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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골 골절 환자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따른 환자의 인식도 증가와 만족도 개선 효과

최우영·박철우·손경민·천지선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성형외과학교실

Background: If patient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ir problem and treatment, compliance and satisfaction with treatment 
will increase. For this purpose, simple repeated explanations regarding a patients’ problem and treatment are essential. Critical 
pathway (CP) has a very wide range in medicine with the exception of the plastic surgery field. The authors developed a CP for 
facial bone fractures and implemented it clinical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P on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problem along with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process.
Methods: From May 2011 to October 2011, a total of 82 patients suffering from facial bone fractures were studied. The CP for facial 
bone fractures was developed by plastic surgeons, residents and nurses. Subsequently,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disease and patient 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through the use of a questionnaire. The authors compared the 
score of the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clinical pathway.
Results: The degree of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changed from 3.1 to 4.2 (p<0.001). Furth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treatment process changed from 3.6 to 4.3 (p<0.05). Overall, there was a two point increase in improvement. 
Conclusion: Implementation of the CP for facial bone fractures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The authors expect that hereafter, the CP for facial bone fractures will be implemented actively in the plastic surge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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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각종 교통사고나 상해, 산재 사고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

생하는 안면골 골절은 성형외과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질환 중 하나이다[1]. 본원 성형외과에서도 2011년 한해 

동안의 입원환자의 69.2%를 차지할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안면골 골절은 질환의 특성상 재원 기간이 짧아 환자

와 의료진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입원 시 한 번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환자와 보호자가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하고 수술 후의 관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저자

들은 안면골 골절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을 

마련하고 환자의 진료와 관리에 활용하여 환자의 치료에 대

한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표

준 진료 지침은 1990년대부터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진료

비를 줄이면서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

었으며 국내에서도 표준진료지침이 개발되어 적용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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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2-4]. 하지만 아직까지 성형외과 영

역에서는 구체적으로 개발된 표준진료지침이 없으며 적절

하게 활용된 예도 없었다. 성형외과의 다양한 영역 중 안면

골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 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운용 

전후의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인식도와 치료 만족도의 변화

를 비교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표준진료지침의 개발 및 운용

개발팀은 성형외과 전문의 3명과 전공의 3명 및 간호사 4

명으로 구성하였다. 하악골 골절을 제외한 비골 골절, 안와 

골절, 관골 골절, 상악골 골절 별로 분류하여 표준진료지침

을 만들어 입원 당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배부하고 교육하

였다. 표준진료지침은 식이, 가능한 활동 범위, 통증에 대한 

진통제 투여 여부, 상처 드레싱, 필요한 검사, 환자 교육, 항생

제나 다른 경구용 약제의 투약에 대한 내용을 세로축에 열

거하고 가로축에는 입원 일부터 수술당일과 수술 후 5일에

서 7일째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시간-업무 교차표

의 형태로 만들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

단한 그림을 삽입하였다. 이것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부

하고 전공의가 입원 시 한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간호사

들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다(Fig. 1). 

Fig. 1. Diagrams of critical pathway for patients with facial bone fractures.
(Contiuned to the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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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본원 성형외과에 입원 치료한 안면골 골절 환자 중 표준

진료지침을 운용하기 전인 2011년 5월에서 7월까지의 환자 

군과 적용 후인 8월부터 10월까지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설

문지법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표준진료지침 적용효과를 비

교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환자의 인식도(5점 척도 5문항), 만

족도(5점 척도 7문항)를 효과평가의 기준으로 삼아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Tables 1, 2). 설문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

로 계산하였는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

지 점수를 주어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입원환

자 중 안면골 골절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회수된 것은 표준진료지침 운용 전 기간이 33부, 운용 

후 기간이 49부였다. 표준진료지침 운용하기 전 33명의 환자 

중 비골 골절 환자는 9명, 안와 골절 환자는 6명, 상악골 골

절 환자 4명, 관골 골절 환자는 1명, 비골골절과 안와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5명, 비골 골절과 상악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

가 1명, 안와 골절, 상악골 골절, 관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7명이었다. 그리고 표준진료지침 운용 후 49명의 환자 중에

서는 비골 골절 환자 16명, 안와 골절 환자 8명, 상악골 골절 

환자 1명, 관골 골절 6명, 비골 골절과 안와 골절이 동반된 환

자가 6명, 안와 골절과 상악골 골절이 동반된 경우가 3명, 안

와 골절, 상악골 골절, 관골 골절이 동반된 환자가 3명이었으

며 비골 골절, 안와 골절, 상악 골절, 관골 골절이 동반된 환

Fig. 1.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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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6명이었다. 설문지 답변이 제대로 달리지 않는 설문에 

대하여는 탈락시켰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는 카

이제곱 검정을 하였고 수술경험여부에 대하여는 피셔의 정

확확률 검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식도와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휘트니유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론

표준 진료 지침 운용 전 후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

한 동질성 검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료 과정 및 처치, 투약계획, 

수술 전후의 가능한 활동 범위의 정도, 수술 전후 가능한 식

이, 입원 기간 중 실시되는 검사에 대한 5개 항목의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표준진료지침 운용 전·후에 치료 과정 및 처치에 대한 인

식도는 3.21에서 4.29로 상승하였고, 투약 계획에 대한 인식

도는 2.97에서 4.24로 상승하였고, 가능한 활동 범위에 대한 

인식도는 3.15에서 4.18로 상승하였고, 식이에 대한 인식도

는 3.39에서 4.20으로, 검사에 대한 인식도는 2.94에서 4.22

로 상승하였다. 5항목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인식

도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인이 받게 되는 수술에 대

한 이해정도, 수술 설명에 대한 이해정도, 전제적 치료 과정 

절차에 대한 이해 정도, 의사와 간호사의 친절도, 안면골 골

절 손상을 당한 타인에게 본원을 추천할 의향, 입원 기간의 

적절성 등에 대한 7가지 항목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준진료지침 운용 전·후에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 3.52에서 

4.45로 상승하였고, 수술 설명에 대한 이해도는 3.73에서 

4.22로 상승하였고, 전반적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는 

3.24에서 4.14로 상승하였고, 의료진에 대한 친절도 측면은 

의사 친절도가 3.67에서 4.37, 간호사 친절도가 4.15에서 4.57

로 상승하였고, 본원 추천 의향에 대해서도 3.15에서 4.02로 상

승하였고, 입원 긴간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는 3.58에서 4.29

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만족도 역시 7항목에서 모두 통

계학적으로 유의한 만족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인식도는 5개 항목 평균 3.13에서 4.23로 향상되었고, 만족

도는 7개 항목 평균 3.63에서 4.29로 향상되었다(Fig. 2).

고 찰

미국에서는 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

는 등 의료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

Table 1. Questionnaire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disease

List Excellent (5) Good (4) Standard (3) Poor (2) Bad (1)

1) I know the process of treatment from admission to discharge.

2) I know the plan of medication from admission to discharge

3) I know the permissible activity from admission to discharge.

4) I know the plan of diet from admission to discharge 

5) I know the pre and post-surgical evaluation from admission to discharge

Table 2. Questionnaire about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reatment process

List Excellent (5) Good (4) Standard (3) Poor (2) Bad (1)

1) Do you understand about the surgical operation? 

2) Is the explanation about surgical operation enough to understanding about your disease?

3) Do you understand about the whole process of the treatment?

4) How do you think about kindness of doctors?

5) How do you think about kindness of nurses?

6) Do you recommend this hospital to other patients?

7) Do you understanding about the relevance of admission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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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s’ general character

Character Before CP (n=33) After CP (n=49) p-valuea)

Age (yr) 0.841

≤20   7 (21.2) 13 (26.5)

20−29   7 (21.2) 14 (28.6)

30−39   7 (21.2)   8 (16.3)

40−49   6 (18.2)   8 (16.3)

≥50   6 (18.2)   6 (12.2)

Sex 0.541

Male 27 (81.8) 36 (73.5)

Female   6 (18.2) 13 (26.5)

Operation experience 0.681

Yes   3 (9.1)   3 (6.1)

No 30 (90.9) 46 (93.9)

Plastic surgery experience -

Yes   0 (0)   0 (0)

No 33 (100) 49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CP, critical pathway.
a)p<0.05. 

Table 4. Changes in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disease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critical pathway (CP)

List Before CP (score) After CP (score) p-valuea)

Explanation of treatment 3.21±.053 4.29±.935 <0.001

Explanation of medication 2.97±.984 4.24±.071 <0.001

Explanation of activity 3.15±.093 4.18±.014 <0.001

Explanation of diet 3.39±.088 4.20±.080 0.001

Explanation of the pre- and post-surgical evaluation 2.91±.042 4.22±.085 <0.001

Total 15.64±.099 21.14±.865 <0.001

Mean value 3.13±.820 4.23±.973 <0.001
a)p<0.05. 

Woo Young Choi, et al.         Critical pathway for facial bone fractures

Table 5. Changes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reatment process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critical pathway (CP)

List Before CP (score) After CP (score) p-valuea)

Understanding of surgical operation 3.52±.034 4.45±.765 <0.001

Understanding of operation explanation 3.73±.801 4.22±.963 0.008

Understanding of pre- and post-surgical care 3.24±.001 4.14±.155 <0.001

Kindness of doctor 3.67±.890 4.37±.959 <0.001

Kindness of nurse 4.15±.619 4.57±.645 0.002

Recommendation to other patient 3.55±.938 4.02±.968 0.002

Relevance of admission duration 3.58±.830 4.29±.866 <0.001

Total 25.42±.737 30.06±.226 <0.001

Mean value 3.63±.677 4.29±.747 <0.001
a)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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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 활용하

게 되었으며 2008년에 이미 80%가 넘는 병원에서 표준진료

지침을 시행하였다고 보고되었다[5]. 표준진료지침이란 특

정 질환에 대한 치료 전반적인 과정을 정해 둔 표준화된 진

료과정을 말하며, 이것의 목적은 진료의 변이를 줄이고 의

료서비스 자원의 활용을 효율성을 높여 의료비 절감의 효

과와 진료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있다[4]. 국내에서

도 진료 변이를 줄이고 진료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고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율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2-4]. 의료진에게는 간단하

다고 생각되는 질환이라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질환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한 두 번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자신의 질환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어렵

고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안면골 

골절 환자의 경우 대부분 5일 전후로 재원 기간이 짧아 의사

나 간호사와 접촉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질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 내용과 수술 후의 관리에 대하여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인식도의 저하

는 환자와 보호자가 잦은 질문을 하게 만들며 전반적인 치

료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

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실제 임상적으로 적용하여 왔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표준

진료지침을 의료진 중심으로 체크리스크를 만들어 운용한 

것과는 달리 저자들은 환자 중심의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었

고 이를 운용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은 주로 표준진료지침

으로 의료진을 교육시키며 의료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원

활히 하게 하였으며 업무의 효율과 의료의 질을 높이데 중

점을 두었다면 저자들의 경우는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질환과 전반적 치료 과정과 치료 순서 등에 대하여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시간-업무 교차표에 간단한 설명과 그림을 

삽입하여 시각화하였고 이를 환자에게 배부하고 보관하게 

하여 수시로 의문스러운 점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표준진료지침의 적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저자들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질환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의료진

은 과다한 업무와 인원 제한으로 인해 충분한 설명을 할 시

간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설명이 구두 중심의 설명으로 이

루어지며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치료 전반적인 

과정이 중구난방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와 보호자

가 설명을 들을 당시에는 이해하더라도 치료 전체적인 과정

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의 구두 설

명만으로는 질환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자신의 질환에 대

한 인식도가 낮으므로 적절한 수술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인

식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의료진만

이 사용하는 표준진료지침이 아니라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배부하였으며 입원 시 한번의 구두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표준진료지침을 통해 반복적으로 쉽

게 이해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다시 재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준진료지침 적용 후 질환과 전반적 치료과

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골 골절의 정복술 후 올바른 유합을 유도하기 위하

여 적절한 식이 조절이 필요한데, 환자들의 식이 방법에 대

한 이해 정도가 평균 3.39에서 4.20으로 향상되어 적절한 식

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식이뿐만 아니라, 수술 전 후 

시행되는 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혈액검사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환자들의 인식도 정도는 표

준진료지침 운용 전에는 2.9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운용 후 검사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투약 계획에 대하여도 환자들의 인식도 

향상을 보였다. 이렇듯 표준진료지침 운용 후 환자와 보호

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전반적 치료과정에 

Fig. 2. Overall changes in the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disease 
and satisfaction for the treatment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critical pathway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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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이는 치료 만족도의 향상에도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준진료지침의 적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도 표준진료지침 적용 후 환자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

고 있다[2-4]. 저자들의 경우에도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향

상되었는데 질환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인식도가 향상되어 그

것이 자신이 받게 되는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만족도로 연

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렇듯 환자들의 질환

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전반적 치료과정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아짐으로써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 

역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재원일수의 의미 있는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2-4]. 본 연구의 경우 골절 부위와 골절 정도 등을 따로 분류

하여 조사하지 않아 표준진료지침 적용 전 · 후 정확한 재원

일수와 수술 후 퇴원까지의 기간을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운용 

전 평균 3.58이었던 것이 운용 후 4.29로 향상되어 입원기간

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성형외과 

영역의 안면골 골절 환자들은 보험 관련 문제 등 2차적인 이

익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입원 외에 추가적 입원연장을 원

하는 환자가 있어 의료진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하였다. 하지

만 표준진료지침 운용하여 전반적인 입원과 수술 및 퇴원 

시점에 대하여 교육시키고 이해시키기 때문에 재원 기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료의 질이 유지되거나 향상되었는지 여부를 평

가하기 위해 다른 보고들에서는 퇴원 후 30일 이내에 재입

원한 사례를 검토하였는데[4] 저자들의 연구에서 82례 전례

에서 30일 이내 재입원한 사례는 없었다. 즉 표준관리지침 

적용 전, 후 진료의 질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진료지침의 적용이 인식도 및 만족도

에 대하여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의료진 및 병원 

직원의 업무 만족도,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분

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진료지침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직종이 참여함으로써 참여 직종간에 협조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표준진료지침이 환자 치료에 있어 불필요한 의

사소통을 줄여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듯이[4-6] 추

후 의료진의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추 후 각 골절별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표

준진료지침 적용 전, 후 재원 일수의 변화 및 그것에 따른 의

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안면골 골절 환자에 있어서 표준진료지침의 개

발과 운용이 잘 이루어지면 질환에 대한 인식도와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환자들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의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표준진료지침이 활발

히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만성적인 욕창 환자나 미

용 환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적

용해 더욱 만족스러운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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