 非依賴 事由에 대하여 複數應答을 하도록 질 

문한 결과， 각 문항에 대하여 찬성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응답자 

중 ‘내 환자 중에는 가정간호 대상환자가 없어서’가 72.5%로 가 91명 

내리는 것이 문제이므로， 또는 

익 숙치 않아서 09.8%)’, ‘治橫結果를 확인 하기 가 어 려 워 서 09.8%)’, ‘환 

처방을 。1-..，-，
l흔J!.. 장 많았고 ‘환자를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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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원하지 않아서(18.7%)’ 順으로 나타났다. 示範病院別로 나타난 

특징적인 非依賴 事由를 보면 대상환자가 없다는 이유 이외에 세브란 

스병원과 원주기독병원의 경우， ‘치료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가 

가장 높고 강동성심병원은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그리고 영남대의료 

원의 경우는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와 ‘看護師의 領域이 아닌 것 같아 

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1차진료기관의 遊休化 現狀의 가중 

을 우려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후前面談한 결과에서는 ‘학생실습을 위하여 질병건수가 많아야 하 

기때문에’， ‘병상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앓擔 

科 收入의 감소우려 때문에’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醫樓界의 內

部的인 이유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V -4) 家處看護 非依賴 醫師의 非依賴 事由別 肯定應答比率1)
(단위: %) 

계 세브란스 강동성심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냉U외ι 병원 의료원 

(N=91) (N=30) (N=31) (N=ll) (N=19) 

내 환자 중에는 대상이 없어서 72.5 70.0 74.2 72.7 73.7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을 내리 19.8 20.0 9.7 54.5 15.8 
는 것이 문제이므로 

치료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19.8 30.0 6.5 63.6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18.7 16.7 22.6 9.1 21.1 

간호사의 영역이 아닌것 같아서 8.8 10.0 3.2 21.1 

병원방침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7.7 13.3 6.5 5.3 

의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8.8 10.0 6.5 9.1 10.5 
행정 편의적 발상때문에 

의료사고가 우려되어서 6.6 13.3 3.2 5.3 

현실적으로 열악한 보험수가에 4.4 10.0 3.2 
비해 가정간호수가가 높아서 

註: 1) 비의뢰 의사 중 각 항목별 贊成 醫@flï劉非依賴 醫師數(91명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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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後 家處看護制度를 도입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政府施策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한 결과 <表 V-5>와 같다. 가정간호 

의뢰경험 유무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가정간호 

의뢰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1. 2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 醫師006명) 4명 중 1명은 醫驚保險빼價가 먼저 현실화되어야 한 

다고 家底看護制度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 肯定的인 測面에서 해석하자면 현 醫廳保險 빼 

價體系에서는 入院該廳費用이 적어 조금 더 지불하여 입원하여 얻는 

便益이 가정간호를 통하여 얻는 費用節減 效果보다 더 높은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醫廳保險빼價를 現實

化하여 입원비용과 가정간호 비용과의 차액을 크게 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表 V-5> 家底看護制度 導入에 따른 醫師의 政策建議 內容

(단위: %) 

계 의뢰의사 비의뢰 
의사 

계 100.0 100.0 100.0 
(N) (106) (73) (33)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가) 25.5 21.9 33.4 
적 극적 인 홍보활동(나) 17.0 13.7 24.3 
가정간호사 교육보완， 자격심사 및 전문영역 부여 10.4 12.3 6.0 
재정적 보조 9.5 8.2 12.1 
담당진료과와의 체계적인 환자진료체계 확립 7.6 6.8 9.1 
가정간호의 의무 및 권한의 법적 제도화 7.6 9.5 3.0 
적극적인 홍보활동， 재정적 보조 4.7 4.1 6.1 
가정간호 관리대상지역의 확대 3.8 5.5 
중간요양시설 개발과 시설확대 3.8 5.5 
(가)， (나)， 의료사고에 대비한 법적 대책 2.8 4.1 

병원 및 의사의 협조체계 1.8 1.4 3.0 
기타 5.5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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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表 V-4>에서 현실적으로 열악한 保險빼價에 비해 家底

看護빼價가 높아서 환자를 家處看護事業所에 의뢰하지 않는다는 의사 

가 있음을 볼 때， 家延看護빼價의 原價保全 반영을 계기로 醫쳤쫓빼價의 

인상을 거론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다. 

두번째，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弘報活動을 지적하고 있으 

며 가정간호 의뢰경험이 없는 의사의 경우에는 동 응답비율이 더 높 

게 나타나고 있다(각 21.9%, 30.4%). 

세번째로는 家底看護 依賴經驗 유무에 따라 다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家底看護 依賴經驗 醫師의 경우， 家!흉看護師 敎育의 보완 및 

資格審훌制度 실시， 이에 따른 제공서비스 전문영역 부여에 관한 문제 

02.3%)를 건의하고 있으며 가정간호 비의뢰 의사의 경우는 事業途行

病院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혜택 (12.1%)을 제시하고 있다. 

네번째로는 가정간호 의뢰경험 의사는 가정간호의 구체적인 義務

事項 및 權限의 法的 制度化를 비의뢰의사는 환자의뢰 담당진료과와 

의 체계적인 뿔、者該標體系 確立에 대한 制度的 裝置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있다. 그 외 관리대상지역의 확대， 中間 標露施設의 설치， 가정간 

호제도를 정부기관에서 먼저 실시한 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家

處看護빼價體系의 세분화 「가정간호 전문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간호 依賴經驗 醫師의 경우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여 발견된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가정간호사업이 醫廳體系內에 정착하기 위해서 

는 이들이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가정간호 

사업소에 의뢰하지 않은 醫師의 의견은 醫廳界에 수용되고자 할 때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先決課題로 볼 수 있어 향후 政策課題로 대두 

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겠다. 



經合病院 家훌看護制度의 導入展望 187 

3. 愚者의 家處看護事業에 대 한 認、識

제 n장에서 시범병원에 入院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에 대한 

認知與否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52명 중 31.0%가 병원의 활동을 

통하여 가정간호를 認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表 J] -7 참 

조). <表 V-6>은 입원환자의 認知經路 및 認知方法으로 병실내 안내 

벽보 및 회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33%, 신문， 잡지 및 TV 등과 

같은 병원외 일반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31%, 그리고 愚者

및 保護者를 통해서가 12%로 病院 醫廳人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는 

14%이다. 반면 가정간호 이용환자는 醫師(47%) 및 看護師(22%)를 통 

하여 알게 된 경우가 약 70%이고 병실내 안내벽보 및 병원회보를 보 

고 알게 된 경우는 25%이다. 따라서 가정간호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 

(입원환자)와 이용환자와의 認知經路의 差異를 통하여 가장 效果的인 

弘報投劃者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表 V-6) 家底看護 利用愚者 및 非利用(入院)愚、者의 家底看護 認知

方法

계 
(N) 

의사가 알려주어서 

간호사가 알려주어서 

환자 및 보호자를 통해서 

신문， 잡지， TV를 통해서 

병실내 안내벽보， 회보를 보고 

실습나온 간호학생을 통하여 

친지 및 동료， 병원직원 

註: N: 복수응답건수. 

(단위: %) 

가정간호 이용환자 가정간호 비이용환자 

100.0 100.0 
(N=1l6) (N=130) 

46.6 5.4 

22.4 9.3 

2.6 12.3 

25.0 31.5 

1.7 33.1 

1.5 

1.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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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院뽑、者를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알게 되었지만 가정간호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表 V-7>과 같다. 病院에 있기를 

원한 경우는 17%이며 그 다음으로는 家處看護 利用方法을 몰라서， 가 

정간호를、받아도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병원과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醫師가 권유하지 않아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가정간호 

이용방법을 몰라서 받지 않는 경우가 13.1%로 나타나고 있음은 병원 

에서의 弘報活페이나 方法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다. 

家延看護 利朋뿔、者의 利m펴j機는 이들이 기대하는 事業內容이나 

力默을 두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서는 반드시 파악하여야 할 사항으로 마케팅 戰略의 基本이 된다. 

〈表 V-7) 家j흉看護事業 認知愚者 중 家底看護 非利用 理由

(단위: %) 

계 
세브란스 강동성심 원주기독 영남대 

병원 병원 병원 의료원 

겨l 100.0 100.0 100.0 100.0 100.0 
(115) (23) (30) (28) (34) 

병원에 있고 싶어서 17.4 13.1 26.7 17.9 11.8 

의사가 권하지 않아서 8.7 4.3 6.7 7.1 14.7 

병원과 집과의 거리가 멸어서 9.6 30.4 11.8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못해서 5.2 8.7 11.8 

집에서 간호해줄 가족이 없어서 4.3 8.7 10.7 

가좋정아 간호를 받아 지도 크 }게서 13.0 8.7 10.0 28.5 5.8 
~3:l、 ~Al \?i"。

간호사의 진료가 미럽지 않아서 4.3 8.7 8.8 
가정간호 이용방법을 몰라서 13.1 23.3 17.9 8.8 
의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0.9 3.3 
기타 23.5 17.4 30.0 17.9 26.5 

<表 V-8>에서 이들의 쭈Ij用폐j機를 질환별로 살펴보면 암， 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자는 ‘입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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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후 조기퇴원환자는 ‘집에서 간호받고 싶어서’ 

가 가장 많다. 그 외 ‘중환자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서’， ‘경제적 어려 

웅 때문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家헬看護 flJ用똥、者의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인식은 사업전망을 알 

있게 하는데 가정간호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調춤對象에게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입원하고 있을 경우 

가
T 

어떻게 치료받도록 권하겠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表 V-9>와 

같다. 응답자 중 77.7%는 ‘필요한 시기에만 입원하고 If.期退院을 권장 

하여 가정간호를 권유하겠다’고 응답하여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기능 

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반면 20.5%는 ‘완쾌될 때 까지 입원을 한 후 

가정간호를 권유하겠다’고 응답하여 家底j릅講를 持-績的인 健康管理서 

비스로서 이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를 권장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41% 

로 이들은 보완적 서비스로서 가정간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V-8> 家底看護 利用動機

계 

입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간호받고 싶어서 

중환자를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서 

병원에서 간호해 줄 가족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간호사의 홍보로 

조기퇴원 권유로 

기타]} 

계 

100.0 
(1 14) 

44.7 

28.1 

7.0 

1.8 
3.5 

1.8 

1.8 

11.4 

제왕 
절개 

100.0 
(30) 

23.3 
46.7 

6.7 

3.3 
20.0 

암질환 

100.0 
(22) 

54.5 
22.7 

13.6 

4.5 

4.5 

註:1) 병원의 노사분규로， 가족이 간호하기 어려워서 등. 

(단위: %) 

기타 
질환 

뇌혈관 
질환 

100.0 
(20) 

60.0 
20.0 

10.0 

10.0 

100.0 
(42) 

50.0 

22.5 

2.5 

5.0 

7.5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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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V-9> 家底看護 利用愚者가 勳雙하는 家處看護서비스 利用行態

(단위: %) 

계 제왕 암질환 뇌혈관 기타 
절개 질환 질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 12) (31) (22) (9) (40) 

조기퇴원하여 가정간호 이용권함 77.7 93.5 54.5 73.7 80.0 

완퇴쾌될원 후 때까 가지정간 병호원에 이용 입원권하함고 20.5 6.5 41.0 26.3 17.5 

완쾌록될 권 때함까지 병원에서 치료받도 1.8 4.5 2.5 



VI. 結論 및 政策的 提言

1. 結論

가. 事業生훌性 

家底看護 支擁報慣體系는 家處看護師 1인당 1 일 4회 家底看護回數

가 握益分l技點이 되도록 책정하였다. 시범사업 실시 1년 동안 4개 시 

범병원은 설정된 目標量에 모두 미달되어 據想 目標量의 57.5%(세브 

란스병원)， 56.3%(강동성심병원)， 24.1%(원주기독병원)， 31.1%(영남대 

의료원)에 머물렀다. 따라서 4개 시범병원은 모두 提失을 보게 된 셈 

이 되는데 최근에 이를수록 家處看護師 1인당 1일 家底看護回數가 증 

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目標達成 未達의 주원인은 利用흉뿔、 特性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영남대의료원의 경우가 특징적이다. 즉 4개 시범병원 중 가장 높은 

醫師의 依賴參與率(50.0%)과 가장 많은 뽑、者를 登錄， 管理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家핏E看護 生뚫性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 

가 매우 큰데， 수술 후， 또는 회복기 早期退院愚、者를 주 대상으로 관 

리한 점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뽑、者登錄 및 훌定에는 다 

른 병원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家處看護며 

數가 1-2회로 종결되어 家底看護 生塵性 提高에는 아무런 影響을 미 

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으로 愚者가 등록되지 못하여 결국 目標達成

에 가장 못미치게 되었다(영유아 상담 및 보건교육 업무 등 地域保健

事業과 병행하여 家底看護事業을 실시하고 있는 원주기독병원을 제외 



192 

할 경우) . 

따라서 家탤看護 生옳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家延看護回數가 1-2 

회로 종결되는 것이 規定事實化 되어 있지 않는 질환， 즉 慢性돗思者 

를 등록하였을 경우에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在院期間

이 긴 長期入院댄、者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증가된 것으로 입증되어 

결론적으로 수송후 早期退院뿔、者- 中心의 사업보다는 長期入院한 ↑慢볼↑ 

f똥힌 J恩펀者 中心의 팎業펠營이 家뿔看護 生용표性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볼 

수 갔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事業弘報상의 문제이다. 수술후 조기퇴원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長期入院뽑、者를 사업대상으로 제시하였을 뿐， 질 

환명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실시 1년동 

안 家延看護에 의뢰하지 않은 醫師(전체 專門醫 중 35.7%)의 대부분 

(72.5%)이 ‘내 환자 중에 는 家延看護 對象者가 없다’고 응답하여 醫師

에 대한 弘報不足， 또는 認識不足이 그 한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물론 醫師에 대한 弘報不足 이외의 問題로 인하여 의뢰하지 않는 경 

우도 파악되었지만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하 

여 의사의 처방하에 이루어지는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하여 ‘간호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8.8%)’， ‘병원방침에 관심이 없어서 (7.7%) ’ 등으 

로 一敵하고 있는 점은 醫師를 대상으로 한 弘報活動이 事業機關인 

병원 자체에서 미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早期退院과 가정간호 이용에 대한 결정은 醫師의 판단이나 지원없 

이는 불가능한 일로 醫師는 家處看護 生뚫性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력이다. 연구결과， 이들은 동 제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가정간호사업 도업에 앞서 醫爾聊價의 현실화를 우 

선적으로 외치고 있음을 볼 때， 기존 醫爆빼價에 대한 原價保全 調整

作業없이는 醫標빼價의 不均衝이란 認識이 팽대하여 있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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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간호 이용환자가 입원했던 병동을 선정하여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家헬看護 認知與否를 조사한 결과， 병원에서 가정간호를 알 

게 된 경우가 31.0%로 나타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弘報 역시 부족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정간호를 알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이용방법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13.1%로 나타나 

弘報方法上에도 問題가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세번째 원인으로는 事業對象地域의 制限이다. 입원환자 중 9.6%가 

가정간호 관리대상지역이 아니어서 가정간호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家底看護事業 對象地域의 제한으로 인한 사업대상의 제한이 

目標達成 미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짧業이라는 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家延看護

事業 生옳性은 궁극적으로 消費者에게 달려 있다는 점이다. 즉， 이용 

욕구가 증대되면 가정간호 생산성은 증가되고 이용자의 요구가 

감소되면 家底看護 生옳性은 자연히 감소될 것이다. 

자의 

나. 事業效果

1 ) 醫爆費 節減效果

醫혔풋費 節減效果는 家웰看護回數가 감소될 때 그 效果가 커지며 

家延看짧回數가 증가될 때는 그 效果가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따라서 

환자상태가 동일한 조건에서 상호 진료비용을 비교하는 것만이 신뢰 

할 수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醫擔費 節減效果는 우선 

적으로 家底看護가 入院代替서비스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 이 

후에 분석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費用節減 效果이다. 때문에 準據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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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과 동일한 조건인가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곧 

가정간호 등록시 환자상태와 종결시 환자상태를 料明하여 판정할 수 

있다. 

환자사정 결과， 家底看護 登錄時 狀態가 병원퇴원시 상태와 동일하 

여 가정 간호가 추구관리 서 비 스(extended services)라고 볼 수 있는 환 

자는 0.2%이며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한 환자는 86.2%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오히려 입원을 계속 필요로 하는 상태의 뿔、者가 19.0%나 포 

함되어 있었다. 종결시에도 準據對象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제왕절개환자와 말기암 환자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家鷹看護 利用時 節減效果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示範事業 結果로서는 가정간호제도의 도입이 환자본인， 나아가 전체 

國民醫廳費 절감에 미칠 영향은 매우 肯定的이다. 

다만 事業을 확대할 경우，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사업기관이 

추구하는 事業生뚫性 提高 즉， 家底看護回數의 增加가 醫爆費 節減과 

는 팽比例的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기관에서 家底看護며數의 증가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가정간호에서 감당하여야 하는 간호비용 즉， 간접비용의 지 

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 이용환자 중 분석대상의 간병인 이용 

비율이 1.9%(암환자)， 6.0%(제왕절개)로 파악되어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간호제공자의 간호시간이 입원시 보다 더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박경숙， 1994) 가정간호 이용에 따른 경제적 편 

익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看病人을 이용한 

가정간호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있어서 비용절감효과가 있 

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가정간호를 이용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와병일수의 증가로 

인한 비용지불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또는 회복기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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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훌看護回數가 평균 2.1회로 파악되었고 가정간호 등록당시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한 환자가 19%임에도 불구하고 가정간호 이용 중 再

入院한 환자는 2.1%로 파악되어 와병일수의 증가는 일단 서비스 제공 

상이나 해당 환자비율을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정간호서비스 質評價에서도， 부작용이나 와병일수가 지연될 가능 

성이 있는 환자， 家處看護師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서는 의사자신이 사전 스크리녕하여 가정간호사업소로 의뢰하지 않았 

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시적인 평가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에 따른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病l末回轉率 提高效果

病皮며뺑率 提高效果는 病院의 病많白有寶態에 따라 그 효과가 다 

르므로 個別的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병원중심 가정간호제도를 어 

떤 병원에서 도입하여야 할 것인가? 病똥利用率이 限界病하利用率을 

초과하여 입원환자가 待期해 있는 병원에서 家底看護事業을 도입하여 

야 한다는 結論이다.1:述한 醫擔費 節減次元에서 사업이 전개되려면 

早期退院을 5종導하여야 하는데 可視的 病皮을 보유한 병원에서 早期

退院을 유도하여 病皮回韓率을 提高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므로 결국은 추구관리활동으로서 전개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家底看護가 추구하는 目的을 달성하지 못하고 줌曲될 소지 

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 

된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이 가 

정간호 등록시， 또는 종결시 適切性 評價가 어렵기 때문에 病皮回陣率

提高效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점이다.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지는 家底看護事業은 기관의 自發的인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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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되 前年度 病tR利用率을 고려하여 限界病皮利用率을 감안， 認可해 

주는 방식이 요구된다. 

3) 利用愚、者의 醫擾利用 便宜效果

家핏E看護 利用똥、者-의 12개 영역에 대한 만족수준은 최대 만족도 4 

점 중 평균 3.( 점이다. 발생된 便益으로는 家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 

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점과 환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私

生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家底看護 이용전 · 후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醫據利用의 使宜提高 效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의 

便宜가 증가되면 사업은 자연히 活性化될 것이고 이용자의 便宜가 감 

소되면 사업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므로 이용자의 便宜提高 水準이 향 

후 政策的 展望을 제시해 줄 것이다. 

다. 事業導入의 풍當性 

본 iiff究結果에 따르면 家鷹看護事業 效果는 家底看護 事業對象의 

특성(질환명， 재원기간 등) 및 醫據利用行態， 個個 病院의 病많닌i有寶 

態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결론적으로 가정간호사업 도 

입의 강當性은 個別的일 수 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이 중 事業生뚫性 

提高 및 醫據贊 節減效果는 가정간호 사업대상의 選定 및 運營戰略을 

조정， 변경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으나 病皮러有 

實態는 機關 外的 要因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조작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각 병원별 限界病BR利用率을 기준으로 

종當性있는 機關에 한하여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는 方案이 保健醫爆

戀案에 부합된 合目的的인 事業導入 戰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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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윷當性있는 기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分類， 選定할 것인가? 현 醫撥機關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類

型에 대하여 模型을 고안， 개발한 결과， [그림 VI- l] 과 같다. 즉， 事

業目的 達成의 變짧〔인 對象흉뽑、 特性을 가로축으로， 病皮러有 수준에 

대해서는 세로축으로 설정하여 4개의 類型(matrix)으로 구조화하였다. 

가로축의 ‘0’은 수술후， 또는 치료후 회복기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비율 

이 동일한 경우이며 세로축의 ‘0’은 病皮利用率이 限界病皮利用率과 

동일한 경우이다. 따라서 陽의 가로축으로 갈수록 수술후， 회복기 환 

자의 관리대상이 많게 되며 陽의 세로축으로 갈수록 病皮白有 狀態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事業過程 및 效果評價 結果와 본 模型의 축을 기준으로 볼 때， 1/4 

분면에 속하는 기관은 家底看護事業 目的達成이 가장 容易한 機關(수 

술후， 또는 치료후 회복기 환자가 주 事業對象이며 病皮利用率이 限界

病많利用率을 초과한 경우)으로 사업도입의 타당성이 가장 높다. 그러 

나 등록환자가 목표량에 달성할 만큼 많지 않으면 事業 g的은 달성하 

되 사업자체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2/4분변에 속하는 기관(만성질환자가 주 事業對象이며 病1*利用率

이 限界病1*利用率을 초과한 경우)은 사업도입의 타당성이 높으나 자 

칫 가정간호 종결시점이 지연되어 추구관리활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이 여기에 속한다. 

3/4분면에 속하는 機關(만성질환자가 주 事業對象이며 病皮利用率

이 限界病터5利用率보다 낮은 경우)은 早期退院(즉， 의료비용 절감효과 

목적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病皮回轉率 提高效果도 보지 못하므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구관리활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事業目的 달성이 가장 어려운 기관이다. 

4/4분면에 속하는 機關(회복기 환자가 주 事業對象이며 病皮利用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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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限界病皮利用率보다 낮은 경우)은 早期退院이 규정사실화 되어 있 

기 때문에 일부 사업목적(의료비 절감)은 달성될 수 있으나 병원경영 

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病않回轉率 提高效果 없음) 醫廳資源의 효율 

적 활용과 환자의 醫爆利用 便宜만 있을 뿐이다. 원주기독병원과 영남 

대의료원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의 模型을 적용하여 볼 때 1/4분면과 2/4분면에 속한 기관이 

事業導入의 뚱當性이 있다. 

[그림 VI-1J 家處看護事業機關 選定模型

라. 社會的 有意、性

*영늠멕{으|료원 
(29.8, -1. 7) 

*원주기독병원(39.4，-9.9) 

그동안 우리 나라는 平均壽命과 각종 死亡率 등， 保健指標상에 나타 

난 國民 健康水準은 크게 향상되었다(통계청， 1994). 그러나 長期間 病

æ에서 생활해야 되는 慢性退行性病뿔、者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 

는 보다 質的인 삶에 입각하여 볼 때 결정적인 障뽑要因이 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3次該驚機關의 5대 입원 다빈도질환이 모두 慢性族愚

으로 나타나 이러한 深刻性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데 이들은 醫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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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關 외적서비스 부재로 인하여 病皮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컨대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44.7%가 ‘입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家底看護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가정간호 이용환자의 대 

부분(登錄時 가정간호 및 입원을 요하는 상태의 환자 86.2%)은 지속 

적인 健康管理體系가 요구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 

책이 없어 병상을 점유하거나 퇴원할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 

다. 따라서 이들이 要求하는 家處看護事業은 日本처럼 老人醫擁 增加

에 대한 對應方案으로써， 美國처럼 醫續費 上昇에 대한 對處方案으로 

써 기대하기 보다는 현 醫擔體系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이른바 補完的

機能의 家底看護事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VI- lJ 에서 제시한 模型은 단지 事業目的에 초점을 맞추었 

을 때의 흉當性 測面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社會的 有意

性을 감안할 때， 2/4분면에 속한 機關은 물론 3/4분면에 속한 기관 즉，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운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입원대체서비스로서의 기능만이 醫廳費 節減效果를 

가져오기 때문에 早期退院 및 終結時點에 대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 

는데 病院中心 家底看護事業이 과연 入院代替서비스 投劃만을 수행하 

도록 제한하여야 할 것인가? 入院代替서비스로서의 사업전개는 醫廳

費 節減目的은 달성되는 반면 환자의 醫據利用 便宜 및 便益에는 증 

대되고 있는 의료욕구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러한 兩面性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다 

보완적인 執行手段이 요구되는데 保險給與期間 延長時， 일정기간 동안 

은 가정간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등을 마련하여 이 두 目

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협의의 입원대 

체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治標， 支援i 據防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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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長期的으로는 더 큰 醫廳費 節減

效果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2. 政策的 提言

多元化된 社會環境의 변화추세에 발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 역시 

다댄하게 개발되어야 할 必要性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 保

{建훌훌爆體系에는 醫擔市場 開放化라는 국제적 변화속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地位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力動的인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바， 어느 누구에게도 -步의 손 

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事業效果의 極大化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 

에 처해 있다. 현 醫廳社會에서 가정간호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要求되 

는 변화와 요구될 수 밖게 없는 변화를 유도할 때 직면하게 될 이슈 

및 接近方案을 提言하고자 한다. 

提言 1. 家底看護事業 目 的達成을 위한 執行手段 開發

가. 事業效果의 優先)11휠位에 따른 事業機關 選定基準 具體化

새로운 펄業을 도입하고자 할 때， 국민을 위한 政策인지 단순히 발 

생된 保健醫廳 問題에 대한 對策인지에 따라 제도도입의 正當性이 달 

라지고 正當l生 확보를 위한 管理體系 및 執行手段이 달라지므로 政策

立案者의 제도도입 효과에 대한 優先順位 설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 

다. 醫廳制度園내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은 현 

保健醫擔 戀案에 부응할 수 있는 方向으로의 모색을 위하여 접근한 

것이므로 病8R利用率이 限界病皮利用率보다 높은 3차진료기관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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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이라면 대두된 문제에 따른 

必要性에 의하여 설정된 效果보다는 社會的 有意性에 의하여 설정된 

效果가 더 重要한 意%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국 

민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동 제도를 도입， 확대하지 않을 경우에 초래 

될 수 있는 醫擔의 比效率性과 醫樓資源의 量的 修O퉁을 감안하여 家

g줄看護事業을 통하여 얻어진 經濟的 成果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향상 및 욕구충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겠다. 

나. 家底看護빼價의 合理的 算定方案 開發

현 「교통비」수가는 원가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定願制

지불형태의 뼈H價體系로 인하여 뽑、者의 醫燒利用 便宜가 보장받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간호 제공시간， 투입자원， 가정간호 행위， 서 

비스난이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支械報웹體系를 가진 빼價算定 模

型의 개발이 요구된다. 

提言 2. 家底看護事業 安全性 및 持續性 確保方案 模索

가. 家處看護서비스 質保障을 위한 基準 및 入院談擾와으| 情

報管理體系 開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정신적， 교육적 서비스가 제 

공될 수 있도록 의학적 진단명과 看護分類體系에 근거하여 서비스 과 

정 및 결과에 대한 측정가능한 基準， 또는 道具를 개발하도록 한다. 

더불어 입원진료와 가정간호와의 지속적인 서비스 連緊를 위하여 기 

록 및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뿔、者情報管理體系를 개발하여야 한다. 



202 

나. 醫擾技術의 家底內로의 延長을 위한 醫擾A으l 積極的 參

與 등秀導 

病院中心 家底看護事業은 병원에서의 서비스를 家處으로 이동시킨 

것 뿐이므로 家底看護 敎科課程 및 人力뢰"練， 家展看護師의 서비스 質

評價， 그리고 醫師와의 서비스 연계 등과 같은 서비스 質管理에 있어 

서 관련 전문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醫廳技術

統合과 家底看護事業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공식적인 역할 및 그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관련위원회 (r대한간호협회 J，대한의사협회 J，대한 

구성하여 看護界 및 保健醫標界의 

家底內로의 

醫廳狀況에 적절한 

政策 樹立過程에 

의 

구성)를 대표위원회 병원협회」의 

開發

支持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다. 醫爆서비스의 效果提高를 위한 醫擾器機 및 裝備의 

과 效率的 活用方案 模索

되므로 

감염으로 부터의 보호와 서비스의 安全性을 보장받기 위하여 家鷹看

護에 필요한 醫廳器機 및 裝備의 開發과 활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가 

받게 가정간호를 고
 

두
 
’ 일정간격을 利用뿔、者는 家延看護

정용 裝h혐의 개발은 事業 活性化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참여할 수 밖 

에 없는 입장이나 기존 醫廳器機 및 裝備에 대해서는 단기간 필요한 

경우이니 만큼 병원에서 직접 홉與해 주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라. 事業機關에 대한 社會的 價f直 提高方案 마련. 

握失은 있으되 收益性이 전혀 없도록 구조화한 병원중심 가정간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종합병원 서비스 평가제의 評價項目



203 

으로 가정간호사업 운영여부를 포함시켜 병원 경영방침에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도록 한다. 

提言 3. 醫擾利用 便宜에 대한 衝平性의 原則 適用

가. 那地域 事業對象에 대한 事業管理體系 開發

家處看護 事業對象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慢性退行性흉뿔、者의 대 

부분은 노인 연령층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의료시설의 접근이 어려운 

部地域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바， 全 3차진료기관이 市地域에 偏重

된 현실과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이 地域的으로 制限할 수 밖게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醫廳利用의 便宜 政策이 주어져 

야 한다. 이에 이들의 相對的 불만족을 해소할 또 다른 운영주체에 의 

한 사업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른바 지역보건소와 연계된 관리체계가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나. 經濟的 R危弱階層에 대한 接近性 提高

병원중심 가정간호제도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입원조차 

하기 어려운 祖弱階層의 환자는 제외된다. 醫擾費用의 節減이 절실한 

이들에게는 入院조차하지 못하여 방치될 수 있으므로 醫續費用 節減

및 醫續利用의 便宜에 대한 혜택이 이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醫續保護 對象者를 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지 

역사회(保健所 및 非營利機關) 中心의 事業運營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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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1 . 統計表

1. 家흙看護時 利用裝備

〈附表 1-1) 家훨看護 利用裝備 및 器具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성병원 원주기독병원 영남대 의료원 

·체중계 · 혈압기 ·혈압기 · 혈압기 

·가위 ·청진기 · 청진기 ·청진기 

. Bowl ·체온계 ·체중계 ·체중계 

. Forcep ·혈당기 ·체온계 · 체온계 

. Forcep ]ar ·가 위 -è~니1τE ·손전동 

. Kelly . Dressing Set ·줄 자 ·가 위 

. 1ρng Kelly . Foley Set ·가방 · 자가혈당측정기 

. Puspan . Dressing ]ar(#2) . 가위 ·소독단자 

. Ring Forcep . Catheter ·이동섭자 . Suction 

. Spoid . L-tube ·소독단자 . Dressing Set 

. Sponge can . Syringe · 자가혈당측정기 . Foley Set 

. Tray . Forcep . Suction . Bowl 

. Tube C없l . Bandage . Walker . Forcep 

. Wheel Chair . Glove . Wheel Ch외r . Forcep jar 

. Quadcane .M려icut . Forcep . Tray 

· 액화산소통(3U) . Plaster . Kelly . Ppotable üz c 

. üz Concentrator . Curette . Cylinder 

. Potable üz Cylinder 

. üz Flow Meter 

. Koken(#lO) 

. Koken(#l1) 

. Breast Pumping Massage 

• 환?:}용 변기 

· 자가혈당기 

註· 기타 의료기구나 의료소모품은 중앙공급실에서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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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家훨看護事業 過程

1. 家혈看護 利用愚者의 利用 樣相

〈附表 2-1) 4個 示範病院 家혈看護 利用愚者의 談斷名別 在院期間

(단위: 일) 

재원기간 

평균 최단 최장 

총평균 
(응답자수) 

제왕절개(199) 

암(79) 

뇌혈관질환(41) 

당뇨병(15) 
만성폐쇄성 폐질환(9) 
방광염 및 기타장애 (9) 
간질환 및 간경변(6) 
양성신생물(4) 
폐렴 (3) 
결핵 (2) 

동맥경화증(2) 

심구 이상 및 심중격 폐쇄이상(1) 
고혈압성 질환(1) 
치매(1) 
충수염(1) 
척추 및 구간의 골절(1) 

엄신중 과도 구토(1) 
상처감염(1) 
욕창(1) 

노인성질환 (물리치료환자)(1) 

유문협착증(1) 
교통사고 후 장협착(1) 

(--n 
m 
5 
Q·… 
5 
J 
4 
9 
3 
5 
D 
D 
D 
5 
D 
D 
D 
nu 

n 
D 
D 
D 
D 
D 

얘
 g 

4 

잃
 m∞
 
Mm 

%
ω
 
m 
잃
 mm 
r$ 

”” 
9 

% 
m 
퍼
 잃
 6 

2 
r$ 

$ 

7 

퍼
 않
 

4 
1 
2 
5 
6 
5 
7 
6 
u 
야ω
 %
ω
 

5 

페
 認mm 

m
ω
 
m
ω
 
강
 ?
μ
 

”
H 

떠
 

mm 

註: 외래 11건 및 무기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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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훨看護 利用愚者 등?斷名別 平均 在院期間〈附表 2-2) 

〈세브란스병원〉 

진단명 
최장 

재원기간(일) 

최단 평균 

65.4 

환자수(명) 

뻐
 

6 

댄
 때
 

mm 

않
 강
 짧
 

1 
4 
6 
2 

퍼
 Z 

9 

페
 

따
싸
 
왜
 짧
 없
 다
씨
 
쩌
생
 
다
싸
 
까
찌
 

35 

암 

제왕절개 
만성 폐쇄성폐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간질환 및 간경변 
당뇨병 

양성신생물 

註: 외래 2건 및 무기재(22건) 제외. 

m 
7 
4 
4 
2 
2 
2 
2 

계 

〈강동성심병원〉 

진단명 
최장 

재원기간(일) 

최단 평균 

57.6 

환자수(명) 

짧
 얘m 암
 m
ω
 
껑
 껴H
 
mm 

n 
m 
mm 

5 

표
 7 

잃
 

m 

없
 떼
 m때
 m때
 떼
 짧
 떼
 때
 때
 mω
 

59 

η
ι
 14 

7 
6 
3 
3 
2 
14 

1 
-

-: 

계 

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방광의 기타 장애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질환 및 간경변 

동맥경화증 
결핵 
치매 
폐렴 

척추및 구간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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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2) 계속 

〈원주기독병원〉 

진단명 
최장 

재원기간〈일) 

최단 평균 

2D.O 

환짜(명) 

6 

깨
 댔
 

M 

m
ω
 

4 
3 
% 
8 
m 

ζ
μ
 g
ι
 n
ι
 n
μ
 n
ι
 n
시
 n
μ
 n
μ
 n
시
 

4 

%
ω
 
￡
 m
μ
 ￡ η
 a 

2 
9 

129 

제왕절개 99 
암질환 17 
뇌혈관 질환 4 
방광의 기타장애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간질환및 간경변 1 
당뇨병 1 
임신중과도구토 l 
심구 및 심중격 폐쇄이상 l 

註: 외래 2건 및 무기재 (21건) 제외. 

계 

〈영남대의료원〉 

재원기간(일) 

최단 최장 평균 
환자수(명) 진단명 

6 

떼
 

mm 

m
ω
 
띠μ
 

44 

。
ι

껴
t
 

디
〕
 PO 

36.3 

껴
」
 
4 
3 
8 
5 
D 
n 
3 

n
띠
 
O 
D 
n 
n 

4 

m정
 따
 꺼U
 m 
m 
앓
 n 
$ 

$ 

7 

표
 않
 

157 

mm 

m영
 m
ω
 
5 
2 
1 
1 
1 
1 
1 
1 
1 
l 

계 

제왕절개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양성신생물 
고혈압성질환 
충수염 

결핵 
창상감염 
욕창 
노인성질환자(물리치료) 
유문협착증 
장협착증 

註: 외래 7건 및 무기재 (67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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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3> 家혈看護 利用目的

〈서l 닙란스병원〉 

(단위: %) 

진단명 회복 재활 건유강상지태 말기간호 계 (N) 

계 15.3 3.4 49.1 32.2 100.0(59) 
암질환 31.8 68.2 100.0(22) 
제왕절개 100.0 100.0( 7) 
뇌혈관질환 83.3 16.7 100.0( 6) 
만성폐쇄성폐질환 20.0 80.0 100.0(10) 
당뇨병 50.0 50.0 100.0( 2) 
폐렴 100.0 100.0( 3) 
고혈압성질환 100.0 100.0( 2) 
간질환및 간경변 66.7 33.3 100.0( 3) 
양성신생물 50.0 50.0 100.0( 2) 
마비성질환 100.0 100.0( 1) 

노인임종환자 100.0 100.0( 1) 

〈강동성심병원〉 

(단위%) 

진단명 회복 재활 건강상태 말기간호 
유지 

계(N) 

계 18.6 13.6 15.3 52.5 100.0(59) 

뇌혈관질환 13.0 26.1 21.7 39.1 100.0(23) 
임질환 100.0 100.0(11) 
당뇨병 42.9 28.6 28.6 100.0( 7) 
방광염 및 기타장애 50.0 16.7 16.7 16.7 100.0( 6) 
만성폐쇄성폐질환 100.0 100.0( 3) 
간질환및간경변 100.0 100.0( 3) 
동맥경화증 50.0 50.0 100.0( 2) 
결핵 100.0 100.0( 1) 
치매 100.0 100.0( 1) 

폐렴 100.0 100.0( 1) 

척추및구간의 골절 100.。 1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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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3> 계속 

〈원주기독병원〉 

(단위: %) 

진단명 회복 재활 건강상태 1근←기간호 
유지 

계 CN) 

계 ffi.7 2.6 13.2 14.5 100.0(152) 

제왕절개 100.0 1oo.0C 9.1) 
암질환 3.7 33.3 63.0 1oo.0C 27) 
뇌흰관질환 14.2 28.6 57.1 1oo.0C 7) 
방굉-염 및 기타 장애 60.0 40.0 1oo.0C 5) 
만성폐쇄성폐질환 밍.0 ~.O 1oo.0( 2) 
당뇨병 100.0 1oo.0C 1) 
간질환 및 간경변 100.0 1oo.0( 3) 
임신중 과도 구토 100.0 1oo.0C 1) 
심구 이상 및 심중격폐쇄 이상 100.0 1oo.0( 1) 

혈복강 100.0 1oo.0( 1) 

Vit B복합체 성분 결핍증 100.0 1oo.0( 1) 

척추 및 구간의 골절 100.0 1oo.0( 2) 
망막이상 100.0 1oo.0C 1) 
휴전후 발생한 손상 100.0 1oo.0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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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3) 계속 

〈영남대의료원〉 

(단위%) 

진단명 
업원 후 

재활 건강상태 말기간호 계 (N) 
회복 유지 

계 66.7 1.7 16.0 15.6 100.0(231) 

제왕절개 100.0 100.0( 93) 
암질환 4.4 2.2 46.7 46.7 100.0( 45) 
지궁내근종 100.0 100.0( 14) 
뇌혈관질환 33.3 66.7 100.0( 12) 
잠복고환 100.0 100.0( 10) 
당뇨병 83.3 16.7 100.0( 6) 
미숙아 100.0 100.0( 4) 
혈복강 100.0 100.0( 4) 
충수염 100.0 100.0( 3) 
양성신생물 66.7 33.3 100.0( 6) 
궤양성 대장염 100.0 100.0( 3) 
난소종양 100.0 100.0( 3) 
욕창 50.0 50.0 100.0( 2) 
이차성불엄 100.。 100.0( 2) 
상처감염 100.0 100.0( 2) 
고혈압성질환 100.0 100.0( 1) 
결핵 50.0 50.0 100.0( 2) 
노인성질환 50.0 50.0 100.0( 2) 
。l차성 불엄 100.0 100.0( 2) 
폐렴 100.0 100.0( 2) 
유문협칙증 100.0 100.0( 1) 
궤양성 직장항문염 100.0 100.0( 1) 
교통사고후장협칙증 100.0 100.0( 1) 
Arrlrog않으로 인한 종양 100.0 100.0( 1) 
정맥류혈관질환 100.0 100.0 ( 1) 
만성폐쇄성폐질환 100.0 100.0( 1) 
간질환및 간경변 100.0 100.0( 1) 
탈수증 100.0 100.0( 1) 
선천성 거대결장증 100.0 100.0( 1) 
호흡곤란증후군 100.0 100.0( 1) 
폐협칙증 100.0 100.0( 1) 
고나트륨증 100.。 1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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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4> 家혈看護 利用愚者의 登錄時 日常生活 逢行能力狀態

e木f삽/샤워) 

목욕/샤워 수행능력 분포(%) 
질환명(조사대상수) 평균평점 독립적 독립적& 감시 도움 

보조구 감독 펼요 
의존적 

계 (433) 3.5 59.6 1.9 2.5 11.3 24.7 

제왕절개(199) 5.0 100.0 
암 (84) 1.8 7.1 2.4 4.8 32.1 53.6 
뇌혈관질환(43) 1.2 2.3 16.3 81.4 
당뇨병 (15) 2.5 26.7 6.7 26.7 40.0 
만성폐쇄성폐질환(9) 2.3 11.1 22.2 22.2 44.4 
자궁내 근종(14) 5.0 100.0 
방광염 및 기타장애 (10) 2.4 20.0 20.0 40.0 40.0 
간질환 및 간경변(6) 2.5 16.7 16.7 33.3 33.3 
장복고환(10)1) 1.0 100.0 
기타 양성신생물(4) 2.5 25.0 25.0 50.0 
폐렴(3) 1.7 66.7 33.3 
혈복강(5) 5.0 100.0 
미숙아(4))) 1.0 100.。

궤양성 대장염 (3) 5.0 100.0 
결핵(2) 1.0 100.0 
난소종양(3) 5.0 100.0 
고혈압성 질환(3) 1.7 33.3 66.7 
충수염(1) 3.0 100.0 
척추 및 구간의 골절(1) 1.0 100.。

상처감염(1) 2.0 100.。

이차성불임 (2) 5.0 100.0 
동맥경화증(2) 1.5 50.0 50.0 
욕창(2) 2.0 50.0 50.0 
노인성질환 (1) 3.0 100.。

치매 1.0 100.0 
유문협착증(1) 2.0 100.。

사고 후 장협착 4.0 100.0 
기타(3)2) 5.0 100.0 

註:1) 환자가 신생아이므로 의존적엄. 

2) 심구이상 및 심중격 폐쇄 궤양성 직장 향문염， 엄신 중 과도구토이며 각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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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底看護 利用愚者의 登錄時 日常生活 홉f能力狀態(食事) 〈附表 2-5> 

식사 수행능력 분포(%) 

독립적보 감시 도움 
조구 감독 필요 

평균 평점 질환영(조사대상수) 
의존적 독립적 

\) 

22.4 

41.2 
79.1 
33.3 
44.4 

50.0 
66.7 

100.0 

66.7 
100.0 

50.0 
50.0 

100.0 

100.0 

20.0 
33.3 

50.0 

10.8 

30.0 
16.7 

50.0 

50.0 
50.0 

32.9 
14.0 
20.0 
11.1 

33.3 

4.4 

3.5 

100.0 

100.0 
100.0 

13.3 

20.0 

1.8 

4.7 

11.1 

33.3 

60.6 

n시
 (n 

n
μ
 
3 
3 

매
 n 
j 

m 
n 
7 

잃
 잃
 m 
m
ω
 mω
 

100.0 

100.0 
33.3 

100.。

50.0 

100.。

3.7 

m
ω
 
갱
 
M 

%
ω
 
돼
 야ω
 때
 %
ω
 
때
 m
ω
 
η
μ
 
m
ω
 

m 
M 

π
ω
 
n
ω
 
%
ω
 

m 
m 
피
 피
 m
ω
 

m 
M
ω
 
m
ω
 
때
 띠ω
 

계 (433) 

제왕절개 (199) 
암(84) 

뇌혈관질환(43) 

당뇨병(15) 

만성폐쇄성 폐질환(9) 
자궁내 근종(14) 

방광염 및 기타장애 (1이 
간질환 및 간경변(6) 
잠복고환(10) 

기타 양성신생물(4) 
폐렴 (3) 
혈복강(5) 

미숙아(4) 

궤양성 대장염 (3) 
결핵 (2) 

난소종양(3) 
고혈압성 질환(3) 
척 추 및 구간의 골절(1) 
이차성불임 (2) 

통맥경화증(2) 

욕창(2) 
노인성질환(1) 
치매(1) 

임신중 과도 구토(1) 
유문협착증(1) 
교통사고 후 장협착(1) 
기타1l(4) 

100.0 
100.0 

註:1) 기타는 충수염， 상처감염， 궤양성 직장항문염， 심중이상 및 섬중격 폐쇄 

이상으로 각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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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6> 家處看護 利用뽕、者의 登錄뭘 日常生活 透行能力狀態(步行能力)

보행 (50m)능력 분포 

질환명(조사대상수) 평균평점 독립적 감시 도움 
독립적 

보조구 감독 펼요 
의존적 

계 (433) 3.6 58.9 5.5 1.4 7.4 26.8 

제왕절개(199) 5.0 100.。

암(84) 2.1 15.3 5.9 4.7 20.0 54.1 
뇌혈관질환(43) 1.3 2.4 2.4 11.9 83.3 
당뇨병 (15) 2.7 26.7 13.3 20.0 40.0 
만성폐쇄성 폐질환(9) 2.0 22.2 11.1 66.7 
자궁내 근종(14) 5.0 100.0 
방광염 및 기 타장애(10) 2.7 30.0 20.0 10.0 40.0 
간질환 및 간경변(6) 2.8 16‘7 33.3 16.7 33.3 
잠복고환(10) 5.0 100.。

기타 양성신생물(4) 3.0 50.0 50‘0 
폐렴 (3) 1.3 33.3 66.7 
혈복강(5) 4.0 100.0 
미숙아(4) 1.0 100.0 
궤양성 대장염 (3) 4.0 100.0 
결핵(2) 1.0 100.0 
난소종양(3) 4.0 100.0 
고혈압성 질환(3) 2.0 33.3 66.7 
척 추 및 구간의 골절(1) 1.0 100.0 
이차성불임 (2) 4.0 100.0 
동맥경화증(2) 1.5 50.0 50.0 
욕창(2) 1.0 100.0 
노인성질환(1) 2.0 100.0 
치매(1) 1.0 100.0 
유문협착증(1) 2.0 100.。
기타1)(6) 5.0 100.0 

註:1) 충수염， 상처감염， 엄신 중 과도구토， 궤양성 직장 항문염， 교통사고 후 

장협착， 심구이상 및 심중격 폐쇄 이상으로 각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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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家훨看護서비스 內容 및 提供樣相

〈附表 2-7> 家훨看護서비스 提供內容別 提供件數

<> 제왕절개환자(196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기본간호 

투약 및 주사 

서 비 스 내 용 

회음부간호 

1 & 0 check 

기타 기본간호 

근육주사 

제공건수 

30 
79 

177 

4 

교육 식이요법 199 
활동요법 89 

약물요법 95 
증상상태/위 험 요인 105 
운동법 5 

단순처치법 4 
회음부간호법 34 

치료적 간호 상처치료 (단순Dressing) 119 

용합선 제거 (Stich out) 189 

Breast care/ Breast binding 35 
배뇨배변훈련 7 

신생아 관리 빛 처치(모두 포함 162 

주: 체위변경， 항암제 Q) I.M, 항암제 æ> I.V, 배설훈련교육， 도뇨관 삽입/단순도뇨， 

Enema- Gas enema, R.O.M exercise 등은 제공건수가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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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196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서 버 스 내 용 제공건수 

기본간호 구강간호 17 
~~~~ ß 
체위변경 38 
Bandaging 2 
회음부 간호 7 
둥 간호 22 
1 & 0 check 66 
기타 기본간호 63 

겁사 검사물 수집 27 
기타 검사 9 

투약 및 주사 근육주사 8 
혈관주사 73 
수액감시 및 관찰(속도조절 68 
I.V 항암제 2 

교육 식이요법 73 
활동요법 34 
약물요법 63 
증상상태/위 험요인 80 
특수처치기구 및 장비사용방법 9 
부작용 예방법 5 
반정량 혈당검사법 4 
운동법 13 
단순처치법 9 
염증성처치법 3 
비강영양법 3 
관장법 7 
회음부간호법 4 
배설훈련교육 14 

치료적 간호 비위관 교환 및 관리 3 
산소요법(산소홉입 7 
상처치료 (단순Ðressinlr) 24 
염중성처치(홉입배농 및 배액처치 6 
방광세척/요도세척 9 
도뇨관삽입/단순도뇨 9 
간헐적 인공도뇨(Nelaton Catheterization) 2 
위관영양(Levin. tube feedingj Levin tube insert) 6 
Postal drainalre 2 
비구강내 흡인/구강내흡인(Suc디on) 5 
기관지 절개간호(Tube교환， Clean up) 4 
장루간호/인공결장루 간호 5 
방광루술 간호 2 
피부간호/피부맛사지 15 
욕창간호(Bed sore are) 14 
배액관 간호 4 
쇄골하 정맥관 간호 2 
배뇨배변훈련 3 
Enema - Glycerin Enema 7 
산소탱크사용시 간호 3 
흉부운동 간호 5 
Alcohol massage 4 

훈련 Breathing exercise 10 
R.O.M exercise 10 
Bowel & Bladder training 2 
Change position 26 

주: 뼈n test, 뇨당검샤 봉합선제거(Stitch out), 물리치료 • 언어치료 등은 제공건수가 1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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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자(47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서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기본간호 구강간호 20 
Hot(or Ice bag) 10 
체위변경 30 
회음부 간호 12 
등 간호 21 
I&O~~ æ 
기타 기본간호 14 
검사물 수집 7 검사 T 
뇨당검사 5 
혈관주사 13 투약 빛 주사 
수액감시 및 관찰(속도조절 8 

교육 식이요법 40 
활동요법 25 
약물요법 33 
증상상태/위험요인 36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방법 15 
부작용 예방법 8 
뇨당검사법 2 
반정량 혈당검사법 6 
운동법 20 
단순처치법 10 
염증성처치법 4 
비강영양법 21 
관장법 9 
회음부간호법 10 
배설훈련교육 4 

치료적 간호 비위관 교환 및 관리 17 
산소요법(산소흡입 4 
상처 치 료 (단순Dressing) 15 
염증성처치(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3 
방광세척/요도세척 15 
도뇨관삽입/단순도뇨 8 
위 관영 양(Levin tube feedingj Levin tube insert) 20 
Postal drainage 2 
비구강내 흡인/구강내흡인(Suction) 18 
기관지 절개간호(Tube교환， Clean up) 18 
피부간호/피부맛사지 17 
욕창간호(Bed sore care) 23 
보조기구 사용간호 4 
배뇨배변훈련 2 
Enema - Glycerin Enema 2 
흉부운동 간호 3 

… ... …-----------AK?멧 mas릇맺은 ..... …훈련 Breathing exercise 5 

RO.M exercise 29 
Change position 쟁 
물리치료， 언어치료 10 

주 Bandaging ， Elastic stoking 적용， 기타 검사， 근육주사， 간헐적 인공도뇨， 방광루술 
간호， 기관누공형성술 간호， Bowel & Bladder training , 직업치료 • 보조기구사용 등 
은 제공건수가 1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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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환자( 16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서 비 스 내 용 

기본간호 Hot(or Ice bag) 
체위변경 

제공건수 

3 
6 

화음부 간호 2 
등 간호 3 
I&O~~ 9 
기타 기본간호 5 

검 사 검사물 수집 4 

뇨당검사 4 
기타 검사 4 

투약 및 주사 혈관주사 3 
피하주사 2 
수액감시 및 관찰(속도조절 3 

교육 식이요법 15 
활동요법 13 
약물요법 15 
증상상태/위험요인 13 
부작용 예방법 6 
뇨당검사법 3 
반정량 혈당검사법 8 
운동법 4 
단순처치법 2 
염증성처치법 3 
회음부간호법 2 

치료적 간호 산소요법(산소흡입) 

상처치료 (단순Dressing) 

염증성처치(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방광세척/요도세척 

4·{b 

9
“ 
F。

도뇨관삽입/단순도뇨 5 

훈련 Breathing exercise 2 
Change position 4 
물리치료， 언어치료 2 

주: 구강간호， Bandaging, 특수기구처치 빛 장비 사용법， 관장법， 배설훈련교육， 피부간 
호/피부맛사지， 욕창간호(Bed sore care), 산소탱크사용시 간호， 흉부운동 간호 

R.O.M exercise 등은 제공건수가 l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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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16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서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기본간호 Hot or Ice bag 
체위변경 

회음부간호 

기타 기본간호 

q
ι
 qJ 

n
ι
 
n
ι
 

검사 기타검사 7 

투약 및 주사 혈관주사 

수액감시 및 관찰(속도조절) 

3 
3 

.ïi?휴 。 식이요법 7 
활동요법 6 
약물요법 11 
증상상태/위험요인 10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방법 3 
부작용 예방법 2 
운동법 3 
관장 2 

치료적 간호 비위관 교환 및 관리 2 
산소요법(산소흡입) 8 
상처 치 료 (단순Dressing) 4 
위관영양(Levin tube feeding!Levin tube insert) 2 
PostaJ drainage 3 
비구강내 흡인/구강내흡인(Suction) 3 
기관지 절개간호(Tube교환， CJean up) 2 
피부간호/피부맛사지 2 
욕창간호(Bed sore care) 3 
산소탱크사용시 간호 3 
흉부운동 간호 7 

AlcohoJ massage 2 

훈련 Breathing exercise 
R.O.M exercise 
Change position 

n 
5 
4 

주: 구강간호， 등 간호， 1 & 0 check, 뇨당검사， 근육주사， 피하주사， 뇨당검사법， 영증 

성처치법， 비강영양법， 회음부간호법， 염증성처치(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방광세척/ 

요도세척， 보조기구 사용간호 등은 제공건수가 l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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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내근종 환자( 14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기본간호 

교육 

1 & 0 check 
기타 기본간호 

식이요법 

활동요법 

셔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14 
14 

14 
14 

약물요법 14 
증상상태/위험요인 14 
부작용 예방법 5 
단순처치볍 2 

치료적 간호 상처치료 (단순Dressing) 14 
봉합선 제거 (Stitch out) 14 

o 방광염 및 기타 장애환자( 11 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기본간호 구강간호 

체위변경 

서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2 

5 
등 간호 3 
I&Ocheck 3 
기타 기본간호 5 

교육 식이요법 3 
활동요법 4 
약물요법 4 
증상상태/위험요인 4 
단순처치법 2 

치료적 간호 상처치료 (단순Dressing) 3 
방광세척/요도세척 7 
도뇨관삽입/단순도뇨 5 
피부간호/피부맛사지 5 
욕창간호(Bed sore care) 3 

훈련 R.O.M exercise 4 
Change position 4 

주 Hot(or lce bag). 회음부 간호， 검사물 수집， 뇨당검사， 근육주사， 혈관주사， 수액감 
시 및 관찰(속도조절).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방법， 뇨당검사법， 관장법， 회음 
부간호법， 배설훈련교육， 방광루술 간호， 배뇨배변훈련. Enema - Glycerin Enema. 
Breathing exercise. Bowel & BJadder training 등은 제공건수가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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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간질환 및 간경변 환자(10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서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기본간호 구강간호 

Hot or Ice bag 

체위변경 

1 & 0 check 

q
ι
 qtu 

n
ι
 
다
.
u
 기타 기본간호 4 

검사 검사물 수집 4 

투약및 주사 혈관주사 8 
7 수액감시 및 관찰(속도조절) 

교육 식이요법 8 
활동요법 3 

약물요법 7 

증상상태/위험요인 8 
반정량 혈당검사법 2 

훈련 Change position 2 

주: 회음부 간호， 뇨당검사，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방법， 뇨당검사법， 운동법， 
회음부 간호법， 피부간호/피부맛사지， 욕창간호(Bed sore cae), Enema-Glycerin 

Enema, Breathing exercise 등은 제공건수가 1건임. 

o 잠복고환 환자(10명)에 대한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내용 

서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1 & 0 check 10 

기타 기본간호 5 

식이요법 6 
활동요법 9 
약물요법 10 

증상상태/위험요인 10 

기본간호 

~ 。

.Jl!. ." 

부작용 예방법 6 

치료적 간호 
상처치료 (단순Dressing) 

용합선 제 거 (Stitch out) 

10 

9 

주: 단순처치 법은 제공건수가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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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신생물 환자(8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기본간호 

~ 。

」ι ." 

서 비 스 내 용 

1 & 0 check 

제공건수 

6 
기타 기본간호 5 

식이요법 8 
활동요법 6 
약물요법 5 
증상상태/위험요인 8 
부작용 예방법 3 
운동법 2 

상처치료 (단순Dressing) 6 
봉합선 제거 (S디tch out) 4 

치료적 간호 위관영 양(Levin tube feeding/ Levin tube insert) 2 
비구강내 홉인/구캉내흡인(Suction) 2 
피부간호/피부맛사지 2 

R.O.M exercise 3 
Change position 2 

훈련 

주: Hot(or Ice bag) , 체위변경， 등 간호， 특수처치 기구 및 장비 사용방법， 단순처치법， 
염증성처치법， 비강영양법， 관장법， Postal drainage, Breast care/ Breast binding, 

보조기구 사용간호， 흉부운동 간호， Breathing exercise등은 제공건수가 l건임 

<> 펴|렴 (5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기본간호 

투약 및 주사 

~ 。

」ι ." 

치료적 간호 

훈 련 

서 비 스 내 용 

체위변경 

제공건수 

2 
등간호 2 
I&Ocheck 2 

혈관주사 3 
수액감시 및 관찰(속도조절 3 

식이요법 3 
증상상태/위험요인 3 

위 관영 양 CLevin tube feeding/ Levin tube insert) 
욕창간호 

Change position 

2 
2 

2 

주: 구강간호， 기타 기본간호， 활동요법， 약물요법， 운동볍， 배설훈련교육， 비구강내 홉인 

/구강내 흡인 CSuction)， 배뇨배변훈련， 신생아 관리 및 처치(모두 포함)， 흉부운동간 
호， Alcohol massage, Breathing exercise, R.O.M exercise 등은 제공건수가 l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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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복강 환자(5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서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ffiO~~ 4 

기타 기본간호 5 

식이요법 4 

활동요법 4 
약물요법 4 

증상상태/위험요인 4 

기본간호 

~ 。

」ι ." 

부작용 예방법 4 

상처 치 료 (단순Dressing) 

치료적 간호 봉합선 제거 (Stitch out) 
4 
5 

주: 회음부 간호， Breast care/Breast binding , 신생아 관리 및 처치(모두 포함) 등은 제 
공건수가 l건임. 

<> 미숙아(4명)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 제공내용 

셔 비 스 내 용 제공건수 

기본간호 
1 & 0 check 

기타 기본간호 

4 
3 

~ 。
』ι 1누 

식이요법 

약물요법 

증상상태/위험요인 

3 

3 

4 

치료적 간호 신생아 관리 및 처치 4 

주: 활동요법은 제공건수가 1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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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2-8> 家혈看護 利用뿔、者 該斷名別 家훨看護回數 및 家혈닮問 

間隔日

〈서|벼란A병원〉 

방문횟수(회) 방문 간격일(일) 
진단명 환자수(%) 

평균 최고 평균 최단 

계 59(100.0) 8.4(59) 9.96(58) 

암 22(37.3) 12.9 65 8.4 1.7 
만성 폐쇄성폐질환 10(16.9) 6.3 19 11.3 3.5 
제왕절개 7(11.8) 1.7 3 1.7 1.0 
뇌혈관질환 6(10.2) 7.2 17 25.0 3.8 
폐렴 3( 5.1) 4.7 7 2.2 1.0 
간질환 및 간경변 3( 5.1) 3.7 5 10.6 2.5 
양성신생물 2( 3.4) 6.5 9 26.5 25.8 
당뇨병 2( 3.4) 19.0 27 9.0 6.5 
고혈압성질환 2( 3.4) 7.0 10 10.1 8.4 
마비성질환 1( 1.7) 1.0 2.0 
노인 임종환자 1( 1.7) 1.0 13.0 

〈강동성심병원〉 

방문횟수(회) 방문간격일(일) 
진단명 환자수(%) 

평균 최고 평균 최단 

계 59(100.0) 13.1(59) 10.11(59) 

뇌혈관질환 23(38.9) 18.6 76 11.8 1.1 
암 11(18.6) 11.4 34 4.3 2.1 
당뇨병 7<11.9) 8.6 34 12.0 2.5 
방광의 기타 장애 6(10.2) 5.5 12 10.8 3.0 
만성 폐쇄성 폐질환 3( 5.1) 12.7 29 8.1 2.6 
간질환및 간경변 3( 5.1) 7.7 13 15.0 1.5 
동맥경화증 2( 3.4) 5.5 7 8.6 5.3 
결핵 1( 1.7) 21.0 5.5 5.5 
치매 1( 1.7) 15.0 10.7 2.3 
폐렴 1( 1.7) 6.0 4.0 5.3 
척추 및 구간의 골절 1( 1.7) 11.0 22.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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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독병원〉 

방문횟수(회) 방문간격일 
진단명 환자수(%) 

평균 평균 최고 최단 

계 152(100.0) 2.7(152) 2.13(152) 

제왕절개 99(65,1) 1.2 3 1.0 0.5 
암질환 27(17.7) 4.5 16 4.7 0.8 
뇌혈관질환 7( 4.6) 8.0 25 3.6 1.9 
방광의 기타장애 5( 3.2) 5.0 7 3.7 1.0 
간질환및 간경변 3( 1.9) 2.0 3 6.9 3.0 
만성 폐쇄성 폐질환 2( 1.3) 31.0 51 1.9 1.6 
척추및 구간의 골절 2( 1.3) 1.5 2 4.3 1.5 
당뇨병 l( 0.7) 4.0 3.3 3.3 
VìtB 복합성분 결핍증 l( 0.7) 2.0 2.5 2.5 
기타망막이상 l( 0.7) 1.0 1.0 1.0 
염신중과도구토 l( 0.7) 5.0 5.0 5.0 
혈복강 l( 0.7) 1.0 1.0 1.0 
섬구및 심중격 폐쇄이상 l( 0.7) 9.0 1.8 1.8 
휴전후발생한손상 l( 0.7) 1.0 1.0 1.0 



232 

〈영남대의료원〉 

방문횟수(회) 방문간격일 
진단명 환자수(%) 

평균 최고횟수 평균 최단간격 

계 231(100.0) 2.9(231) 6.34(231) 

제왕절개 93(40.3) 1.2 3 4.3 0.5 

암 45(19.5) 6.0 64 9.1 0.4 

자궁내근종 14( 6.2) 1.6 6 3.6 1.0 
뇌혈관질환 12( 5.3) 7.0 19 11.7 1.1 

잠뷰고환 1O( 4.3) 1.8 2 4.8 1.5 

당뇨병 6( 2.6) 5.3 12 6.1 1.8 

양성신생물 6( 2.6) 1.3 3 6.9 2.0 
미숙아 4( 1.7) 1.5 3 11.0 6.0 

혈복강 4( 1.7) 1.3 2 4.8 1.0 
궤양성대장염 3( 1.3) 6.7 13 10.0 3.5 

난소종양 4( 1.7) 1.0 1 3.0 2.0 

충수염 3( 1.3) 2.3 3 5.7 1.5 

이차성불임 2( 0.9) 1.5 2 6.0 6.0 

결핵 2( 0.9) 3.0 6 13.8 5.5 

상처감염 2( 0.9) 2.5 4 4.0 3.0 
요-，차 。 2( 0.9) 12.0 18 8.2 7.5 

폐렴 2( 0.9) 2.0 3 6.7 7.0 
자궁외 임신 2( 0.9) 1.5 2 2.5 1.0 

노인성질환자{물리치료) 2( 0.9) 1.5 2 8.3 3.0 
Androgen으로 인한 종양 1( 0.4) 1.0 7.0 
정맥류혈관 질환 1( 0.4) 1.0 2.0 
고혈압성질환 1( 0.4) 1.0 30.0 
만성폐쇄성폐질환 1( 0.4) 2.0 15.。

간질환 및 간경변 1( 0.4) 3.0 1.3 
탈수증 1( 0.4) 1.0 3.0 
선천성 거대결장증 1( 0.4) 2.0 12.0 
호흡곤란증 1( 0.4) 1.0 8.。

폐협착증 1( 0.4) 2.0 6.0 
유문협착증 1( 0.4) 3.0 8.3 
궤양성 직장항문염 1( 0.4) 3.0 1.7 
교통사고후장협착 1( 0.4) 14.0 4.3 
고나트륨증 1( 0.4 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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川. 家혈看護活動 

〈附表 3- 1) 훗病53IJ 家훨看護 1 며當 個別行寫料

(단위: 원) 

계 
환자담당임상과수납 가정간호과수납 

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동성섬병원 영남대의료원 

제왕절개 1,489(189) 1,000(1) 784(95) 2,214(93) 

암질환 14,336(85) 1,268(6) 3,064(23) 32,051(11) 17,510(45) 

뇌혈관질환 30，많5(43) 1 ，αX)(1) 3,382( 7) 34,253(23) 41,889(12) 

만성폐쇄성 폐질환 5,084(ll) 1,426(6) 1,396( 2) 14，잃8( 3) 

당뇨병 17,771(15) 1,271(2) 16,686( 7) 24.538( 6) 

자궁내 근종 1,811(14) 1,811(14) 

방광염 및 기타장애 ll,750(10) 6,526( 4) 15,233( 6) 

간질환 및 기타장애 14,987( 6) 2,396( 2) 25,840( 3) 7,607( 1) 

잠복고환 1,439(10) 1,439(10) 

양성신생물 4,383( 6) 4,383( 6) 

폐렴 21,816( 3) 2，αX)(1) 54,OOO( 1) 9,447( 1) 

혈복강 2,265( 5) 780( 1) 2,636( 4) 

난소종양 2,277( 4) 2,277( 4) 

결핵 15,041( 3) 5,952( 1) 19，많5( 2) 

궤양성대장염 17,619( 3) 17,619( 3) 

충수염 1,878( 3) 1,878( 3) 

고혈압성질환 8,245( 2) 250(1) 16，껑0(1) 

상처감염 2,530( 2) 2,530( 2) 

동맥경화중 29,946( 2) 29,946( 2) 

욕창 8,788( 2) 8,788( 2) 

노인성질환(물리치료) 4,938( 2) 4,938( 2) 

이차성불임 780( 2) 780( 2) 

자궁외임신 2,522( 2) 2,522( 2) 

척추 및 구간의 골절 58,455( 1) 58,455( 1) 

치매 8,333( 1) 8,333( 1) 

Vìt B 복합성분 결핍증 1,508( 1) 1,5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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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表 3-1) 계속 

평균 
환자담당 임상과 수납1) 가정간호과수납2) 

세브란스병원 원주기독병원 강통성심병원 영남대의료원 

임신중과도구토 2，η1(1) 2,171(1) 

심구 이상 및 심중격 폐쇄이상 935(1) 댔(1) 

Androgen으로 인한 종양 4,498(1) 4,498(1) 

정맥류혈관질환 5，때(1) 5,200(1) 

션천성 거대결징넣 2,515(1) 2,515(1) 

폐협착증 740(1) 740(1) 

유문협착중 9.160(1) 9,160(1) 

궤양성 직장항문염 2잃9，’β64때0(1) 29,640(1) 

교통사고후장협착 24 .. 갱5(1) 24,435(1) 

고나트륨중 740(1) 740(1) 

휴전 후 발생한손상 때(1) 7없(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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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家헬看護 登錄時 愚者狀態의 適切性

〈附表 4- 1) 家훨看護事業對象者 選定基準

‘____ Tlr 
←.1 .-....J~1 ι Level 1 ’ Level II Level m 

문제영역 ----------
신체 : 1 활력증상 i 계속적 안정 1- 현재 이상은 없으나 계속 .- 변화가 심함 
사정 관찰요함 

불안정하나 원인이 규명 
되고 투약의 조절 

: 2. 의식수준 영료하고 지남력 의식장애가 일정상태로 의식수준의 악화 
있음 : 계속 유지되지 않음 

’ 3. 영양 한 구강섭취가능 비위관이나 위장루 영양 i 지속적인 오심， 구토 
영양장애 없음 : 상태， 합병증 없음 i 영양 및 체액 불균형 

특별식， 치료식 또는 
상키는 훈련 중 
일시적， 단기간의 정맥수액 ; 
필요 

4‘ 피부 문제없음 욕창수준 1 , II , m :- 욕창수준N ，골막염， 
i 용창발생의 고위험 i 골염， 패혈증 

l5. 배뇨 및~- 자발적 또는 간헐 또는 정체도뇨관 비뇨기계 이상증상 
배변 i 자기조절 i 치골상 방광， 장루설치술 i 및 감염 

상태이나 합병증 없음 1- 전해질 불균형 
배설훈련， 교육， 투약， 
관장필요 

i 6. 감각 및 장애없음 감각과 운동장애， 비정상 : 감각과 운동장애 
운동 반사의 비진행 또는 호전 i 비정상 반사의 악화 

: 7. 호흡 정상호흡 기관절개관 삽입상태나 동맥혈 가스분압， 
1- 정상수준의 ; 합병증 없음 i 산염기의 심한 불란형 
i 동맥혈 분석결과 뉴 간헐적 인공흡인 객혈， 청색증， 호홉시 

간헐적 산소공급으로 ; 동통 호소 
호흡곤란 해소 1- 심한 호흡기계감염， 
비효율적 호흡양상， 객답 ; 이물홉인， 폐쇄 
배출， 기침이 있으나 호흡 . 
곤란， 청색증 없음 ........... ~ ..................... _.:-

기능 i s. 일상생활 제한없고 독립적 부분 또는 완전의존적 - 악화 
상태 : 수행 

: 9. 이동 제한없고 독립적 부분 또는 완전의존적 - 악화 ..... " ......... __ .... . 

심리 i10 정서상태 정서적 안정과 1- 계속관찰 요함 .- 정서적 불안정 
상태 ; 및 적웅 i 적웅 사회부적웅으로 

정신과적 문제 발생 

환경 il1. 보조인력 단독 또는 보조 보조인력이 전문인의 도움 보조인력에 관계없이 
상태 인력만으로 돌봄 i 요함 i 전문인의 집중적 도웅 

펼요 

:12. 시설 i 가정내시설의 i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에 관계없이 전문 
독립적 활용 i 가정내 시설 i 인의 집중적 도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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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附表 4- 1) 

Classification II 

!중등중수준으로 전문인력 i 중중수준으로 24시간 전문 
i 의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 i 인력의 집중적인 도움과 
i 로 되는 상태 i 관찰이 필요로 되는 상태 

112개 문제영역에서 Level 1 12개 문제영역에서 Level 
1III 이 없으며 1개 이상 1III가 l개 이상 사정된 경 
i Lev려 H가 사정된 경우 i 우 

:가정간호사업대상자 :입원대상자 

Classification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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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末期혐愚者의 費用效果分析

〈附表 5-1) 末期‘홉愚者의 入院談薦費用 分析

총진료비용 보험청구액 

환 TO HO HC 절감불가한 총절감 절감불가 절감 
자 (일) (일) (일) 비용 추정액 진료비용 추정액 

(가+다) (나+라) (가) (나) 

1 12 4 8 I 9,880,051 8,325,992 9，잃5，739 8,040,413 

2 21 4 17 1,310,897 709,634 1,105,541 잃5，763 

3 8 3 5 I 2,024,714 358,840 1,479,120 113,252 

4 22 16 6 I 1,093,897 151,614 723,519 81,780 

5 26 23 3 721,081 137,274 490,460 50,970 

6 22 18 4 450,875 57,967 엉8，168 34,536 

7 27 13 24 2,369,630 1,373,088 1,691,702 393,452 

8 6 4 2 않3，597 323,593 406,088 39,414 

9 37 27 10 1,521,734 301,144 977,772 174,783 

10 17 7 10 737,355 209,804 509,522 167,843 

11 8 2 6 617,345 137,520 561,905 118,980 
......... ......... .......... ......... ....................... .... __ ............... ............. __ ..... ................... 

평균 18.7 11.0 8.6 1,937,379 1,098,770 
」

註 HO: 반드시 요구되는 입원일수(일) 

HC 조기퇴원이 가능한 업원일수(일) 
TO: HO + HC 

1,5139,957 8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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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본인부담금 

절감불가 절감 

진료비용 추정액 

(다) (라) 

594,312 285,579 

205,356 323,871 

545,594 245，않8 

370,378 69,834 

230,621 86,304 

192,707 23,431 

677,928 979,636 

177,509 284,179 

543,962 126,361 

227,833 41,961 

55,440 18,540 
................... ................. 

347,422 2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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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病院別 滿足實態

〈附表 6- 1) 家훨看護滿足度에 대한 없.iJ定領域別 肯定應答比率 分布

(단위: %) 

<서비스 제공양상 영역> 

서비스시간의충분성 

서비스횟수의충분성 

빙문간격의 적절성 

서비스의 연속성 

<간:호 및 처치기술 영역> 

세브란스병원 강동성심병원 원주가독병원 영남대의료원 

야13) (N=32)) 이정(N경) 

84.6 83.3 93.1 85.7 
69.2 71.4 79.3 80.5 
69.2 68.9 78.6 82.9 

91.7 58.6 66.6 50.0 

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 100.0 93.5 82.8 82.1 

<상담 및 교육수행의 영역> 

교육및싶땀의충분성 100.0 90.0 86.2 92.7 

교육및%땀의유용성 80.0 88.0 85.8 86.5 

간호 및 싱람시 가족의 침여 100.0 100.0 72.4 65.9 

<신뢰적 영역> 

의사소통의 충분정 100.0 96.8 100.0 100.0 
건강괜에 대한 책임성 100.0 100.0 88.9 94.7 

<환자 및 가족의 편의성> 

정신적 안정성 91.7 70.0 89.7 90.5 

간호제공자의 편의성 76.9 70.4 79.3 85.0 

<경제성〉 

진료비용의 절감성 91.7 96.7 88.5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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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 家훨看護서비스 領域別 滿足實態

〈서비스 제공 앙상 영역〉 

o 家혈看護서비스 時間의 充分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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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家훨看護回數의 充分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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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家훨굶問 間隔의 適切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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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家底看護서비스의 連續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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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및 처치기술의 능숙성〉 

o 看護 및 處置技術의 能熟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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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교육 수행영역〉 

o 敎育 및 相談의 充分|生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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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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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 敎育 및 相談의 有用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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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看護 및 相談時 家族의 參與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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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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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意思流通의 充分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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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家혈看護師의 愚者健康 責任感에 대한 滿足實態

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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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가족의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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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愚者의 精神的 安定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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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看護提供者의 便宜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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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o 談擾費用의 節減性에 대한 滿足實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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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 調훌票 

<附錄 2-1> 

가정간호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의사의 인지도 조사 

1. 성 별 : 口 @ 남 디 @ 여 

2. 진료과목 과 
3. 현 근무병원에서의 임상경력 년 
4. 직 위 : 口 @ 교수(보직이 있는 경우: 디과장이상 口없음) 
5. 연령 세 

6. 귀 병원에서 가정간호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디@예 

口@아니오 

> 어디서 알게 되셨습니까?(있는대로 V표) 
口 CD 의협지둥의 전문지를 통해서 
口 @ 가정간호사의 홍보로 
口 @ 병원 「의사회의」 둥의 회의를 통하여 
口 @ 병원이나 병실내의 안내벽보를 보고 
口 @ 환자나 보호자가 얘기해서 
口 @ 기타(무엇 : 

>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디 @ 작년에( 사업초기) 
口 @ 금년 1- 3월 중 
口 @ 금년 4- 6월 중 

口 @ 금년 7월이후 

> 귀하가 담당한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이용하라고 권유하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후 질문 7로 가시오) 

口@예 口@아니오 

> 가정간호제도를 들어 본적은 있습니까? (응답후 질문 8로 가시오) 
「口 @ 예 口@ 아니오 

L-> 어디서 들으셨나요? 

口 @ 의협지등의 전문지를 통해서 
口 @ 가정간호사의 홍보로 
口 @TV나 일간지를 통해서 
口 @ 병원이나 병실내의 안내벽보를 보고 
口@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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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 병원의 가정간호사업소에 환자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口@있다 口@없다 

1) 그동안 몇명을 의뢰하셨습니까? 11) 의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口 CD 10명이내 있는대로 V표 해주세요) 
口 (2) 11-때명정도 l 口 @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口 @ 21-30명정도 1 口 @ 간호사의 영역이 아닌것 같아서 
口 @ 31명 이상 | 口 @ 내 환자중에는 대상이 없어서 

2) 의뢰하시게 된 주된 이유는? 口 @ 학생실습을 위한 질병case가 많 
口 @ 환자가 먼저 원해서 1 아야 하기때문에 
口 @ 입원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 口 @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을 내리 
口 @ 진료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 는 것이 문제이므로(익숙하지 
디 @ 가정간호사업 관련 직책을 맡고| 않아) 

있어서 l 口 @ 치료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口 @ 기타(무엇 ____ ) 1 서 

3) 가정간호 의뢰 후 환자상태에 대한 결| 口 @ 병원방침에 대해서 별로 관심 
과는 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 이 없어서 
口 @ 기록지 및 서면 | 口 @ 병상이 남아 돌기때문에 
口 @ 전화 | 口 @ 병원진료수입 감소 우려때문에 
口 @ 간호사와의 직접 면담 l 口 삐 현실적으로 열악한 보험수가에 
口 @ 환자와 만나서(외래， 직접면담| 비해 방문간호료가 높다고 생 

둥 각되어서 
口 @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편이다| 口 @ 의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口 @ 기타(무엇---) I 행정편의적 발상때문에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잘 전달되었 l 口 @ 의료사고가 우려되어서 
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기타(무엇: 

8. 

9. 

口 @ 잘 전달되고 있다 
口 @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口 @ 잘 모르겠다 

* 위에서 응답한 ‘이유’ 중 가장 ‘주판 
유’ 라고 생각되는 번호를 기재하여 
섭시오 

01 
T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제한된 행위로 수행되는 가정간호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현실에서 본 선생님의 주장이 있다면 ? 

口 @ 환자의 진료는 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간호사가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口 @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만한 제도이다 
口 @ 의사의 진료시간 절약을 위해서 활용할 만한 제도이다 
口 @3차진료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할 만한 제도이다 
口 @ 기타(무엇 : 

口 @ 현재로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 가정간호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나 정부시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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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2>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가정간호 인지도 조사 

1. 환자의 일반특성(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 

1. 연령 : 만 亡口 세 

2 성별 : φ 남 @ 여 

3 학럭 CD 국졸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4. 직업 : 

5. 채1진단영 / 

제2진단명 

6. 결혼상태 CD 기흔 @ 미혼 @ 사별 @ 별거 @ 이혼 

7 현 가족구성 형태 • 

CD 옥신 @ 배우자 @ 배우자와 자녀(손자) 

@ 자녀 혹은 손자 @ 독신과 자녀(혹은 손자@ 부(모). 배우자， 자녀 

@ 부모와 형채 @ 기타(친척， 친지) 

& 현 의료보장상태 :CD 직장보험 @ 져역보험 @ 공교 @ 의료보호 @ 없옴 

;;æ 치료ïll용 주저불자악 흑생 

1) 환자와 비용지불자와의 관계 : 

CD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채， 자매 @ 기타 

2) 치료비용 주지불자의 직업 :_----

ll. 병원 입원시 실태(해당번호때 V표하여 주십시오) 

1. 업원시 이용병상 : 口 인용 1- 인용 

2 병윈입원기간 : 江끄일 1---- 일 

a 지난 1년간 채1진단명， 제2진단명으로 업원한 횟수(현 입원 포함) 

CDl회 ~2회 @3회 @4회 이상 

4 입원시 옥적 
@ 입원 후 희복 @ 재활 @ 건강상태 유져 @ 호스피스 @ 기타 

m. 현 환자상태 (해E번호때 V표하여 주십시오) 
1) 의식수준 :<D 의식이 명료합 @ 의식이 혼미 @ 악화되거나 변화상태 

2) 배뇨 및 배연 :<D 혼자가능 @ 도뇨판 삽입， 푸약， 판장펼요 

3) 일상생활 

4) 보조인력 

5) 이동 

6) 피부 

끼호홉 

8) 영양 

9) 갱서혀 객용 

10) 갑각 

@ 감영 풍 비뇨기계 이상증상 있옴 

<D 거의 독립척 @ 일부 의존척， 완전의존척 @ 악화， 연화가 싱합 

<D 보죠인력이 펼요하거나 필요없옴 @ 전문인의 교육옹 받은 보조 

인력 펼요 @ 보조인력에 완계없이 전문인력의 집중적인 도웅필요 

:<D 독립척 @ 부분， 또는 완션 의존척 @ 악화 

:<D 문쩨없옴 @ 욕창발생 가능성 높옴 @ 악화 

:<D 갱상수준 호홈 @ 간헐객 인공호홉， 산소공급 @ 싱한 호홉기 강영 

:<D 영양장애 없음 @ 인공척 영양공급， 산소공급 @ 영양상태 악화 

:<D 안갱상태 @ 계속판찰 펼요 @사회부적웅， 의사집중 치료요합 

:<D 갱상， 장애없옴 @ 강각과 운동장애의 호전 Q) 악화 

11) 환자 운채 수준 :<D 경한수준 또는 회복이 된 상태 
@ 중풍수준으로 전문인력의 간헐적인 도웅이 멸요로 되는 상태 

@ 중층수준으로 %시간 전문인력의 징중적인 도웅과 관찰이 펼요로 
되는상태 



250 

| 다음의 질문에 대헤서는 가능하연 환자의 의견을 기재하시고 여건이 이려울 경우메는 
가즉 중 주로 간호하신 문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응답자는 누구입니까? 

l 口 ω 환자 口 (2) 가족 중 주 간호자 

N. 의사와 간호사에 재한 만족도(해S뺑11 v표하여 주십시오) 

의λ}에 대한 만족도 그 P렇우다 그렇다 라짧1 鍵지 
(1) 의사가 진료혜준 시간은 필요한 만큼 충분한지요 

(2) 의사는 질병의 경과에 대하여 원혀는 만큼 설명해 주는지요 
뉴-- ••• ‘---.--.--._-

‘ .. _---

(3) 건강문쩨 갑자기 발쟁시 의사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도움을받는지요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 3월확 그렇다 짧1 옳뿔 
(1) 간호사는 내 건강문제에 대한 내 에기를 잘 들어 주는지요 

(2) 간호해 준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한지요 

(3) 질병에 판한 주의사형을 원하는 만큼 셜명해 주는지요 

(밍 나의 건강변화애 대하여 판칩을 보이는지요 

(히 간호나 쳐쳐기술온 숙련되었다고 생각하시는자요 

이생융 종합하여 볼 때 귀하가 병원에서 받았던 의료서비스 
얘 대해 어느갱도 만족하섭니까 ? 

V. 병원 가정간호 인지도(해S뺀Iv표하여 주십시오) 

L 병원에서 주치의와 연결하여 간호사가 귀 가청을 방문하여 처치나 간호를 받올 수 있다는 

사질을알고계십니까? 

「김@예 
v 

<1-1> 그렇다면 어떻께 알재 되었습니까-?(있는대로 V표j 

口@아니오 

I디 <D 주치의나 의사가 알려주어 口 @ 간호λ}가 알려주어 

l 口 @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재+ 보호자를 통해 口 @ 신문， 잡지， 텔레비전올 통해 

I 0 (5) 병실내 안내벽보， 병원회보를 보고 口 @ 실습나온 간호학생을 통하여 

|디@기타{무엇 

> 질문 1-1에서 @에 웅답한 경우 7}정간호를 받지 않은 이유까 무엇입니까? 

D 환자가병원에 있길원하여 口@그렇다 디@그렇지 않다 

2) 집에서 간호해 줄 가족이 없어서 口 @ 그렇다 口 @ 그렇지 않다 

3) 가갱간호를 받아도 크게 좋아질것 같지 않아서 口 @ 그렇다 口 @ 그렇지 않다 

4) 간호사의 진료가 미덩지 않아서 口 @ 그렇다 口 @ 그렇지 않다 

잉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口 @ 그렇다 口 @ 그렇지 않다 

6) 기 타 



<[-2> 철문 [-[에셔 <D에 웅담하지 않은 징-우 가정간호릎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口 φ 의사가 권하지 않아서 

口 @ 의사에게 의논해 보았으나 반대해서 

O@ 병원과 칩과의 거리가 멸이서 
口 @ 주거환경이 안정되지 못헤서 

口 잉 환자가 병원에 있길 원하여 

口 @ 징에서 간호해 줄 가족이 없어서 

口 @ 가정간호를 받아도 크게 좋아진것 같지 않아서 

口 @ 간호사의 진료가 미럽지 않아서 

디@기타 

<[-3> 주치의에게 가정간호이용에 대해서 의논했더니 반대한 격이 있습니까? 
口 φ 액 口@아니오 

2 의사가 퇴원올 권유하면서 기정간호를 권한다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口 @ 의사의 권유에 따르겠다 

口 @ 환자가 원할때까지 업원시키겠다 

口 @ 퇴원응 하나 간호사의 방문에 의한 치료는 거절하겠다 

口@기타{무엇 

a 그통안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아 생활하는혜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 

h口 m 예 口@아니오 

L>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어혀움융 주었습니까? 
口 φ 매우어려웠다 口@약간어려웠다 口@어렵지 않았다 

4 귀 댁의 경쩨수준은 다옴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볼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입니까? 

‘ 口@상 口@중상 口@중 口@중하 口@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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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3> 

가정간호이용환자 조사표 

口口口

1. 환자의 일반특스! 

1. 연령 : 만 m 셰 

2. 섣별<D남 @여 

3. 학력 <D 국졸 @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4. 직업 c:口(져침 1활용) 

5 쩨1진단명 o口口 / 책2진단명 m口 (지칭 2 활용.) 
___ 10 ____ 11 ~ 

---{져칭 2에 해당되는 진단명이 없을때 기업) 13 14 15 

6. 컬혼상태 (1) 기혼 @ 미혼 @ 사별 @ 별거 @ 이혼 16 

7. 현 가족구성 형벼 : 17 

@ 독신 @ 배우자 @ 자녀 혹은 손자 @ 배우자와 자녀(손자) 

@ 독신과 자녀(혹은 손자@ 부(모). 배우자， 자녀 

@ 부모와 형째 @ 기타(친척， 친지) 

8. 의료보장상댁 :(1) 직장의료보험 @ 져역의료보험 @ 공교의료보험 @ 의료보호 18 

가. 가정애서의 주 간호자 

1) 관계 <D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채자얘， 친척 @ 없음 @ 기타 19 

2) 연령 : 만m 세 a 21 

3) 성별 (1)냥 @ 여 2 

4) 학력 <D 국졸 @ 중졸이하 @ 고좋 @ 대졸이상 깅 

5) 직업 m<져칭 l활용) '" 25 

6) 가정간호환자와의 동거 여부 (1) 예 @ 아니오 '" 

나. 치료비용 주지불자의 특성 

1) 환자와 비용지불자와의 관계 : 21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체， 자때 @ 기타 

2) 치료비용 주지불자의 직업 : 口口(지침 l활용)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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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시 이용병상 : 口 인용 

2. 가정간호 의뢰전 진료파목 : 
<D 내과 @ 외과계열 @ 신경과 
@ 가정의학파 @ 응급실 @ 중환자실 

3. 가정간호 의뢰전 병원 입원기간 : 口口口 일 

4. 지난 1년간 책l진단영， 책2진단명으로 입원한 횟수(현 입왼 포합) 
<D 1회 (7) 2회 @3회 @4회 이상 

5. 가정간호 동록시 목적(지침 3 활용) 
<D 업원 후 회복 @ 찌활 @ 건강상태 유지 @ 호스피스 @ 기타 

6. 가정간호 둥록시 신체 • 기능 • 심리 • 환경 상태(져칭 4 활용) 
1).활력증상 <D Level 1 (7) Level II @ Levelm 

2) 의식수준 <D Level 1 (7) Level II @ Lev잉m 

3) 영 양 <D Levell (7) Level II @ Lev밍m 

4) 피 부 <D Level 1 (7) Level II @ Level m 

5) 배뇨 및 배 연 <D Level 1 (7) Level II @ Levelm 

6) 감각 및 운동 <D Level 1 (7) Level II @ Levelm 

7) 호 홉 <D lιevel 1 (7) LevelII @ Level m 
8) 일상생활수행 <D Levell (7) Level II @ Levelm 

9) 이 동 <D Level 1 (7) LevelII @ Levelm 

10) 정셔상태 및 객웅 <D Levell (7) LevelII @ Levelm 
11l 보조인 력 <D Levell (7) LevelII @ Levelm 

12) 시 셜 <D Levell (7) LevelII @ Levelm 
13) 환자 문쩨 수준(져칭 5 활용) : 

<D Classification 1 (7) ClassificationII 

7. 일상생활 수행능력(지칭 6 활용) 
1) 목욕/샤워 

2) 식사 

3) 보행능력 (50M) : 

8. 간병인 이용 여부(병원에서): <D 이용 
9. 가청간호를 주로 권유한 자 : 

<D 주치의 @ 간호사 @ 가정간호사 
@ 환자 본인 @ 가정간호 받은 환자 

m 

" 
J2 33 " 

JS 

" 
n 

-
훌
 -
잉
 -@ 

-“ 
-
잉
 -Q 

-“ 
-g 

-‘ 
-” 
-@ 

-g 

@산부인과 

@ 기타파(외혜) 

II. 병원 입원시 실태 

50 

51 

" 
잉 

@ Classificationm 

g 

@비이용 

i @보호자 

@기타 

회
 

외
 • 

따
 -

% 

-
뻐
 

-“ 
-

i -” 
-a 

-

m. 가정간호서비스 내용 및 종류 
총 방문희수 • 口디 회 

가갱간호서비스기간(가정간호 둥록일파 종결일사이) : 口口口 일 

l회 방문시 평균 서비스쩨공시간 · 口口口 분 

서비스 쩨공 내용 (지침 3 활용- 제공서비스 해당번호를 기채) 

1i 

n4 

”J 

J4-

~~/~-얻 / 
션 ~/-프 ~/←-만 -변 /-연 --믿 /건 / ~~/.-::.-프/ 

→~/~-얻 / 
~ -.!!. / 83 언 / 프 ←폰 / '"뻗 /-얻 ~/_-" ←.':./~~/ ! 

.，연 ι프 」얀 /-연 션 /~-얻/ 107 I연 / 1연 ~~-프 II~-칸 /~~/ 

칸 / →변 .-번 1_135 랜 m 분 
‘ 

션 1 __ 11’ -뀐'/-걱프 / 1걷 ~125 上" 1←~~/~성 130 

5 방문시 귀병훤에서의 영균 교통소요시간(변도) : 口口口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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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소모풍 의료기구 이용 여부 :<D 이용 

1) 구입방법 <D 자비구입 @ 벌림 

2) 의료기기영 : 기채 : 

@ 이용하지 않음 

@기다 

3) 구입장소 <D 우리 병원 @ 의료기상사 @ 다른 환자 @ 기타 

4) 구입 수월성 <D 때우 어려웅 @ 어려웅 @ 비교적 용。l함 @ 매우 용이함 

7. 타인력의 펼요성 유 • 우U게만 당하시오) : 

@ 우 @ 유(물리치료사)@ 윤(언어치료사) @유(간호조무사)(5) 유(기타) 

8. 가정간호 책공(쳐과쩨외， 혜당질병파 판련하여) 중 의료기판 이용 유 • 우 
<D 있다 @ 없다 

• 가정간호 쩨공 중 이용한 의료기관 
<D 입원시 의료기관(외래) lîJ 입원시 의료기관(응급설)@ 타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소 @ 한의원 @ 기타 

rv. 가정간호사와 주치의사와의 정기적인 환자상태 협의방법 
1. 환자애 대한 진료 및 쳐쳐를 위혜 가갱간호사와 주칙의사가 협의하는 방법 

<D 정기적 만남 口 회 @ 비갱기적 만남 口 희 @ 전화 통화 口희 
2. 가갱간호서비스 기간 중 환자가 주치의와 만난 횟수(외혜를 통하여) : 口희 

v. 가정간호 서비스 종결 상태 
1. 가갱간호셔비스의 주 종컬 컬정방법 

1) 가갱간호서 비스 종컬 첫 컬청자 : 口

@ 주치의와 협의하여 @ 가정간호사 판단하애 

@ 환자가 먼저 요구하여 @ 가족이 먼저 요구하여 
2) 가갱간호서버스 종결 사유 : 口

<D 통상 병훤에서 퇴원장태가 되었다고 환단하여 

@ 환자가 필요로하는 간호를 책공혜 주져 옷하여 

@ 환자가 가청얘서 가정간호를 받을 환경이 아니어서(7t족간호자가 없어서) 

@ 가정간호애 대한 수가청 구가 불가능하여 

@ 한항지역에셔 전출되어 

@ 가정환경 이 안전하져 옷하고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 환자스스로 외혜진료를 받으러 마닐 수 있어서 

@환자가사망하여 

2 가갱간호 종결시 환자상태 
1) 의식수준 <D 둥록시보다 향상 @ 별 변화가 없움 
찌 배뇨 및 배 변 <D 둥록시보다 향상 @ 별 변화가 없음 

3) 목욕/샤워 <D 둥록시보다 향상 @ 별 변화가 없읍 
4) 보행능력 (50M) <D 둥록시보다 향상 @ 혈 변화가 없음 
5) 환자 문혜 수준 <D Classification 1 lîJ ClassificationII @ Classificationm 

3. 시범기간(’94.9.1- ’95.8.30)중 가정간호 종결후 동일 진단명으로 인한 

가정간호 채둥록 여부 <D 었다 @ 없다 

VI. 가정간호 비용 

L 총 비용 : 口口口口천원 

교통비 • 口口口천원 

기본방문비 : 口口口천원 

개별행위료 : 口口口口천원 

(검사료， 투약， 처치 및 행위료 둥) 

기다 채료 · 기구 • 장비 구입비 : 口口口천원 

2 간병인 이용 유· 우(집에서:<D 이용 @ 비이용 

I J8 

'" 

l ‘o 

l ‘l 

‘“ 

1<'총口口회 

-→프회 

잉1 

lSO 

lSl 

lS< 

lSS 

'"뻗 ".뻗 」얀 l잉 I~ 원 

」얻 ]흔 →」얻 얻 원 

11-‘ iπ 1" 매 179 18)원 

←」민 얀 ←」펀 -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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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 2-4> 

종합병원의 가정간호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환자의 의견을 기재하시고 여건이 어려율 경우에는 
가족 중 주 간호자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는 누구입니까? 

口 @ 환자 口 @ 가족 중 주 간호자 

※ 귀하가 병원에 입원했을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해당란에 V표하여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했을때 의사에 대한 만족도 

(1) 의사가 진료혜준 시간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 
각 되는 만큼 충분했는지요 

매우 I _.. I 그렇지 
그렇다 | 그렇다 | 않다 

빼
 행
 
얽
 

(2) 의사는 질병의 경과나 주의사항에 대하여 내 
가 원하는 만큼 설명이나 상담해 주었는지요 

(3) 입원 중 건강문제 갑자기 발생시 의사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도움을 받았는지요 

병원에 업원했을때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빼
 뺑
 
웹
 (1) 간호사는 내 건강문제에 대한 내 에기를 잘 

들어 주었는지요 
••• “끼'1'''‘”….“.“……….'…-“…-“._--…-

(띠2잉) 간호사가 간호해 준 시간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했는지요 

(3) 간호사는 질병에 관한 관리나 상담， 주의사항 
을 내가 원하는 만큼 설명해 주었는지요 

(4) 입 원기 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받은 간호방법 이 
나 상담들은 도움을 받았는지요 

(5) 간호사는 회진할때 마다 나의 건강변화에 대하 
여 관심을 보였는지요 

(6) 귀하에게 제공한 간호사의 간호냐 처치기술은 
숙련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받았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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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 있었을 때 간병인을 이용하셨습니까? 

口 @ 이용함 -)r-- 간병인 이용기간 일 

」 간병 인 일당금액 원 

口 @ 이용하지 않음 

2.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있는대로 

v 표) 

口 @ 주치의나 의사가 알려주어 

口 @ 간호사가 알려주어 

口 @ 입원해 있는 동안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口 @ 병원이나 병실내 안내벽보 혹은 병원회보 둥을 보고 

口 @ 신문(일간지)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알게 되어 

口 @ 기타(무엇 : 

3. 가정간호를 받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口 @ 환자가 집에 가길 원하여 

口 @ 간호해 줄 가족이 없어서 

口 @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口 @ 내 질병은 입원이 크게 도움되지 않아서 

口 @ 병원에서의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口 @ 기타 (무엇: 

4. 귀하가 입원한 병원에 가정간호제도가 없었다면， 권화늪 언제 퇴원하실 계획이었 

습니까? 

口 @ 가정간호 둥록 당시 퇴원하려 하였다. 

口 @ 좀 더 입원할 계획이었다. 

5. 가정간호 이용기간 중 다른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료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I口@예 口@아니오 

1-)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口 @ 가정간호사가 의뢰해 주어서 

口 @ 병의 치료가 잘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口 @ 좀 더 빨리 낫고 싶어서 

口 @ 가정간호를 받아본 결과 회복이 더뎌서 

口 @ 가정간호사의 치료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口@기타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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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보다 가정에서 치료받으셔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 

습니까? 있는 대로 V표하십시오 

口 @ 진료비가 적게 들어서 좋았다. 

口 @ 입원시에는 가족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 

면서 편하게 간호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口 @ 병원에서 보다 질병상태나 관리방법 둥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口 @ 간호사가 환자외에 다른 가족의 건강문제도 해결해 주어서 좋았다. 

口 @ 가정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주치의사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치료받아서 

좋 

았다. 

口 @ 나의 사생활이 자유롭게 유지되어서 좋았다. 

口 @ 환자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서 좋았다-

口 @ 나의 건강에 대한 가족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다. 

口 @ 기타 (무엇: 

* 그리고 그츄에서 가작 좋았더 적은 몇낸 임니까7. ( 

7.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것 보다 가정에서 치료받으셔서 더 불편한 점(개선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있는 대로 V표하십시오. 

口 @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口 @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가 계속되지 않은 점 

口 @ 병원에 있을때보다 가족이 불편하고 더 고생스러운 점 

口 @ 환자의 이동이나 개인위생관리(목욕， 대소변관리 동)가 불편한 점 

口 @ 의료기구나 장비가 없어서 치료에 불편한 점 

口 @ 치료 및 처치기술이 병원보다 수준이 낮은 점 

口 @ 응급상황 및 필요한 일이 생겼을때 즉시 간호받을 수 없는 점 

口 @ 가정에서 환자식사를 별도로 준비하는 문제 

口 @ 간호사의 태도 

口 @ 가정간호비용 지불방법 

口 @ 가정간호비용이 비싼점 

口 (꾀 기타 (무엇: 

* 그리고 그중에서 가작 불편했던 점(개선해야할 점)은 몇번 임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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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를 간호해주는 가족들의 관심도가 병원에 있을때 보다 어떻습니까? 

口 @ 관심이 많아짐 口 @ 비슷함 口 @ 관심이 적어짐 

10. 가정간호사이외의 타 인력이 반드시 가정방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口 @ 예 ->누구? 口 @ 의사 口 @ 물리치료사 口 @ 영양사 

口 @ 사회사업가 口 @ 기타(누구 

口@아니오 

11. 귀하와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가 있다면 어디서 치료와 간호받기를 권하시겠습 

니까? 

口 @ 꼭 필요한 시기만 병원에 입원해 있고， 회복시기에는 조기퇴원하여 간호 

사에 의해 집에서 치료받도록 권하겠다 

口 @ 완쾌될때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도록 권하겠다. 

口 @ 완쾌될때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퇴원하여 가정간호를 받 

도록 권하겠다 

口 @ 그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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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가정에서 직접 받았던 칸호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시는지 해당 

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가정간호사가 방문했을때 

다음 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1) 가정간호사는 내 건강문제에 대한 내 얘 
기를 잘 들어 주었는지요 

(2) 가정간호사가 간호해준 시간은 내가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충분했는지요 

(3) 질병의 경과나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과 

상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설명해 주었는 

지요 

(4) 방문할때마다 내 건강의 변화정도에 대하 

여 관심을 보였는지요 

(5) 간호사의 간호나 처치기술은 숙련되었다 

고 생각하시는지요 

(6) 내 질병을 간호， 상답할때 가족을 참여시 

키켰는지요 

(7) 지금까지 받았던 가정간호서비스 총 횟수에 
대하여 만족하시는지요 

(8) 가정간호사가 귀 댁을 방문한 간격에 대해 
서 만족하시는지요 

(9) 병원 주치의가 나의 건강변화에 대하여 관 
심을 보였는지요 

(10)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보다 집에서 치료 

받는 것이 마음편했는지요 

(11) 가족이 나를 돌보는 것이 병원에서보다 
수월하였는지요 

(12) 간호사가 나의 건강문제나 건강관리에 
관한 간호와 상당은 도움이 되었는지요 

(13) 업원비가 절약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가 받았던 가정 
간호서비스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셨는지요 
? 

f힐탑 | 그렇다 
그렇지 | 매우 ~ 

| 그렇지 | 
않다 I ~^，:~，' I 모르겠다 

|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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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비소모품 의료기구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口 @ 이용 디 @ 이용하지않음 

」→ 1) 구입방법은 ? 口 @ 자비구입 口 @ 벌림 口 @ 기타 

2) 구입비용은 ? 원 

3) 구입장소는 ? 口 @ 이용중인 가정간호사업 병원 

口 @ 의료기상사 

口@다른환자 

口@기타 

* 다음은 가정에서 칸호하신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 중 주로 간호하신 분이 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병인 이용 유 · 무(집에서) 口 @ 이용 -)，간병인 이용기간 ---일 

간병인 일당금액 ---원 

口@비이용 

2. 가정간호서비스에 비하여 가정간호로 지불된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너무 비싸다 

口 @ 적절하다 

口 @ 너무 싸다 

口@조금 비싸다 

口@조금싸다 

3. 현재의 가정간호비용 지불방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口 @ 지금과 같은 지불방법이 편리하다 

口 @ 지금과 같은 지불방법은 불편하다 

L> *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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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동안 이 환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이 생활하는데 어려웅을 주었습니까? 

h口@예 口@아니오 

L-> 口 @ 매우 어려웠다 

口 @ 약간 어려웠다 

口@어렵지 않았다 

5. 귀 댁의 경제수준은 우리나라 가정의 경제상태를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볼때 어 

느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口 @ 상 口 @ 중상 口 @ 중 口 @ 중하 口 @ 하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 355-8000-7 (교환 319)로 연락 

해 주시기 바라오며， 조사표 기재후 곧 바로 송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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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昭l 究l 報l 告l 書 l

i 95-01 :;ffi十字會費 幕金制度 改善方案 홍 

‘ 를 A5新 / 149쪽 / 定價 4.000원 / 韓惠뼈 · 훌仁喆 • 姜惠圭 著 를 
1 , 
1 95-02 化避品 價格表示의 適正化 方案 i 
~ A5新 / 134쪽 / 定價 4.000원 / 曺표國 · 李相曉 · 金銀珠 著 : 

1 95-03 家族缺握의 類型別 特徵과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i 
1 A5新 / 467쪽 / 定價 11.000원 / 孔世權 · 曺愛姐 · 許美曉 著 i 

~ 95-04 義懷制度의 現況과 發展方向 ‘ g 
1 A5新 / 187쪽 / 定價 5.000원 / 李顯松 • 李必道 著 i 

~ 95-05 出훌率援測과 A口構造 安定을 위한 適표出훌水準 g 
1 A5新 / 217쪽 / 定價 6.000원 / 文觀 · 張輔 · 金柔敬 著 i 
1 95-06 低所得層 實態變化와 政策課題 i 
i A5新 /472쪽 / 定價 11.000원 / 훌仁喆 · 李成基 外 i 

l 95-07 血發分劃製齊l의 公共管理政策에 관한 昭究 ! 
A5新 / 162쪽 / 定價 5.000원 / 韓惠聊 · 鄭宇鎭 著

95-08 몇兒死亡率 算出을 위한 調춤方法 開發鼎究
A5新 / 180쪽 / 定價 5.000원 / 韓英子 · 都世綠 外

95-09 公聚保健醫師 職務敎育 改善方案
A5新 / 177쪽 / 定價 5.000원 / 李大熙 · 李熙龍 · 鄭뻐 著

1 95-10 醫藥品 再評價制度 改善方案 i 
i A5新 / 158쪽 / 定價 5.000원 / 李懷뼈 • 張善美 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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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1 保育拖設 評價基準 및 評價體系 開發

A5新 / 141쪽 / 定價 4.000원 / 鄭基源 • 吳美破 · 安賢愛 著

95-12 醫擾部門으| 情報利用 活性化

A5新 / 166쪽 / 定價 5.000원 / 金東奎 外

95-13 韓國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昭究( 1)-總、括編-

A5新 / 362쪽 / 定價 9.000원 / 趙南勳 外 ; 

릉 韓i행의 社會指標 體系改編 阿究(II )-解說編

1 A5新 / 366쪽 / 定價 9.000원 / 趙南勳 外 : 

i 95-14 特珠醫藥品 開發 및 需給戰略
A5新 / 276쪽 / 定價 7.000원 / 李慶때 · 張善美 • 째陣款 著 g 

~ 95-15 1995年度 障碼A 實態調훌 
A5新 / 454쪽 / 定價 11.000원 / 鄭基源 · 權善進 • 桂勳혜 著 들 

1 ~ 
1 95-16 韓國의 에이즈管理 및 藍視體系의 效率的 運營方案 i 
훌 A5新 / 167쪽 / 定價 5.000원 / 李順英 著

95-17 地域醫爆保險 國庫支援方式의 評價와 改善方案 i 
듣 A5新 / 136쪽 / 定價 4.000원 / 崔秉浩 著 프 

95-18 훌핏保險 서비스 傳達體系의 改善方案 : 

A5新 / 447쪽 / 定價 10.000원 / 金龍夏 · 崔秉浩 • 李忠燮 外 틀 

95-19 ’ 94年度 遠隔談擾 示範事業 分析 評價 : 

A5新 / 283쪽 / 定價 7.000원 / 曺在國 • 宋泰꼈 · 金銀珠 外 : 

95-20 地方自治時代의 主要 保健 · 福社專業 評價體系 開發 : 
A5新 / 231쪽 / 定價 6.000원 / 洪文植 · 張英植 · 吳英姬 著 : 

i 95-21 A口規模 및 構造變動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 

A5新 / 279쪽 / 定價 7.000원 / 趙南勳 · 洪文植 • 李相曉 編著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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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2 老A福社의 現況과 政策課題 : 
를 A5新 / 301쪽 / 定價 8.000원 / 金秀春 • 林鍾權 • 徐美뼈 外 : 

’ 95-23 兒童福社收容施設 運營評價 및 改善方案
A5新 / 475쪽 / 定價 11.000원 / 金應錫 • 金쩔훌玉 • 李尙、憲 外

i 95-24 末期愚者 管理를 위한 「호스피스」으| 制度化 方案

1 A5新 / 199쪽 / 定價 5.000원 / 黃那美 훌仁喆 著

‘ 
1 95-25 韓國A의 健康과 醫薦利用實態 i 
1 - 1995年度 國民健康 및 保健意識行態調훌 -

를 A5新 / 297쪽 / 定價 7.000원 / 崔옮秀 · 南貞子 · 金泰貞 外 를 
i 

i 95-26 韓國A으l 保健意識行態 i 
- 1995年度 國民健康 및 保健意識行態調훌 - 를 

~ A5新 / 341쪽 / 定價 8.000원 / 南貞子 崔옮秀 金泰貞 外 : 

‘ 릉 95-27 屬科醫師A力 需要와 供給 推計
~ A5新 / 99쪽 / 定價 4.000원 / 白和宗· 崔옮秀 著 g 

릉 95-28 醫擾保險組合의 經營評價 現況과 發展方向 를 

t A5新 / 170쪽 / 定價 5.000원 / 李忠燮 著 g 

듣 95-29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補充給與뿜iJ度 導入方案

! A5新 / 189쪽 / 定價 5.000원 / 金美坤 · 全學錫 · 뻔아 著 g 

: 953O 保健福社事務所 模型開發 및 -次年度 運營評價 : 
~ A5新 / 310쪽 / 定價 8.000원 / 李成基 金成禮 뻔아 著 : 

~ 95-31 談標園別 醫擔資源의 供給現況 分析과 地域特性의 類型化 를 
훌 A5新 / 175쪽 / 定價 5.000원 / 金東奎 · 金銀珠 著 : 

듣 95-32 OECD 保健統計 作成基準에 관한 빠究 
1 A5新 / 204쪽 / 定價 6.000원 / 桂勳행 · 都世綠 著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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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3 保健福社統計 改善方案에 관한 隔究
A5新 / 110쪽 / 定價 4.000원 / 桂勳혜 • 李承旭 著

95-34 醫標用具 管理制度의 比較昭究
A5新 / 266쪽 / 定價 7.000원 / 白和宗 • 金惠運 著

] 95-35 國民健康增進 目標와 戰略

‘ 훌 A5新 / 537쪽 / 定價 12.000원 / 下鍾和 · 金惠運 編著 들 

1 95-36 國民年金制度의 農演村地域 適用現況과 定置方案 : 

A5新 / 271쪽 / 定價 7.000원 / 崔秉浩 • 李正雨 • 李相恩 外 틀 

1 95-37 國民年金 財政安定化를 위한 構造調整 方案 i 
~ A5新 / 241쪽 / 定價 6.000원 / 金龍夏 · 石才恩 · 尹錫펄 著 를 

i 95-38 國民醫薦費의 時系列 및 間接醫爆費用 推計 i 
t A5新 / 144쪽 / 定價 4.000원 / 洪程基 著 를 

1 95-39 韓國 保健 · 社會福社 政策昭究 i 
릉 - 1995年度 冊究結果 要約報告 - 를 

듣 A5新 / 309쪽 / 定價 8.000원 / 徐文姬 編 : 

1 96-01 OECD國家의 社會保障制度 比較班究 : 
A5新 / 183쪽 / 定價 5.000원 / 李成基 著

96-02 Sex Preference for Children 때d Gender 마scrimination in Asia 
A5新 /280쪽 / 定價 7.000원 / 韓國끊健社會冊究院 . UNFPA 

96-03 障碼A 就業實態와 흩揮의 經濟的 效果
A5新 / 371쪽 / 定價 9.000원 / 鄭基源 · 權善進 · 金龍夏 外

l 政l 策l 報l 告l 書 l

‘ 1 95-01 國際社會保障協定 縮結의 對應方向 金龍夏 · 崔秉浩 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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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95-02 A口變動에 따른 勞動A力 需給展望과 政策課題 를 
鄭宇鎭著 g 

! 95-03 地方化時代의 保健福社政策 方向 ! 
金元重·鄭基源·張英植 外 ; 

1 95-04 生活保護對象者의 永久홉貨아파트 現況과 政策課題 i 
*~純一 著 i 

~ 95-05 高敵化 社會를 향한 老人福社의 實錢課題
金秀春 • 林鍾權 · 徐美뼈 • 吳京錫 著

~ 95-06 PROPOSALS FOR ENLARGING IN1ER-KOREAN i 
ECONOMIC REUπONS 延河淸 著 를 

‘ 95-07 偏父母 家口의 生活實態와 福社對策 孔世權 曺愛姐 著 : 

95-08 公共醫續의 實績評價와 政策課題 朱建據 · 金元重 著 ! 

: 96-01 低出훌 時代의 人 口問題와 政策課題 를 ‘ 趙南勳·洪文植·李相購·張英植著 ! 

1 96-02 障碼A 實態調훌 結果와 政策課題 ! 
鄭基源·權善進·鄭宇鎭著 i 

96-03 婚禮文化의 問題點과 政策課題 李顯松.. 裵花玉 著 를 

‘ 
! I 政l 策l 昭l 究 l 資 l 料I ~ 

1 95-01 老A 保健 · 醫擾의 現況과 改善方案 徐美聊 著 i 

1 95-02 RESEARCH ON 田따;rn AND SOCIAL WELF.뻐E IN KOREA ~ 
1 - 1994 SUMMARY REPORf OF KlHASA - 冊究調整室 編 i 

! 95-03 保健훌業統計 情報體系 構棄을 위한 昭究 ! 
洪程基 鄭永澈著 i 

1 95-04 韓國人으I r삶의 質J -A間開發을 中心으로- 李顯松 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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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5 人口 • 保健 · 社會 書誌 朴熙淑 • 宋泰꼈 編

95-06 韓國的 福社模型의 定立과 政策方向 (全2卷)

95-07 保健醫擾훌業 技術開發 支援現況과 政策課題
金元重·朴泳澤著

95-08 社會保障財政의 國際比較와 展望 ;뭘仁喆 • 金秀鳳 著

95-09 醫g향品 流通構造의 現況과 政策課題
曺tE國 • 李相曉 • 金銀珠 著

95-10 南北韓의 人口·保健·社會保障 比較
鄭基源 • 姜惠、圭 • 李相恩 著

96-01 老A縣、合福社타운의 模型開發 릉 
1 老人利用施設을 中心으로- 吳京錫 · 徐美聊 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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