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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원일수관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과 재원일수 관
리 수준을 비교하여 의료기관의 재원일수 수준을 평가하고 재원일수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일수 벤치
마킹 시스템을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된 재원일수 중증도 모형을 
이용한 융복합의 재원일수 벤치마킹 웹 프로그램은 병상 규모별, 지역별 비교되도록 구현되었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
와 함께 리포트기능도 추가되었다. 또 실시간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산출 기능도 구현되었다. 시범운영 결과, 병원 
운영진 또는 해당 임상 과로부터 질환별, 지역별 비교통계를 요청받으므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이 장기재원관
리, 질환별 재원관리 등 재원일수 관리에 효율적인 시스템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활용을 위해서는 중증도 보정 질환의 확대와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주제어 : 벤치마킹, 재원일수, 중증도 보정, 웹 프로그램,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LOS(Length of Stay) bench-making system that can provide efficient 
by comparing the LOS management of other hospital and level evaluation for inducing the LOS to manage 
their own activities. The convergence LOS bench-making web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to compare a 
variety of beds, regional group, followed reporting with excel files downloads by using the severity-adjusted 
LOS model of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data. Features that are computed in 
real-time severity-adjusted LOS was also implemented. Trial operating results, bench-making system was 
confirmed efficient for management of LOS on the long-term care and group of disease in hospital from the 
staff or medical department, receive requests comparative statistics by area and disease group. Therefore the 
policy alternative on extension of severity-adjusted LOS is needed to utilized bench-making system on 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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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 8.4일에 비해 1.9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

다[1]. 이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주요 요인 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행 별 수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2]. 

, 진료비에 한 심사가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

험 등 각각 시행됨에 따라 상 으로 진료비 심사가 엄

격하지 않은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환자의 재원일수

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3,4,5,6].

재원일수는 병원 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

표이다[7]. 우리나라의 평균재원일수가 높다는 것은 국가

의 의료자원이 효율 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

이다. 평균 재원일수가 높을수록 퇴원환자의 입원 진료

비용이 늘어나고 입원환자를 상 으로 비용이 렴한 

외래 의료서비스로 환할 수 없으므로 국민 의료비 증

가에 향을 미친다[7].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원환자 1인

당 평균재원일수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것은 반

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재원일수 감을 해 국가 으로는 1994년 의료보장

개 원회에서 처음 제안된 포 수가제를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오다 2012년 6월 1차 병ㆍ의원 을 상으

로, 2013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7개 질병군에 해 

면 실시하고 포 수가제와는 별도로 2008년에는 일본

의 일당 포 지불제를 변형한 신포 수가제의 시범 사업 

등 행 별 수가제의 문제  해소와 개선을 해 노력 

이다[8]. 이 외 2012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문심사기 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탁할 수 있게 하 고 2013년 7월부

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심사 수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자동차보험․산재

보험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9]. 이런 이유로 재 의료기 은 

입원  재원일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며 재원일수 

리를 해 극 으로 노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원일수 정책  수단은 도입 기에는 재원 기간에 

활발하게 향을 끼치게 되나 이후 효과가 둔화되는 경

향을 보이는 데 포 수가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 기간의 

변화 분석[10,11] 등의 선행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

책  수단은 효과가 지속 일 수 없고 응 과정을 거치

고는 긴장이 완화되면서 교정되는 한계가 있다. 효율  

재원일수 리를 해서는 재원일수 변이요인 악을 통

해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제시도 필요하지만, 가장 

요한 것은 의료기 이 자발 으로 재원일수 감을 해 

노력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의료기 의 자발  재원

일수 감 활동 유도를 해서는 타 의료기 의 재원일

수 황을 벤치마킹하게 하여 스스로 문제 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12]. 즉, 의료기 의 입원환자 자료를 이용하

여 융복합  데이터마이닝 분석의 증도 보정 후 의료

기 의 재원일수 수 을 평가하고 기 별 비교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유도하는 융복합 벤치마킹 

시스템이 필요 하다[13]. 

외국에서는 오래 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

도하기 해 의료기 별 의료서비스의 결과 수 을 평가

하고 이를 비교하는 벤치마킹 기법을 개발하고 평가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94년 Thomson  Reuters

에서 발표한 ‘Top 100 Hospitals’ 내 수술환자의 증도 

보정 재원일수를 평가한 사례가 있고, 2005년 

MMTC(Michigan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er)에

서 증도 보정 재원일수의 평가를 수행하는 로젝트를 

진행하 다[14]. 국의 경우는 2001년 CHKS(Caspe 

healthcare knowledge systems)의 ‘Top hospitals 

program’과 2008년 NHS(National health services)의  

‘Choices hospital scorecard’를 통해 증도 보정 재원일

수, 수술  재원일수를 평가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결과 

수 을 평가는 벤치마킹 로젝트가 수행되었다[14,15]. 

2004년 WHO에서는 PATH(Performance assessment 

tool for quality improvement in hospitals)를 구축하여 

 세계의 성심근경색증, 뇌졸 , 지역사회 획득 폐렴, 

엉덩이 골 , 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의 재원일수를 평가

하고 있다[14,16]. 

국의 한 의료기 에서는 RTM(Real time monitor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기 의 재원일수 수 을 평가, 타 

병원과 비교해 정형외과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를 새롭게 구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한 결과 재원일수가 

행 8일에서 4일로 단축되었고, 1일당 약 200 운드의 

의료비용 감[15]을 가지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Ine Borghans et.al.의 연구[22]에서는 벤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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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시스템은 의료기 에서 잠재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재원일수가 며칠인지 규명할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 다. 

체 의료기 의 평균재원일수  하  15%에 해당하는 

69개 의료기 의 평균재원일수 보다 높은 기 을 선정하

여 잠재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재원일수가 며칠인지 

규명하기 해 벤치마킹 시스템의 재원일수 증도 보정

을 측정한 결과 잠재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재원일수

는 180일로 조사할 수 있어 잠재 으로 감 가능한 재원

일수를 측정  제시에 높은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재원일수에 한 증도 보정 

모형 개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의 개발이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8,19]. 따라서 외

국의 사례처럼 의료기  스스로 재원일수 리의 효율성

을 향상하기 해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을 개발하

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구축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의 로그램은 의료기 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웹 로그램방식으로 구

축하 고, 일반 인 응용 로그램 개발 차인 시스템 요

구분석,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구 , 사용자 테스트 

단계를 따랐다[20]. 재원일수의 증도 보정 통계 모형은 

2012년, 2013년 질병 리본부에서 개발되어 검증된 것을 

사용하 다. 

2.1.1 시스템 요구분석

시스템 요구분석단계에서는 웹 방식 운 에 필요한  

웹서버 개발환경, 사용자 환경, 벤치마킹 시스템에 필요  

기능을 정의 하 다[21].

2.1.2 데이터베이스 설계

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방법인 실체- 계도 기법

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 다. 

2.1.3 시스템 구현

SQL Server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웹 로그래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 하 다.

2.1.4 사용자 테스트

시스템 공개  사용자 웹 환경에서 시스템운 이 원

활한지를 확인하고 오류를 검하 다.

2.2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적용 및 평가

활용성 높은 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벤치마킹 시스

템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용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

다[4]. 이에 시범병원에 시스템을 운 한 후 만족도  활

용성을 평가하 다. 

2.2.1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대상

재원일수 벤치마킹 질환  보정 모형은 2012, 2013년 

질병 리본부에서 수행되어 신뢰성이 검증된 성심근

경색, 성뇌졸 , 머리 내 손상, 허 성 심장질환, 무릎

치환술, 목의 손상 질환의 증도 재원일수를 재원

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용 상으로 선정하 다[4,17]. 

2.2.2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시범 운영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로그램 시범운 은  의

료기 의 만조도  활용도 확인을 해 퇴원손상심층조

사 참여 병원 병상 그룹을 고려한 100병상～299병상, 30

0～499병상,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 등 4개 그룹이 

모두 포함되도록 의료기 을 선정하고 운 하 다.

2.2.3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평가

운  기간을 교육, 간 검, 종료 단계로 설정하고 

단계별 설문과 활용사례로 만족도와 활용도를 평가하

다.

3. 연구결과

3.1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개발

3.1.1 재원일수 중증도 보정 모형 선정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12～13년도 질

병 리본부에서 개발된 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은 동

반상병 보정방법  CCS(Clinical classification software) 

진단군 분류기 과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 나무기법

을 사용한 것으로 Root ASE(average squared error)로 

모형의 평가 결과 성심근경색 12.63, 성뇌졸  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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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내 손상 33.15, 허 성 심질환 9.00, 무릎 치환술 

11.14, 목의 손상 12.85 고, 재원일수 측도 개발 질환 

모두 100% 산출되어 높은 측률을 보 다[4,17].

3.1.2 시스템 정의

웹 기반 로그램에 필요한 환경정의[21],  벤치마킹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13]에 한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재원일수 증도 모형의 웹 기반에 필요한 서버의 운

체제, 데이터베이스, 애 리 이션 환경과 사용자(클라이

언트) PC의 운 체제, 웹 버 , 응용 로그램, 하드웨어 

환경이 정의되었고, 벤치마킹에 필요한 인증, 비교조회, 

산출 서비스 기능이 정의되었다<Table 1>.

Environment Definition

Server 

Operating system

Micrsoft windows server 2003 over

Web service : IIS 5.0 over

System path : service pack 2 over

Database
Microsoft SQL server 2000 over  

Microsoft.ace.oledb.12.0

Application
Chartdirector version 5.1 over

Dextfileupload web component

User

Operating system
Micrsoft windows XP (sp2 over)

Vista, 7, 8

Web version
Microsoft internet explorer  version 8 

over

Application Microsoft office 2003–2013

Hardware
Internet network with pentimum 4 

over Memory 1G / HDD 1G over

Service

Authentication User authentication function

Presentation
Comparison function of LOS by area, 

beds

Processing
Real time severity-adjusted LOS 

function

<Table 1> Definition of System

3.1.3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Fig 1]을 구 하기 해 재

원일수 증도 보정된 재원일수 증도 보정통합 DB는 

계형 데이터 베이스 형태로 모델링 되었다. 의료기  

계정(HIDENT), 퇴원손상환자(NHDSA), 업로드 퇴원손

상환자(NHDSB), 퇴원손상환자 증보정 분석

(NHDSA_VALS), 퇴원손상환자통계(NHDSA_Summary), 

업로드 퇴원손상환자 증보정 분석(NHDSB_VALS), 

업로드 일(FILE_INDEX) 등 총 7개의 테이블로 구성

되었다. 

의료기  계정 테이블과 퇴원손상환자․업로드 퇴원

손상환자 테이블은 일  다의 계, 퇴원손상환자 테이

블과 퇴원손상환자 증보정 분석 결과정보․퇴원손상

환자 통계 테이블은 일  일 계를 가진다. 업로드 퇴

원손상환자 테이블과 업로드 퇴원손상환자 증보정 분

석 테이블은 일  일 계, 업로드 퇴원손상환자 테이블

과 업로드 일 테이블은 다  일의 계로 모델링 되었

다[Fig. 2].

[Fig. 1] Structure of Bench-Making System on 
length of stay(LOS)

[Fig. 2] Entity relationship diagram

3.1.4 시스템 모듈 구현 및 전개

재원일수 벤치마킹 웹 로그램 구 은 2012년 일

럿 운 된, 의료기  질 리 증도 보정 병원통계 로

그램[17]의 구조를 재구성한 구  모듈이 구 되었다. 의

료기  계정 후 메인화면을 심으로 계층  구조로 

상 질환군 시스템에 근되도록 하 고, 편리성을 해 

질환 서  화면에서는 타 질환의 결과도 조회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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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gram module

3.1.4.1 인증

시범 용 의료기 의 정보보호가 되도록 의료기 의 

담당자가 인증을 받아 시스템에 근하는 모듈이 개발되

었다[Fig. 4].

[Fig. 4] Picture of log-in 

 3.1.4.2 기화면

메인 화면은 개발된 질환군의 증도 보정 로그램

에 각각 근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Fig. 5].

[Fig. 5] Main picture

3.1.4.3 비교조회 화면

증도 보정 평균 재원일수 지표를 병상 규모별, 지역

별 비교군을 선택하여 다양한 비교 결과를 조회할 수 있

는 화면[Fig. 6]과 본 의료기 의 정보를 다양하게 결과 

조회할 수 있는 상세화면도 구성하 다. , 질 리 결과

를 보고서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변화기능을 추

가하 다[Fig. 7].

[Fig. 6] Picture of comparative presentation

[Fig. 7] Picture of excel conversion

3.1.4.4 업로드 화면

특별한 로그램 없이 증도 보정 재원일수 산출이 

가능하도록 자동 업로드 화면을 구성하 다. 퇴원손상심

층조사 규칙에 오류 없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증도 보

정 분석되도록 업로드 분석등록 모듈[Fig. 8]과 증도 

보정 재원일수 산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도 보정 

분석결과 조회 모듈[Fig. 9]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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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icture of registration in Up-load file

[Fig. 9] Picture of presentation in result by analysis  

3.1.5 검증

시범운   개발된 로그램을 사용자 환경에서 테

스트 한 결과, 업로드 일은 *.XLS, 응용 로그램은 

Excel 2010 이상,  사용자의 운  환경은 Windows XP․ 

Windows 7․8 이상, 웹 서비스 주소의 신뢰 사이트 등록 

등의 사항을 수하여야 원활한 운 이 가능함이 확인되

었다.  

3.2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시범 결과

3.2.1 시범 운영 일정

질병 리본부의 조를 얻어 부산  경남 지역의 병

상 그룹을 고려한 100병상～299병상, 300～499병상, 50

0～999병상, 1,000병상 이상 등 4개 그룹의 퇴원손상참여

병원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시

범운  참여 의사가 있는 100병상～299병상의 2개, 30

0～499병상의 2개, 500～999병상의 1개, 1,000병상 이상

의 1개 등 총 6개 의료기 이 선정되었다. 

검증단계에서 확인된 주의사항과 재원일수 벤치마킹 

웹 로그램 운  실습을 해 퇴원손상심층조사 담당자 

 의료기  재원일수 질 리 담당자 12명을 상으로 

운   일일 사  교육을 하 으며, 시스템 시범 운 은 

3개월간 진행되었다. 운   방문과 유선으로 시스템 개

선  등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 실태를 확인하는 검이 

진행되었다<Table 2>.\

Step Date Method

Selection 
2014/ 2/ 1

∼ 2/ 11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hospital confirmed

▪Confirm of take part in trial application

Education 2014/ 2/ 22

▪Education of hospital use

▪Comprehension of severity-adjusted statistics

▪ Practice of web program

Operation 
2014/ 3/ 1 

∼ 5/ 31

▪ Operation of bench-making web program by 

on-line

Check
2014/ 4/ 1 

∼ 5/ 7

▪ Check of trial application 

▪ Consultation( visit, telephone)

<Table 2> Schedule of trial application

3.2.2 운영 평가 결과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 시범운   

교육, 간 검, 종료 단계별 조사된 설문조사와 결과 단

계의 활용사례로 증도 보정 재원일수 지표에 한 인

식도,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로그램 활용도, 타당

도, 벤치마킹 시스템 활용이 평가되었다. 

3.3.2.1 증도 보정 재원일수 통계 인식도

교육단계에서 시범운  상자의 증도 보정 병원통

계에 한 인식도를 악한 결과 증도 보정에 해 이

해하고 있는 비율은 41.7% 으나, 종료단계에서는 81.8%

로 조사되었다. 병원 내 증도 보정 질 리 지표 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증도 

보정 질 리 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낮

았지만, 재원일수 증도 보정 지표가 재원일수 개선을 

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조사되

었고, 증도 보정 병원통계 웹 로그램 재원일수 리 

도움 정도를 악한 결과 도움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1.8%로 나타났다<Table 3,4>.

Awareness N %

Comprehension of 

severity-adjusted statistics
Well 5 41.7

Moderated 6 50.0

Poor 1 8.3

Carried out management of 

severity-adjusted indicate in 

hospital

Yes 3 25.0

No 6 50.0

Not yet 3 25.0

Important severity-adjusted 

indicate for improvement of length 

of stay 

Well 8 66.7

Moderated 4 33.3

Poor 0 0.0

Total 12 100.0

<Table 3> Awareness of severity-adjusted statistics 
(Educatio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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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N %

Comprehension of 

severity-adjusted statistics
Well 9 81.8

Moderated 2 18.2

Poor 0 0.0

Assistance of management on 

length of stay

Well 9 81.8

Moderated 2 18.2

Poor 3 25.0

Total 11 100.0

<Table 4> Awareness of severity-adjusted statistics
(Completion step)

3.3.2.2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 활용도

간 검단계 다 응답 빈도분석을 통해 증도 보

정 재원일수통계 웹 로그램의 활용 용도를 악한 결

과 타 의료기 과 재원일수 비교가 33.3%로 가장 높았고, 

시범운  종료단계에서 지속  증도 보정 재원일수통

계 웹 로그램의 활용 의사를 확인 결과 활용해 보고 싶

다는 의견이 72.7%로 나타났다<Table 5,6>.

Utilization N %

Monitoring of patient by group disease  3 25.0

Gap position compare by LOS-P LOS 2 16.7

Gap posion compare by LOS-P LOS 1 8.3

Average compare of compare group   by LOS 4 33.3

Other 2 16.7

Total 12 100.0

<Table 5> Utilization of severity-adjusted statistics 
on length of stay by web program

Intention N %

More utilization more 8 72.7

Moderated 3 27.3

Not 0 0.0

Total 11 100.0

<Table 6> Continuance intention of severity- 
adjusted statistics on length of stay 
by web program 

3.3.2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프로그램 타

당도

종료단계 빈도분석을 통해 증도 보정 병원통계 웹 

로그램 개발에 한 타당도를 악한 결과 타당도 있

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0.0%로 나타났다. 

Validity N %

Well 11 100.0

Moderated 0 0.0

Poor 0 0.0

Total 11 100.0

<Table 7> Validity of severity-adjusted statistics 
on length of stay by web program

3.3.3 재원일수 벤치마킹 사례분석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로그램 운  후 운 자

가 작성한 개선 보고서를 이용해 병상 규모별 벤치마킹 

개선사례를 분석하 다.

3.3.3.1 1000병상 이상 벤치마킹 사례

1,000병상 이상 시범병원 경우 증도 보정 재원일수 

웹 로그램을 활용하여 6개 질환에 해 증도 보정 

․후의 재원일수를 산출하고, 체 1,000병상 이상 의

료기 , 지역 내 1,000병상 이상 의료기 과 비교한 분석

결과를 의료기  경 진에게 보고한 결과 타 의료기 의 

질환별 분석결과를 지속 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1 500～999병상 벤치마킹 사례

500～999병상 시범병원 경우 증도 보정 병원통계 

웹 로그램을 활용하여 6개 질환에 해 2004～2013년

까지의 재원일수 추이 악자료, 본원과 타병원의 재원

일수 비교 결과 자료를 진료처장, 임상과, 정진료지원

, 의료의 질 향상 과 공유하 으며, 질환별로 재원일

수가 높은 환자를 악하여 이를 장기 재원 리 개선 자

료로 활용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3.3.3.1 300～499병상 벤치마킹 사례

300～499병상 시범병원 경우 증도 보정 병원통계 

웹 로그램을 활용하여 6개 질환에 해 2011～2012년

까지의 재원일수 추이를 악한 결과 성심근경색증과 

허 성 심장질환에 한 재원일수의 리가 필요함을 재

인식하 으며, 본 결과를 토 로 자동차보험 목의 손상 

환자의 경우 재원일수 리가 좀 더 극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련과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1 100～299병상 벤치마킹 사례

100～299병상 시범병원 경우 증도 보정 병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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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로그램을 활용하여 6개 질환에 해 2007～2012년

까지의 재원일수 추이를 악한 결과  본원과 국, 지

역 100～299병상의 재원일수 비교자료를 임상 과와 공유

한 결과 활용성이 높아 지속 으로 공유할 것을 요청받

았으며, 질환별로 재원일수가 긴 환자를 정확히 악하

고 이를 병원 장기 재원 리로 활용할 정인 것으로 나

타났다. 

4. 고찰 

재원일수는 병원자원의 활용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

이다[7]. 평균재원일수가 높다는 것은 의료자원이 효율

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평균 재원일수

가 높을수록 퇴원환자의 입원 진료비용이 늘어나고, 입

원환자를 상 으로 비용이 렴한 외래 의료서비스로 

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료비 증가에도 향을 

미친다[7]. 따라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가 

OECD국가  2번째로 높은 우리나라는 재원일수를 

리할 필요가 있다[1].

재원일수 정책  수단은 효과가 지속 일 수 없고 

응 과정을 거치고는 긴장이 완화되면서 교정되어 지는 

한계가 있다[11]. 효율  재원일수 리를 해서는 재원

일수 변이요인 악을 통해 재원일수 리를 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제시도 필요하만, 가장 요한 것 

의 하나는 의료기  들이 자체 으로 재원일수 감을 

해 노력 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자체  재원일수

리 활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타 의료기 과 재원일수 

리 수 을 비교하여 문제 을 악될 필요가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2013년 질병 리본부에서

개발 된  성 심근경색증, 성 뇌졸 , 머리 내 손상 질

환, 허 성 심장질환, 무릎 치환술, 목의 손상 환자의  

증도 보정 재원일수 모형[4,17]을 이용하여 웹 기반의 

의료기  재원일수 비교 로그램(이하 재원일수 벤치마

킹 시스템)을 개발하 다.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의 구성은 개

발된 증도 보정 성 심근경색증, 성 뇌졸 , 머리 내 

손상 질환, 허 성 심장질환, 무릎 치환술, 목의 손상

질환에 해 의료기 의 증도 보정 재원일수 지표를 

병상 규모별, 지역별 비교군을 선택하여 다양한 비교 결

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결과표와 다양한 그래

를 제공하여 의료기  담당자들이 손쉽게 증도 보정 

재원일수 지표를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의료서

비스 결과 수 을 의료기 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그래  형태로 벤치마킹 자료를 공개하는 

Medicare.gov사이트(http://www.medicare.gov/ 

hospitalcompare)의 미극병원 로그램 구성을 참고한 

사용자 심의 증도 보정 재원일수 웹 로그램을 개

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원일

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은 기존 퇴원손상심층조

사 후 제출된 의료기  퇴원환자의 증도 보정 재원일

수 지표 뿐 아니라 재시 의 의료기  퇴원환자에 

해 실시간으로 증도 보정 재원일수 지표를 산출되도록 

병원자료를 실시간 등록할 수 있게 하 으며, 등록된 퇴

원환자에 한 증도 보정 재원일수 지표를 조회할 수 

있는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도 구 하

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수 의 조사  연구를 한 

환자 상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의 의료이

용 결과 벤치마킹 시스템인 RTM(Real time monitoring:

http://drfosterintelligence.co.uk)과 큰 차이가 없었다[17].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 평가를 해 100병상～299병상, 300～499병상,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 등 4개 그룹의 퇴원손상참

여병원  6곳 의료기 을  선정하여  2014년 3월～5월까

지 3개월간 시범운 을 실시하 다. 실시 결과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이 재원일수 리에 도움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81.8% 으며, 재원일수 

증도 보정 지표가 재원일수 개선을 해 필요한 수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7%로 나타났다. 증도 보정 

재원일수통계 웹 로그램의 활용 용도를 악한 결과 

타 의료기  과 재원일수 비교가 33.3%로 가장 높았고, 

시범운  종료단계에서 지속  증도 보정 재원일수통

계 웹 로그램의 활용 의사를 확인 결과 활용해 보고 싶

다는 의견이 72.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도 보정 

병원통계 웹 로그램 개발에 한 타당도를 악한 결

과 타당도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00.0%로 나

타났다. 

시범병원의 증도 보정 병원통계 웹 로그램 활용 

개선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1,000병상 이상에서는 질환별 

병원비교 자료가 재원 리에 효율 인 것으로 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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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결과를 요청받았다. 500～999병상에서는 질환별

로 재원일수가 높은 환자를 악하여 이를 장기재원 리 

개선 자료로 요청받았다. 300～499병상에서는   성심

근경색증과 허 성심장질환에 한 재원일수의 리가 

필요성이 재인식되었고, 병원비교 결과 자동차보험 목 

손상 환자 재원일수 리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

고되었다. 마지막으로 100～299병상에서는 지역비교가 

활용성 높은 것으로 단되었고 장기 재원 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증도 보정 병

원통계 시스템이 잠재 으로 감 가능한 재원일수를 측

정  제시할 수 있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 다[22].

5.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은 

증도 보정 모형을 구체화하여 잠재  감 가능한 재원

일수를 측정  제시하 다는 에서 개발된 증도 보

정 모형을 발 시킨 의의를 들 수 있으며, 웹 로그램으

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료기  실무자가 쉽게 로그램

을 할 수 있게 하는 활용도를 높 다는 부분은 실무  

기여도라 볼 수 있다. 효율  재원일수 리의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이 개발되었지만 시범 기간

이 짧아 재원 감의 구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

의 제한 이 있다. 이런 제한 에도 불구하고 국가단

의 증도 보정 모형을 이용한 체계화된 재원일수 리

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

다는 데 학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재원일수 벤치마

킹 웹 로그램 기반으로 효율  재원일수 리의 활성화

를 한 증도 보정 재원일수 통계의 확  필요 연구방

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증도 보정 용 질환의 확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미 개발된 성심근경색증, 성뇌졸

, 머리 내 손상, 허 성 심장질환, 무릎 치환술, 목

의 손상 질환을 이용하 지만, 이외 암 질환, DRG 용 

질환 등 상규모의 질환이 었던 소병원에서 증도 

보정 질환 확 에 한 요구도가 있어 재원일수 벤치마

킹 시스템 웹 로그램의 확산을 통한 만성질환에 한 

의료기 의 자발  재원일수 리를 효율 으로 유도하

기 해서는 추가 질환에 한 증도 보정 모형 개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 용이 필요하다. 

둘째, 질환의 증도 보정에 한 의료기  교육 방안

이 필요하다. 

시범 용 의료기 의 퇴원손상심층조사 담당자들은 

증도 보정 질 지표는 병원 서비스 개선을 해 필요한 

수단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증도 보정에 한 이해

도가 낮아 의료기 내에서 증도 보정 질 리 지표 산

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각 의료기 의 심이 

높은 질환에 한 증도 보정에 한 요구가 높음에 따

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증도 보정 모형  증도 보정 

병원통계 웹 로그램을 기반으로 퇴원손상심층조사 담

당자들이 각 의료기 의 요구에 맞는 질환에 해 의료

기  차원에서 증도 보정 모형을 개발하고, 증도 보

정 병원통계를 생성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증도 보정 

모형 개발에 한 심층 교육이 필요 하고, 재원일수 벤치

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의 확 를 해 증도 보정 웹 

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는 의료기  내 이용자들을 

한 증도 보증 웹 로그램 보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 

활용을 해 국가차원의 사업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시범 용 의료기 의 경우 개발된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결론을 임상과, 의료

의 질 리부서, 운 진과 공유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지

속 으로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할 것으로 요청받았다. 

이와 같이 시범운 을 통해 재원일수 벤치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의 활용성이 검증되었음으로 재원일수 벤치

마킹 시스템 웹 로그램을 퇴원손상심층조사 표본병원

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체계 으로 사업화 하

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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