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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풍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

며 생존자들도 후유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1). 국내에서도 중풍은 암, 

심장 질환, 폐렴에 이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

고 있으며2)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중풍 

진료 인원 및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3). 국내 

진료비 지출 분석에 의하면 전체 중풍 진료비의 

77%가 입원 진료비로 지출되었고3), 한의 의료기관

에서도 중풍은 건강보험 입원 청구 다빈도 주요 상병

에 속한다4). 이러한 이유로 중풍 입원 진료 영역에서

도 비용 절감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의 

구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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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 criteria. The CP was revised, supplemented, and completed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committee.
Conclusions: This CP will be taught to in-hospital users and will continue to be used with regular monitoring and 
a feedback plan.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reference for standardizing the treatment process and 
delivering measures to improve the adequacy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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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절감과 의료의 질 유지 및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활

용되고 있는 것이 임상경로(critical pathway)이다5). 

임상경로는 진료 목표를 제시하고 최적의 효율로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직원들이 취

해야 할 이상적 업무의 순서와 시점을 제공하는 환자 

관리 계획이다5, 6). 임상경로는 특정 환자에게 각 시

점 별로 어떠한 의료 서비스를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제공할 것인지를 시간-업무 교차표의 형태로 제시함

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치료를 체계적으

로 준비하고 실행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료 효율성 

제고, 진료 품질 향상 뿐만 아니라 의료진간 의사소

통 개선, 협조적 분위기 조성 및 만족도 향상에도 기

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

중풍 환자 관리를 위해 참고 가능한 국내 개발 임

상경로로 급성 뇌졸중 응급의료 관리7), 항응고요법을 

받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 관리8), 재활치료 시작 시점

의 판단9)에 대한 임상경로 등이 있다. 한편, 중국에

서는 중풍 중서의 결합요법을 위한 다수의 임상경로

가 발표되고 그 효과가 평가된 바 있다10-16). 국내에

서도 중풍 입원 환자의 한양방 협진을 위한 임상경로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그 개발 과정 및 향후 목표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다. 2020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에 중풍 후유증

이 포함되면서17) 중풍 한의 진료 표준화에 대한 필요

성이 한의계의 당면 과제로 요구되고 있고, 중풍 임

상진료지침이 개발되면서18) 지침을 활용한 표준화된 

임상경로 개발이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저자는 

한방병원 입원 중풍 환자의 한양방 협진 및 관리를 

위한 임상경로를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중풍 입원 환자를 위해 한방병원에서 

시행되는 임상 활동에 대한 임상경로 개발을 목적으

로, 개념적 준거 틀을 구성하고, 그 준거 틀에 맞추어 

임상경로 초안을 작성한 뒤, 원내 검토위원회의 타당

도 검증 과정을 거쳐 임상경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Fig 1). 개발된 임상경로의 적용 대상은 

부속 의원과 양한방 협진 체계를 갖춘 강원도 소재 

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주진단명이 뇌

혈관질환(KCD I60-69) 혹은 중풍후유증(U23.4)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the CP development and further 
plan
CP, critical pathway. Black line: CP development process, gray 
line: future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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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행 방법

1) 준거 틀 구성

기 개발된 국내 한양방 통합의학 임상경로19, 20)와 

국내외 중풍 임상경로7-16)를 참고하여 임상경로의 횡

축과 종축을 결정하였다. 횡축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 시간 틀로 구성하였고, 종축은 원내 중풍 입원 환

자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임상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2) 임상경로 초안 개발

준거 틀에 포함될 세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원

내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중풍 입원 환자의 입원 일부

터 퇴원 일까지 원내 중풍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임상 활동 내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 개발된 중풍 

임상경로7-16)를 검토하여 필요한 항목을 보완 수정하

였다.

3) 타당성 검증

원내에서 중풍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원내 중풍 임상경로 검

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상경로 초안의 원내 적용 타

당성 검증을 의뢰하였다. 임상경로 각 항목에 대해 5

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적절하지 않다, 2점: 적절

하지 않다, 3점: 잘 모르겠다, 4점: 적절하다, 5점: 매

우 적절하다)로 구성된 5개의 보기를 제공하고, 해당 

시기에 해당 항목이 임상경로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

한지 판단하여 가장 적당한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였

다. 각 검토 위원이 개별 행위 별로 부여한 점수를 

토대로 도출한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

거나, 전 위원의 80% 이상이 긍정적 보기(4-5점)를 

선택한 경우19,20), 타당한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임상경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

도록 하여, 자유 기술 의견도 임상경로에 반영하였다.

결 과

1. 준거 틀 구성

시간 축인 횡축은 입원 당일(1일), 입원 2일차, 5

일차, 14일차, 4주차, 8주차, 퇴원 전으로 설정하였

다. 입원 기간이 8주 이상일 경우, 퇴원 전까지 8주

차 경로를 반복 적용하기로 하였다. 행위 축인 종축

은 목표 및 결과, 진단검사, 평가 및 처치, 투약 및 

치료, 활동, 영양, 환자 및 가족 교육, 협진, CP 예외 

상황의 9개 축으로 설정하였다.

2. 임상경로 초안 작성

목표 및 결과 항목에서는 중풍 진단, 급만성기 규

명, 입원상태 기록 및 신경학적 검진, 기타 망문문절 

사항의 작성, 초기 계획 수립을 입원 당일 완료하도

록 하였다. 입원 중에는 입원경과 기록 및 경과에 따

른 목표 재 수립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퇴

원 전 입원경과 외에 퇴원기록을 작성하고 퇴원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진단검사 항목에서는 입원시 뇌영상검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고, 입원기본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심전도 및 흉부단순방사선검사 수행을 필수 항목으

로 포함시켰다. 입원 2일차에는 최초 진단검사 결과 

확인 및 기록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재검을 고려하

도록 하였다. 그밖에 필요시 원내 한방검진실에 구비

된 각종 검사(경동맥초음파, 경두개초음파, 혈맥어혈

검사, 경락기능검사, 맥전도검사, 체열영상검사) 시행

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입원 후 2주 이내에 루틴 기

본 혈액 및 소변 검사 시행을 고려하고,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루틴 검사를 시행하며, 필요시 재검하도록 

하였다. 퇴원 전 기본 혈액 소변 검사를 다시 한 번 

시행하고, 필요시 기타 한방검진실 검사를 시행하도

록 하였다.

평가 및 처치 항목에서 진료부는 생체징후를 반드

시 확인하고 필요시 혈당검사 결과도 확인하도록 하

였다. 그밖에 중풍 위험요인 평가, 설진과 맥진을 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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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중풍 변증분류, 뇌졸중 평가척도를 이용한 신경

학적 결손의 평가,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의식상태와 

인지기능 평가를 반드시 시행하고, 필요시 근력, 강

직, 관절가동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연

하기능, 배뇨기능, 배변기능을 평가하여 비위관 혹은 

도뇨관 삽관, 관장 등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였고, 필요시 심전도 모니터링이나 맥박산소측정기를 

시행하며, 흡연 여부 확인하여 금연교육 필요성을 결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간호과에서도 낙상위험도와 

욕창 상태, 통증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입원 2

일차에는 입원시 시행한 중풍 관련 기능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활치료 시행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환자상태 평가를 시작하도

록 하였다. 입원 중에는 생체징후를 항시 평가하고, 

변증진단은 매 주 시행하며, 신경학적 결손 등 뇌졸

중 관련 제반 기능 평가를 입원 3-5일 차 중 1회 이

상 더 시행하며, 2주차 까지는 주 1회 이상, 4주차부

터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다가 퇴원 전 다

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였다. 간호과에서도 임상경로 

시행 일정에 맞춰 매 번 낙상, 욕창, 통증 초기 평가 후 

수행활동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항목에 대

해 퇴원 전 상태를 다시 한 번 평가하도록 하였다.

투약 및 치료 항목에서 입원시 환자 자가 복용중

인 약을 조사하고 지속 투약 여부를 결정하며, 이러

한 활동을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경로 적용 시마다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내 응급한약처방은 입원시부터 

입원 2일차까지 적극 고려하고, 3-5일차에는 필요시 

처방하도록 하였다. 루틴 한약처방과 침술은 입원 당

일부터 퇴원일까지 매회 시행하며, 필요시 한방물리

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도인안교전신, 경피전기자극

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도 매회 시행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한의치료로 침전기자극

술, 구술, 부항술, 약침술을 입원 당일부터 퇴원일까

지 필요시 항상 시행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추나술

을 입원 2일차부터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수액

요법과 약물 요법(항혈소판제, 항응고제, 기타 주요 

동반질환 치료제)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매번 시행하

도록 하였다.

활동 항목에서는 입원 당일부터 5일차까지 경로 

적용시마다 침상절대안정, 침상안정, 일상활동 시행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고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는 침상안정과 일상활동 중에 환자 활동성에 대한 양

자택일을 하도록 하였다.

영양 항목에서 입원시 영양상태평가와 함께 환자

에게 제공할 식이로 일반식, 저염식, 당뇨식, 관급식, 

금식 등의 선택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양상태평가는 입원 4주차에 다시 한 번 시행

하고 이후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최

종적으로 퇴원 전에 다시 한 번 시행하도록 하였다.

환자 및 가족 교육 항목에서 입원시에는 입원 안

내와 중풍 안내사항 배부 외에 낙상과 욕창 예방교육 

실시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금연

교육과 개별교육 및 면담을 포함하였다. 이후에는 경

로 적용시마다 낙상 및 욕창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필

요시 금연교육, 개별교육 및 면담을 시행하며, 입원 

환자를 위한 병원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협진 항목에서는 입원 당일, 입원 기본 검사 및 양

약 처방을 위해 원내 부속 의원에 협진 의뢰 시행하

도록 하였고, 물리 재활치료가 필요할 경우, 재활의

학과 의뢰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기타 필요에 따라 

원내 타 진료과에 진료 의뢰하거나, 외부 병원 협진

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타과 의뢰 및 타병원 협진은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매번 필요에 따라 고려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경로 적용 예외 상황을 설정하였

다. 타병원 이송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자의 퇴원을 

신청한 경우, 기타 주치의가 퇴원을 결정한 경우, 임

상경로 적용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3. 타당도 검증

임상경로 초안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원내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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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중에는 소속 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4명과 

부속 의원 의사 1명을 포함하였다. 한의사 4명 중 2

명은 내과 전문의와 내과 전공의 각 1명이었으며, 1

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머지 1명은 일반 수련의

였다. 검토 위원회에 간호사 2명(병동 간호, 외래 및 

검진실 담당)을 포함시켰다. 그밖에 원내 재활치료

실, 방사선실, 의무기록 및 원무과 업무 담당자와 공

동간병실 요양보호사를 검토 위원으로 포함시켜 임

상경로의 적절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임상경로 검토 

위원회 구성 위원의 남녀 성비는 45:55였고, 연령 분

포는 20대와 40대, 60대 각각 2명이었고, 40대가 5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였다(Table 1).

11명의 검토 위원이 각 시기 별 항목에 대한 적절

성을 판단하여 부여한 수를 각 행위 축 별로 계산한 

결과, 평균 점수는 최저 4.4점에서 5.0점 사이에 분

포하였다. 동의율은 최저 85%에서 최고 100% 사이

에 분포하여 (Table 2), 모든 행위 축이 평균 점수와 

동의율 모두에서 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였다. 개별 항

목 별 평가에서도 1개 행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검토 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는 4-5점 사이였으며, 동

의율도 80% 이상으로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유일한 항목은 입원 

당일 활동 중 ambulation에 대한 것이었다. 해당 행

위에 대해 검토 위원 3명이 부정적 답변(보기 1-2번)

을, 7명이 긍정적 답변(7명)을 선택했고, 1명은 선택

을 보류하여, 평균 점수는 3.7점, 표준 편차는 2.17, 

동의율은 63.6%였다.

검토 위원 11명 중 7명이 총 20건의 자유 기술 의

견을 제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의견을 Table 3에 

요약하였다(Table 3). 

4. 임상경로 수정 보완

검토 위원회의 정량적 정성적 의견을 모두 검토하

여 임상경로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정량적 타당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이 없었으므로 초안에 있

던 행위 중 삭제된 행위는 없었다. 자유 기술 의견 

중 한의학적 검사 강화의 필요성, 주요 과거병력으로 

심장 질환 확인 추가, 입원시 호흡 기능 평가 추가, 

입원중 연하 및 배뇨 배변 기능 평가 정례화 필요성

에 대한 건의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퇴

원 전 각종 삽관 상태(비위관, 도뇨관, 기관절개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Hospital Review Committee

Category Number Percentage (%)

Gender
Male 5 45

Female 6 55

Age

20-29 2 18

30-39 0 0

40-49 2 18

50-59 5 46

60- 2 18

Occupation

Korean medicine doctor 4 36

Medical doctor 1 9

Nurse 2 18

Physical therapist 1 9

Radiologist 1 9

Caregiver 1 9

Health information manager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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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거에 대한 고려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추가하였다. 인지기능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 입원 당일부터 재활치료에 대한 고려를 시작하

자는 의견, 입원 2일차부터 테이핑이나 팔걸이(arm 

sling)와 같은 처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

견도 반영하였다. 그밖에 루틴 한약 처방이라는 용어

를 변증 한약 처방으로 바꾸자는 제안, 환자 개별 재

활훈련 교육 제공의 필요성, 퇴원전 낙상 방지 교육 

추가에 대한 의견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자유 

기술 의견에서 도출된 총 20건의 제안 중 14건을 임

상경로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1건은 수정 반영하였

고, 나머지 5건은 반영하지 못했다(Table 3).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경로를 완성하였다.

고찰 및 결론

중풍 한양방 협진 및 한의 진료 임상 경로 관련 문

헌을 고찰하고 원내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

해 중풍 진료의 일반적 특성과 원내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한 이번 임상경로는 원내 검토위원회

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정량적 검토 결과, 거

의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의 평균 점수, 80% 이상

의 동의를 확보하여 임상경로 개발 초안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정량 조사 과정에서 동의율이 80% 미만이었

던 유일한 항목인 입원 당일 ambulation의 삭제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항목 또한 평균 점수는 3.5점 

이상으로 미리 정한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검토위원들 모두

가 중풍 초기 환자를 상정하여 답변했음을 확인하여, 

해당 항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검토 위원회에서 자유 기술 의견으로 제출한 제안 

Table 2. Distribution of Scores and Consent Rate by Each Domain of the Critical Pathway in Validity Assessment 

Domain/Time
Day1 

(admission)
Day 2 Day 5 Week 2 Week 4 Week 8* Discharge

Goals and Outcomes
4.9 (0.06) 4.9 (0.00) 4.9 (0.00) 5.0 (0.00) 4.9 (0.00) 4.9 (0.00) 4.9 (0.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100 (0.0)

Diagnostic test
5.0 (0.04) 4.5 (0.06) 5.0 (0.06) 4.7 (0.21) 4.9 (0.00) 5.0 (0.00) 4.6 (0.27)

100 (0.0) 91 (4.9) 100 (0.0) 94 (5.2) 100 (0.0) 100 (0.0) 91 (10.0)

Assessment
4.9 (0.04) 4.9 (0.03) 4.7 (0.12) 4.9 (0.16) 4.7 (0.19) 4.9 (0.08) 4.9 (0.10)

99 (2.3) 99 (3.2) 98 (4.1) 97 (5.7) 98 (5.4) 99 (2.5) 97 (4.4)

Medication and Treatment
4.8 (0.19) 4.8 (0.15) 4.8 (0.20) 4.8 (0.10) 4.9 (0.08) 4.9 (0.07) 4.9 (0.08)

97 (5.9) 99 (3.4) 97 (5.9) 95 (4.7) 96 (4.7) 96 (4.7) 96 (4.7)

Activity
4.4 (0.61) 4.6 (0.19) 4.7 (0.28) 4.7 (0.06) 4.6 (0.39) 4.7 (0.32) 4.7 (0.32)

85 (18.9) 91 (0.0) 94 (5.2) 95 (6.4) 91 (12.9) 95 (6.4) 95 (6.4)

Nutrition
4.6 (0.25) 4.6 (0.27) 4.6 (0.29) 4.6 (0.34) 4.5 (0.26) 4.7 (0.25) 4.6 (0.27)

91 (7.4) 92 (6.8) 91 (8.1) 91 (8.1) 89 (6.8) 94 (6.9) 92 (8.2)

Education for patients and 
family

4.8 (0.11) 4.7 (0.14) 4.7 (0.10) 4.8 (0.09) 4.8 (0.08) 4.8 (0.06) 4.9 (0.05)

97 (4.9) 96 (5.0) 98 (4.1) 98 (4.1) 98 (4.1) 100 (0.0) 100 (0.0)

Consult or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 or hospitals

4.7 (0.26) 4.8 (0.19) 4.7 (0.15) 4.8 (0.09) 4.9 (0.17) 4.9 (0.14) 4.9 (0.17)

91 (7.4) 93 (4.5) 93 (4.5) 95 (5.2) 95 (5.2) 95 (5.2) 95 (5.2)

Exceptional circumstances
4.5 (0.28) 4.6 (0.10) 4.6 (0.09) 4.5 (0.10) 4.5 (0.09) 4.5 (0.09) 4.6 (0.10)

85 (5.2) 88 (5.2) 91 (0.0) 88 (5.2) 88 (5.2) 88 (5.2) 88 (5.2)
* The critical pathway will be applied every 4 weeks from the week 8.
Upper row: mean (standard deviation)
Bottom line: percentage agreem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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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임상경로에 반영하였으나, 일부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진단검사 축에서 한의

학적 검사 횟수를 기존의 2회(입퇴원시 각 1회)에서 

3회 이상(입원 중 1회 이상 추가 실시)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 보험수가 적용 

원칙을 고려하여 실시 횟수를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평가 및 처치 축에서 입원시 의료관련 감염

병(다제내성균 6종)에 대한 선별검사 정례화가 필요

하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원내 의원의 진단검사 수용

력을 고려하여, 해당 다제내성균을 포함한 각종 감염

병에 대한 위험도를 발열 및 일반적 감염 수치 등으

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 격리 혹은 전원 및 

퇴원 조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

다. 또한 인지기능 평가를 자주 시행하는 것은 임상

적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입원 기간 중 평가를 생략

하되, 입원시 인지기능 저하가 감지된 경우에 한하여 

퇴원시 다시 한 번 평가하자는 의견도 있어, 이 또한 

임상경로에 반영하였다. 원내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나 몬트리올 인지평

가(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외에 치매평가검

사(dementia rating scale)를 실시하고 한방신경정신

과 의뢰를 시행하여 치매 검사를 정례화하자는 의견

도 있었다. 또한 현훈 검사 실시도 정례화 하자는 의

Table 3. Free-answer Description for Critical Pathway Modification

Domain Classification Contents Reflected or not

Diagnostic test Clinical tests in Korean 
medicine

Regularization of test Reflected

Addition of test item (live blood test) Reflected

Addition of test frequency (more than 3 times) Not reflected 

Assessment Checking the history of heart disease Reflected

Risk assessment of major nonsocomial infection Partially reflected

Assessment of respiratory function Reflected

Regular assessment of swallowing, urination, and bowel function Reflected

Evaluation of whether inserted tubes or cannulas can be removed Reflected

Cognitive function assessment Regularization at hospitalization Reflected

Executed at hospitalization, but not required during 
hospitalization. Consider pre-discharge assessment, if 
necessary

Reflected

Dementia assessment Regularization at hospitalization Not reflected 

Dizziness assessment Regularization at hospitalization Not reflected 

Assessment of rehabilitation 
therapy availability

Consider from the day of admission Reflected

Medication and 
Treatment

Addition of therapy Taping, arm sling Reflected

Terminology change Routine herbal medication -> Herbal medication with 
pattern identification

Reflected

Education for 
patients and 
family

Exercise training during 
hospitalization

Addition of individual education of daily life movement 
training and physical exercise

Reflected

Pre-discharge education Addition of fall prevention training Reflected

Exercise training during 
hospitalization

Addition of self-medication administration Reflected

Etc. Need for separated pathways Separate application of CPs is required between acute and 
sequelae stage

Not reflected 

Need to comply with principle 
of diagnostic coding

The order of inputting the main and sub diagnosis codes 
and coding principles needs to be complied

Not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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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원내 전문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치매 검사와 현훈 검사 청구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임상

경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 밖에, 중풍 병기(급성

기, 만성기)에 따라 별도의 임상경로 개발이 필요하

다는 의견, 중풍 상병명 코딩 원칙 준수에 대한 의견

도 있었으나, 이는 이번 지침에서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임상경로는 

원내 사용자 대상 교육 후 시범 적용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임상 적용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을 보완하고, 

한양방 중풍 임상진료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개정 보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다수 개발된 중풍 중서의 결합치

료를 위한 임상경로의 임상 적용 효과에 대한 평가도 

다수 진행되었고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합 분석

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10). 그 결과, 임상 경로

를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입원기간

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6). 이번에 

개발한 중풍 임상경로도 환자의 임상적 예후나 입원

기간, 비용, 환자 및 의료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그 효과를 조사하여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객

관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임상 경로가 중풍의 병기나 종류, 임상증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풍을 주상병으로 입원한 일반적 

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국내 의료계에

서 기 발표된 뇌졸중 임상경로는 주로 급성 뇌졸중 

응급의료 관리7),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판단9)과 같이 

뇌졸중의 특정 조건에 집중하였다. 중국의 중서의 결

합 중풍 치료를 위한 임상경로들 역시 뇌경색, 급성

기, 마비 등 좀 더 제한적 임상 상황을 경우가 많았

다10-16). 이번 임상경로 개발 단계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위원회 정량 평가에서 유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

은 항목인, 입원 첫날 보행(ambulation)에 대한 고려

에 대해, 검토 위원들이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것은, 

이번 임상경로가 중풍 병기를 명시하지 않은 탓에 발

생한 혼란이 주된 원인이었다. 일부 검토 위원들은 

입원 첫날이 중풍 발병 첫날이라고 해석하여 보행을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또한 검토위원

회 자유 기술 의견 중에 급성기와 회복기 또는 만성

기 환자를 위한 임상경로의 분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중풍의 임상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은 

것을 고려하면, 임상경로의 좀 더 효율적 활용을 위

해서는, 중풍의 병기, 유형, 주요 임상 증상 등을 고

려하여 세분화된 다종의 임상경로 개발이 향후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임상경로는 병원의 의료진의 역할

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향후에는 병원의 비의료

진 직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상경로, 더 나

아가 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임상경로 개발도 필요하

다. 비의료진 직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상경

로는 비단 진료 과정 뿐만 아니라 원내 진료 지원 체

계를 포함한 원내 서비스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킬 수 있으며 전 직원간 의

사소통 및 업무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 뿐 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6). 또한 환자 및 보

호자용 임상경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 계획 및 

절차를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와 의료진간의 협조적 분위기 형성 및 환자 만족도 

제고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6).

앞서 기술한대로, 여전히 주어진 과제가 많지만, 

이 논문은 국내 한 한방병원의 중풍 임상경로 개발이

라는 첫걸음을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중풍 진료 과정 표준화 및 진료의 적정성 제고 방안 

도출에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개별 의료기관에 이 경로를 적용하려 할 때에

는, 각 기관의 규모나 환경, 인적 자원 및 검사 치료 

장비 보유 현황 등 해당 기관의 조건을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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