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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이 연구는 환자 과거력 정보의 각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할 기재수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에 근거하여 실제 의무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그 완전성
을 분석하고,서로 다른 기록자 집단이 동일한 정보를 각자 기록하는 서
식 간 내용의 일치도를 통해 그 신뢰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2004년 연
구대상병원에 위암으로 최초 입원한 403명의 인턴 기록,전공의 기록,간
호사 기록의 과거력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기재여부,기재정도,연구대상
병원의 기재 기대수준 충족정도,내용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각 항목의 기재율은 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력은 높았고,입

원력,알레르기,투약력은 낮았다.알레르기의 경우 전공의 기록에는 거의
기재되고 있지 않았고,투약력은 세 서식 모두에서 작성되지 않아 그 내
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0%에 달하였다.기록자 집단과 입원과에 따라
항목별로 기재율에 큰 차이가 있었다.

둘째,과거력 항목의 기재정도를 각 항목별로 ‘기재정도 1’에서 ‘기재정
도 4’까지 구분하여 1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 하였다.그 수준을 측정할 결
과 입원력,과거병력,가족력이 ‘3점 대’였고 흡연력,투약력,주소 및 현
질병상태,음주력,알레르기는 ‘2점 대’를 보였다.작성자 집단에 따라 항
목별 기재정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입원과별로는 내과계는 인턴
기록이,외과계는 전공의 기록이 우수하였다.연구대상병원의 기록자 집
단과 입원과에 따른 업무절차의 차이가 기재정도에 반영된 결과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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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기재형태에 따른 기재율과 기재정도에 있어서는 기재율은 체크-
서술 혼합형태가 높았으나,내용의 기재정도는 완전서술형태가 우수하였
다.

넷째,연구대상병원의 의무기록 위원이 정한 과거력 정보의 항목별 기
재 기대수준과 실제 기록의 기재정도를 비교하여 그 충족정도를 본 결과
가족력이 제일 높고 다음은 입원력,흡연력,과거병력,음주력,투약력,알
레르기,주소 및 현질병상태 순이었다.기재 기대수준이 ‘기재정도 4’로 상
세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인 과거병력,알레르기,주소 및 현질병
상태의 기대수준 충족율은 다른 항목보다도 저조하였다.

다섯째,환자 입원 시 세 기록자 집단이 면담을 통해 각자 기록하는 인
턴 기록,전공의 기록 및 간호사 기록의 과거력 정보를 ‘기재정도 1’의 해
당사항 ‘있음’또는 ‘없음’수준에서 Kappa계수로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전공의 기록-간호사 기록의 일치도와 인턴 기록-전공의 기록의 일치도는
‘아주 좋음’에서 ‘보통’의 수준이었고,간호사기록-인턴 기록의 일치도는
‘약간 좋음’에서 ‘나쁨’까지의 수준이었다.

과거력 정보의 완전성과 신뢰성 수준은 기록자 집단과 입원과별로 차
이를 보였다.기록자 집단과 입원과에 따라 행해지는 진료과정의 절차가
의무기록의 질에 반영되는 결과를 보여,의무기록 작성의 과정과 기록의
질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였다.양적으로 높은 기재율을 나타내는



- vii -

항목이 기재정도는 낮아 의무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질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었다.또한 기재정도가 상세하여야
하는 항목의 기재수준은 오히려 낮은 결과를 보여 임상과별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였다.

핵심되는 말:의무기록,과거력 정보,완성도,신뢰성,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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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ΙΙΙ 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환자에게 시행한
검사,치료내용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서 환자에게 내려
진 진단을 정당화하고 치료사실과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유승흠,1998).즉,불완전한 의무기록은 불
완전한 진료를 나타내고 양질의 의무기록은 양질의 의료를 반영한다
(Huffman,1990).의무기록은 환자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의사와 환자 간
에,의료요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정확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진료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료이다.의학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임상자료로 이용되고 있고 법적 문제
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자료가 되어 병원,의사 또는 환자를 보호해 주
는 한편 의료의 질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에 기본 자료로 쓰이는 등 실
로 중요한 의료정보의 실체이다(홍준현,1997).의무기록은 그 자체로서
의 가치 뿐 아니라 이러한 여러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의
무기록 내용의 일치성과 유효성,시간 내에 기록된 적시성과 적절한 내용
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성 및 진료내역에 대한 충실성과 정확성 등이 있어
야 한다(홍준현,1997).
의무기록이 평가의 도구로 이용된 역사는 미국에서는 일찍이 질관리

활동 즉 의료이용도조사나 의료감사,위험관리 프로그램 등에서 진료행위
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에 표준적인 평가 항목표를 만들어 의무기록을
이용하였으며,국내에서는 1980년 병원표준화 심사 및 1995년에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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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활동에 의료의 질과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
로 이용되고 있다.의무기록의 활용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대하여 그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중요 서식이나 서식별 기재 항
목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어 완전한 의무기록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한국의료QA학회,2002).이에 한국의
료QA학회에서 국내 1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작성지침서와 국내외 법률
및 각 심사평가도구를 참조하여 서식 별 필수항목과 기재내용에 대한 권
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의무기록의 완전성이나 충실성과 관련한 국내 논문들은 기

록에 대한 내용의 질적 평가보다는 주로 정량적 평가위주였으며,평가 범
위도 의무기록의 전반적인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다(김세철 등,1994;박운
제 등,1996;강선희,1998).최근 들어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여러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이용하려는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의무기록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였다.더구나 의무기록의 전자
화가 시작되어 의료정보로서의 그 활용도가 폭넓게 다양화 될 것이 예상
되는 현 시점에서 의무기록의 질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의무기록의 질적 평가를 위하여,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

목의 ‘있음’과 ‘없음’의 양적 평가 뿐 아니라 각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할
기재수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실제 의무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그 완성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또한 같은 과거력 정보를 세 기록자 집
단이 각자 기록하는 서식들 간의 기록 내용의 일치도를 비교함으로써 의



- 3 -

무기록의 신뢰성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는 의무기록의 완성도와 신뢰성을 분석하여 기록의 질적 수준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턴 기록,전공의 기록,간호사 기록의 환자 과거력 정보 기재여부
를 분석한다.

둘째,과거력 정보가 기재된 경우,각 항목별로 내용의 기재정도를 평가
하며 이 연구대상 병원의 기재 기대수준과 비교하여 그 충족정도를
분석한다.

셋째,과거력 정보가 두 서식 이상에서 기재된 경우,서식 간 그 일치도
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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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의의의 완완완성성성점점점검검검 및및및 평평평가가가기기기준준준

가가가...의의의료료료기기기관관관의의의 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완완완성성성점점점검검검

의무기록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목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의료의 질
향상이다.그러나 어떤 지표를 가지고 미 완결 여부를 판정하느냐에 따
라서 미 완결 기록의 판정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미 완결된 의
무기록을 완결하도록 독려하는 과정 중에 자연히 미 완결된 항목에 관심
을 집중하게 되었다.즉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느냐가 병원의 정책과 의
료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그러나 미 완결 기록으로 보
는 서식지의 종류와 검토 항목 면에서 의료기관들은 각 기관의 여건과
의무기록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이러
한 상황은 병원표준화 심사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에서 의무기록 완결
도를 평가하는데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지난 2002년 한국의료QA학회
에서는 의무기록 작성에서 중요 서식과 기재항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27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무기록
완결 점검표를 조사하여 ‘의무기록 완결점검표’권고안을 발표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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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무기록 완결 점검표 권고안

서 식 명 서식 항목

1.입퇴원기록
환자 인적사항,입퇴원사항(입퇴원일,치료결과,퇴원형태),진료사항(주진
단,기타진단,주주술,기타수술,수술일,원사인),진료과,전공의,주치의 서
명

2.퇴원요약 환자 인적사항,입퇴원사항(입퇴원일),진료사항(주진단,기타진단,주수
술,기타수술,검사 및 처치명),치료내용 및 결과,작성자 서명

3.병력 및 신체
조사 기록

환자 인적사항,진료사항(주소,과거력,현질병상태,생활환경,개인력,사회
력,가족력,알레르기),계통문진,신체조사,진단사항(입원시진단,추정진
단),작성자 서명

4.경과기록

환자 인적사항,입원기록(입원시상태,입원목적,치료 및 진단계획),경과
기록(환자의 상태변화,치료내용 및 결과,합병증 또는 부작용 유무),수
술기록(수술요약,수술후 관찰 및 처치,수술부위의 상태변화),전과기록,
교대근무기록,특수검사 및 치료검사,최종경과기록(퇴원일,퇴원시상태,
퇴원후주의사항,추후진료계획),사망기록,전문의 경과기록,작성일,작
성자 서명

5.마취기록 환자 인적사항,마취전기록(환자상태,마취방법,과거복용약물,마취경험,검
사결과요약),마취기록,마취후 신체조사기록,작성자 서명

6.수술기록
환자 인적사항,수술사항(수술일,수술과,집도의명 및 수술보조의명,마취
의명,수술전진단명,수술후진단명,수술명,마취방법 등),수술후 환자상태,
전공의 및 집도의 서명

7.회복실기록 환자 인적사항, 진료사항(입실및퇴실시간,진료과,진단명,수술명,마취종
류),환자상태 및 처치,퇴실시킨 의사 서명

8.의사지시 환자 인적사항,지시내용(지시일시,검사,처치,투약),담당의사 서명

9.협의진료기록 환자 인적사항,의뢰사항(의뢰일,의뢰과,의뢰의사명,서명,의뢰내용 및 사
유),회신사항,회신의사 서명

10.신청서 및
동의서

환자 인적사항,진료사항(진단명,수술검사 및 마취명,동의내용,담당의사
서명),환자,보호자,보증인 서명

11.응급실기록
환자 인적사항,내원정보,도착시간 및 동반자 사항,진료사항(신체소
견,진단명,치료내용,지시사항,퇴원시상태,치료결과,퇴원실시,간호기록,서
명 등),환자처리(입원,이송,귀가,예약,사망 등)

12.간호기록 환자 인적사항,간호 및 관찰사항,검사,투약사항,의사방문시간 기록

13.검사결과 환자 인적사항,검사명 및 결과,검사실시일자,검사결과 보고일자,검
사시행자 서명

14.문제목록 문제번호,문제발생일,문제내용,문제해결 및 해결일자

자료:의무기록의 서식 및 기재항목 표준화 연구,한국의료QA학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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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평평평가가가기기기관관관의의의 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질질질 평평평가가가제제제도도도

양질의 의무기록 작성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의 규정을 가지
고 의무기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 점검표를
이용하여 정질량 분석을 하고 있다.국가 차원의 평가에서는 병원표준화
심사(표 2)가 시작된 1980년부터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도 적정 한도와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 대 중반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표

3)에서도 의무기록 부문을 평가하고 있고,미국에서는 의료기관신임합동
위원단(이하 JCAHO)에서 의료정보를 충실히 평가하는 기준(표 4)이 있
어 의무기록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국내의
평가기준은 의무기록의 중요 서식과 해당 서식의 필수항목 위주로 매우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미국은 전자의무기록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어 의무기록의 서식이나 서식 별 항목보다는 자료와 정보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의무기록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기록의 정보적 측면이 강화되어 구체적 서식의 유무에서 정보의 유
무로의 평가기준 이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CAHO에서는 국제적
신임평가기구를 운영하여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 모든 의료기관의 신임평
가를 수행하고 있으며,국내에서도 국제합동위원단(이하 JCI)의 신임을
위한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추세이다.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의
많은 부분이 의무기록을 통하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JCI의 369개 표
준 심사항목 중 정보관리 항목을 제외하고도 31개 항목이 의무기록을 도
구로 하여 평가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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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병원표준화 심사의 의무기록 심사 항목

항목 세부 내용

외래진료내용
환자기본정보,외래진료 이력(진료일,환자성명,등록번
호,진료과,진료의사),외래진료예약정보,진단명,수술
명,처치명,검사결과(방사선,임상병리,해부병리 등),처
방(검사,투약 등),기타

입원진료내용

입원진료이력(입원일,퇴원일,환자성명,등록번호,진료과,
진료의사),진단명,수술 및 처치명,검사결과,처방(검
사,투약 등),치료결과,협의진료,전과,입원회차(재입
원),재원일,병동 및 병실,수술일,지역,성별,연령,
지불유형

응급진료내용
응급환자이력(응급진료일,응급진료의사,환자서명,등록
번호,진료과),조치별(치료후향방),진단명,수술명,지
역,성별,연령,진료과,환자종류(신환,구환,초진,재진),
지불유형

기타진료내용
약품정보,분만정보,수술실 정보, 회복실 정보,중환
자실 정보,간호정보,진료비 정보,혈액이용 정보,기
타

주진단 기재의
적절성

주진단명,주진단 분류기호,조사자 분류기호,일치여
부

퇴원요약 정보의
충실성

환자정보(환자명,병원등록번호,성별,연령,입원일,퇴원
일),주호소증상,진단명,수술(처치)명,합병증,검사결
과,퇴원약,추후계획,의사서명

수술정보의 충실성환자정보,수술일,수술의,수술전 진단명,수술후 진단
명,수술명,관찰소견,수술절차,집도의 서명

경과정보의 충실성제원일수,1일1회 기록일수,입원기록,수술기록,수술
전후기록,검사 및 처치기록,전과기록,퇴원(사망)기록

자료:2005수련병원 실태 조사 및 병원신임 평가서,대한병원협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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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의 의무기록 평가 항목

항목 조사내용
의무기록 진단명
기록 적합성

주진단 표기방침,의무기록상의 주진단명과 주진단
코드의 정확성

퇴원요약의
충실성과 정확성

퇴원요약지 구비여부,
환자정보수(환자명,성별,나이,입퇴원날짜,진찰권번호),
퇴원시 진단명,수술처치명,검사결과,퇴원시
환자상태,추후관리계획

입원기록 및
경과기록

입원기록-현증세,과거력 ,신체각계조사,신체검사,
추정진단 및 치료(진단)계획
경과기록-특수검사,처치기록,경과기록 기재일수

수술기록

수술기록-수술전 진단,수술후 진단,수술명,
마취방법,수술관찰소견,수술절차,집도의 서명
마취기록-마취의 성명,마취제,마취제 용량,
마취기간,마취방법,모니터

검사결과 시행검사결과지 건수

자료 :2004의료기관 평가지침서,보건복지부(2004)

표 4.MedicalRecordsGuidetothe2003JCAHO

구분 표준항목 수
PatientRights(RI) 13
AssessmentofPatients(PE) 29
TreatmentofPatients(TX) 32
Education(PF) 14
Continuum ofCare(CC) 7
Leadership(LD) 2
ManagementofInformation(IM) 18
MedicalStaff(MS) 10

자료:TheJCAHOMockSurveyMadeSimple,HCPro(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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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의의의무무무기기기록록록 질질질 평평평가가가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행해진 진료행위에 대한 기록으로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의료이용도조사나 의료감사,위험관리 등에 의무기록을 도
구로 이용하였고,국내에서는 1990년 중반 질관리 활동이 대두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여,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의료의 질을 평가
하는 연구(박운제 등,1996)뿐 아니라,의무기록의 완성도나 충실성을 주
제로 한 연구가 조금씩 시작되었다(강선희,1998).
김은경 (1995)은 계획에 없던 재수술의 분석을 통해 의무기록의 내용

의 충실성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무기록을 통해서 제
삼자가 진료과정을 파악하기에 내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과 재수
술을 시행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다음
수술을 계획한 기록이 거의 없는 점,또 의무기록에 따라 입원일,퇴원일,
수술일 등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는 등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일관성에 대
한 문제를 제기하였다.박석건 등(1997)은 일개 교육병원의 의무기록 충
실도에 대한 조사에서 퇴원요약,경과기록,수술기록에 대해 양적평가를
하였으며,퇴원요약의 경우 5항목 중 평균 3.3개 항목에서의 기재정도를
보였고,경과기록의 경우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기재율이 저하되었으며,
수술기록의 경우 주치의 서명이 매우 저조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의무기
록 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과 더불어 의무기록의 질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의무기록의 질은 병원마다 또한 동일병원에서도 임상과 마다 매우 차

이가 있음을 보이는 연구들이 있다.Keller(1999)는 병원 질 관리 프로그
램의 하나로 26개의 항목으로 된 평가 서식으로 입원환자의 의무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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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평가 하였다.연구결과는 환자의 과거력,질병경과 및 동의서 부분
에서 미비하였고,이는 임상과 마다 매우 다르게 평가되었다.
의무기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관련한 연구들로는 김세

철 등(1994),홍준현 등(1998)이 있다.김세철 등은 미완성 의무기록이 발
생하는 이유를 아랫년차 전공의에게 의무기록 작성부담이 편중되어 있다
는 것과,월별요인으로는 업무과중과 업무해이 요인이 있는 달에 미 완성
기록이 많이 발생하며,지도 전문의의 무관심도 근본원인으로 지적하였
다.주치의의 관심도가 의무기록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로서는 홍준현 등이 의무기록의 주요 5가지 서식의 질을 평가하
고,주치의사의 관심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하여 의무기록의 질 점수와 관
심도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주치의사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의무기록의 질이 높아짐을 주장하였으며,주치의사의 관심도와
실제 제공된 의료의 질,의무기록의 질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추후 연
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의무기록이 진료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연구로는 박

운제 등(1996)의 연구가 있다.의무기록 완성도의 입원환자 진료적정성에
대한 예측도 평가에서 의무기록 완성도를 입퇴원기록,퇴원요약,문제목
록,주치의 및 인턴기록,수술기록,경과기록,조직병리 검사결과와 암환자
등록지 등 7개 서식의 26개 문항을 28점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여 완성율과
진료적정성 평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의무기록
의 완성도가 입원환자의 진료적정성을 잘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여,의무
기록이 진료의 적정성 평가의 유의한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의무기록의 작성형태가 서면기록에서 전자적 형태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 등 국외에서는 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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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록의 질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으며,서면에서 전자적 형
태로 변화되는 과도기의 상태에서 두 매체사이의 기록의 일치성을 평가
하는 연구(Mikkelsen,2001)와 서면 의무기록과 전자 의무기록간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연구(Hippisley-Cox등,2003)결과도 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 대 초반부터 의원급에서의 전자의무기록 도입이 시작되었고,근래
에 들어 대형병원에서의 전자의무기록 도입이 시작되었다.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에 관련한 연구(김지영,2002)가 있었으나 기록의
충실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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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입원 시 환자 과거력 정보의 기재 여부와 기재정도,서식 간 그 내용
의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 대학부속병원에 2004년 1월 부터 12월
까지 위암으로 최초 입원하여 퇴원한 환자 970명중 50%에 해당하는 485
건을 무작위 표본추출 하였고 이중 챠트가 대출되었거나 응급실을 경유
하여 입원한 82건을 제외한 403건의 완성된 의무기록지를 대상으로 하였
다.403건의 의무기록을 2명의 의무기록사가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일치
하는 항목만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항목의 대상 수에는 차이가
있다(표 5).분석한 서식은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기록자 집단이 환자에
게 문진하여 과거력 등을 기재하는 인턴 기록,입원 기록,간호정보조사 3
종이며 분석 항목은 세 서식에 공통으로 포함된 주소 및 현질병상태,과
거병력,투약력,입원력,가족력,알레르기,흡연력 및 음주력의 8개 항목
이다.인턴 기록은 인턴이,입원 기록은 전공의가,간호정보조사는 간호사
가 작성하는 서식이므로 이를 각각 인턴 기록,전공의 기록,간호사 기록
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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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평가 항목별 연구대상 건수 단위:건(%)

222...조조조사사사내내내용용용

가가가...기기기재재재 여여여부부부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식 내 기재유무로서,해당내용이 서술
되어 있거나 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시 되어 있는 모든 경우를
‘기재내용 있음’으로 하였다.

두 검사자 일치 두 검사자 불일치 합

주소 및 현질병상태 386(95.8) 17(4.2) 403(100.0)

과거병력 376(93.3) 27(6.7) 403(100.0)

투약력 386(95.8) 17(4.2) 403(100.0)

입원력 389(96.5) 14(3.5) 403(100.0)

가족력 393(97.5) 10(2.5) 403(100.0)

알레르기 402(99.8) 1(0.2) 403(100.0)

흡연력 392(97.3) 11(2.7) 403(100.0)

음주력 393(97.5) 10(2.5) 40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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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기기기재재재정정정도도도

111)))기기기재재재정정정도도도 선선선정정정

8개 항목의 기재정도를 각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기재정도는
1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작성지침서와 미국과 한국의 법률,미국의
JCAHO내용,한국의 병원표준화심사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항목을 참
조하여 한국의료QA학회에서 발간한 ‘의무기록의 서식 및 기재항목 표준
화 연구’의 각 서식 별 기재항목의 작성지침과 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교
과서로 사용하는 ‘진단학’서적 등을 참조하여 일차 선정 하였고,연구대
상 병원의 임상교수로 구성된 의무기록위원 8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하였다(표 6).각 기재정도의 평가는 정도에 따라 각각 1점에서 4점까
지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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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각 항목의 기재정도
항목 기재 정도

주소 및 현질병상태

기재정도 1.입원하게 된 주 동기 혹은 증상
기재정도 2.기재정도 1+아래 특성 중 1가지 기재
기재정도 3.기재정도 1+아래 특성 중 2-4가지 기재
기재정도 4.기재정도 1+아래 특성 중 5-7가지 기재

<특성 >
1)부위
2)질
3)양 또는 심도
4)시작시기,기간 및 빈도
5)발생상황
6)증상을 악화 또는 경감시키는 인자
7)동반증상

과거병력
기재정도 1.병력 유무[있음,없음]
기재정도 2.해당 질병명
기재정도 3.치료 여부 또는 과정
기재정도 4.발생 또는 진단일

투약력
기재정도 1.최근 또는 현재 투약유무[있음,없음]
기재정도 2.특정질병의 약
기재정도 3.복용 약물의 상품명
기재정도 4.용량,투여 횟수

입원력
기재정도 1.입원 또는 수술력 유무[있음,없음]
기재정도 2.해당 질병 또는 수술명
기재정도 3.입원 또는 수술 시기
기재정도 4.당시 시행한 치료나 검사

가족력
기재정도 1.가족병력 유무[있음,없음]
기재정도 2.해당 질병명
기재정도 3.질환을 가진 가족관계
기재정도 4.나이 또는 생존여부

알레르기
기재정도 1.알레르기 유무[있음,없음]
기재정도 2.알레르기 반응물질
기재정도 3.반응양상
기재정도 4.알레르기 관련 과거력

흡연력
기재정도 1.흡연력 유무[있음,없음]
기재정도 2.흡연량
기재정도 3.흡연(금연)기간
기재정도 4.담배 종류

음주력
기재정도 1.음주력 유무[있음,없음]
기재정도 2.음주량
기재정도 3.음주(금주)기간
기재정도 4.음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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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기기재재재 기기기대대대수수수준준준 정정정도도도 선선선정정정

대학부속병원 의무기록에서 위 항목을 기재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기
록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대수준 정도 선정은 이 연구 대상병원의
의무기록위원 8명이 위의 기재 정도를 검토한 의견을 종합하여 다빈도 수
준으로 선정하였다(표 7).

표 7.기재 기대수준 정도

333)))평평평가가가적적적용용용 기기기준준준

평가적용 기준으로는 한 항목 내 여러 개의 내용이 있고 이것들이 각
각 다른 기재정도로 작성된 경우에 가장 높은 정도로 기재된 것을 기준으
로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마다의 특성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였다(표
8).

항목 기재 기대수준 정도
주소 및 현질병상태 기재정도 4

과거병력 기재정도 4
투약력 기재정도 3
입원력 기재정도 3
가족력 기재정도 3
알레르기 기재정도 4
흡연력 기재정도 3
음주력 기재정도 3



- 17 -

표 8.항목 평가 적용 세부기준

다다다...일일일치치치도도도

두개 이상의 서식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사항 ‘있음’또는 ‘없음’의 ‘기재정도 1’수준에서의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한 항목 내 여러 개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들 중 1개의 내용이라도 일치
하면 일치한 것으로 하였다.

333...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환자 과거력 정보의 기재 여부와 기재정도,서식 간의 내용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세 서식의 기재여부 정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다.둘째,각 항목의 서식에 대한 입원과별 기재율,기재 기대수준 충족정
도,각 항목 서식 간 일치율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셋째,

항목 평가적용 세부기준
주소 및 현질병상태 주소나 현질병상태 항목에 기술된 내용 중 정의한

특성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
과거병력 과거에 앓았던 질병과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
투약력 현재 복용 중에 있는 약물로서,비타민 또는 영양제

등은 제외
입원력 과거질병 또는 현 질병과 관련한 모든 입원 또는

수술사실
가족력 조부모 아래 직계가족의 범위
알레르기 약물,식품,환경인자 등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흡연력 과거,현재 흡연력
음주력 과거,현재 음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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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별 평균 기재 수준과 서식별,입원과별 기재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넷째,서식 간 일치도는 Kappa계수로 분
석하였다.통계처리는 SPSSWIN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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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과거력 정보
주소및현질병상태 ,입원력
과거병력,가족력
알레르기,투약력
흡연력,음주력

인턴 기록 전공의 기록 간호사 기록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내과계 외과계

빈도분석 빈도분석 빈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교차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Kappa

기재여부 기재정도 충족정도 일치도

그림 1.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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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기기기재재재여여여부부부

가가가...각각각 항항항목목목의의의 서서서식식식별별별 기기기재재재율율율

각 항목의 평균 기재율은 주소 및 현질병상태 98.9%,과거병력 91.1%,
흡연력 79.8%,음주력 79.2%,가족력 76.1%,입원력 58.5%,알레르기
57.3%,투약력 39.6% 순이었다.인턴 기록에서는 투약력의 기재율이
37.6%로 다른 항목에 비해 기재율이 가장 낮았다.전공의 기록은 알레르
기 기재율이 1.0%로 거의 기재가 되고 있지 않았고 투약력 20.7%,입원력
37.3%의 낮은 기재율을 보였다.간호사 기록의 경우 입원력의 기재율이
57.8%,투약력은 60.6%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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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각 항목의 서식별 기재율 단위 :건(%)

항목 기재여부 인턴기록 전공의기록 간호사기록 계

           

주소 및 

현질병상태

기재 386(100.0) 386(100.0) 373(96.6) 1145(98.9)

미기재 0(0.0) 0(0.0) 13(3.4) 13(1.1)

합 386(100.0) 386(100.0) 386(100.0) 1158(100.0)

과거병력

            

          

기재 376(100.0) 367(97.6) 285(75.8) 1028(91.1)

미기재 0(0.0) 9(2.4) 91(24.2) 100(8.9)

합 376(100.0) 376(100.0) 376(100.0) 1128(100.0)

투약력

기재 145(37.6) 80(20.7) 234(60.6) 459(39.6)

미기재 241(62.4) 306(79.3) 152(39.4) 699(60.4)

합 386(100.0) 386(100.0) 386(100.0) 1158(100.0)

입원력

기재 313(80.5) 145(37.3) 225(57.8) 683(58.5)

미기재 76(19.5) 244(62.7) 164(42.2) 484(41.4)

합 389(100.0) 389(100.0) 389(100.0) 1167(100.0)

가족력

기재 385(98.0) 269(68.4) 243(61.8) 897(76.1)

미기재 8(2.0) 124(31.6) 150(38.2) 282(23.9)

합 393(100.0) 393(100.0) 393(100.0) 1179(100.0)

알레르기

기재 396(98.5) 4(1.0) 291(72.4) 691(57.3)

미기재 6(1.5) 398(99.0) 111(27.6) 515(42.7)

합 402(100.0) 402(100.0) 402(100.0) 1206(100.0)

흡연력

기재 299(76.3) 288(73.5) 352(89.8) 939(79.8)

미기재 93(23.7) 104(26.5) 40(10.2) 237(20.2)

합 392(100.0) 392(100.0) 392(100.0) 1176(100.0)

 음주력

기재 295(75.1) 287(73.0) 352(89.6) 934(79.2)

미기재 98(24.9) 106(27.0) 41(10.4) 245(20.8)

합 393(100.0) 393(100.0) 393(100.0) 117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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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각각각 서서서식식식의의의 입입입원원원과과과별별별 기기기재재재율율율

   각 서식의 입원과별 기재율의 결과(표 10)를 보면,인턴 기록은 알레르
기의 경우 외과계의 기재율이 100%로 내과계 기재율 97.2%보다 높았으
며,흡연력과 음주력은 내과계 기재율이 각각 97.1%,97.6%로 외과계 기
재율 52.2%,49.7%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전공의 기록은 과
거병력,입원력의 경우 외과계 기재율이 각각 99.4%,54.8%로 내과계 기
재율 96.0%,22.6%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가족력,흡연력,
음주력은 내과계 기재율이 각각 75.0%,92.4%,92.3%로 외과계 기재율
61.1%,51.6%,51.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간호사 기록은 과거병력,투약
력,입원력,알레르기의 외과계 기재율이 각각 80.6%,68.2%,72.9%,
77.1%로 내과계 기재율 71.6%,54.3%,45.3%,68.2%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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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각 서식의 입원과별 기재율 단위 :건(%)

*p<.05,**p<.01,***p<.001

항목
기재

여부

인턴 기록       전공의 기록                간호사 기록          

외과계 내과계 합 X2-값 외과계 내과계 합 X2-값 외과계 내과계 합 X2-값

주소 

및현질

병상태

기재 177(100.0) 209(100.0) 386(100.0)

-

177(100.0) 209(100.0) 386(100.0)
-

172(97.2) 201(96.2) 373(96.6)

0.3미기재 0(0.0) 0(0.0) 0(0.0) 0(0.0) 0(0.0) 0(0.0) 5(2.8) 8(3.8) 13(3.4)

합 177(100.0) 209(100.0) 386(100.0) 177(100.0) 209(100.0) 386(100.0) 177(100.0) 209(100.0) 386(100.0)

과거

병력

기재 175(100.0) 201(100.0) 376(100.0)

-

174(99.4) 193(96.0) 367(97.6)

4.7*

141(80.6) 144(71.6) 285(75.8)

4.1*미기재 0(0.0) 0(0.0) 0(0.0) 1(0.6) 8(4.0) 9(2.4) 34(19.4) 57(28.4) 91(24.2)

합 175(100.0) 201(100.0) 376(100.0) 175(100.0) 201(100.0) 376(100.0) 175(100.0) 201(100.0) 376(100.0)

투약력

기재 62(35.2) 83(39.5) 145(37.6)

0.8

39(22.2) 41(19.5) 80(20.7)

0.4

120(68.2) 114(54.3) 234(60.6)

7.7**미기재 114(64.8) 127(60.5) 241(62.4) 137(77.8) 169(80.5) 306(79.3) 56(31.8) 96(45.7) 152(39.4)

합 176(100.0) 210(100.0) 386(100.0) 176(100.0) 210(100.0) 386(100.0) 176(100.0) 210(100.0) 386(100.0)

입원력

기재 135(76.3) 178(84.0) 313(80.5)

3.6

97(54.8) 48(22.6) 145(37.3)

42.7***

129(72.9) 96(45.3) 225(57.8)

30.1***미기재 42(23.7) 34(16.0) 76(19.5) 80(45.2) 164(77.4) 244(62.7) 48(27.1) 116(54.7) 164(42.2)

합 177(100.0) 212(100.0) 389(100.0) 177(100.0) 212(100.0) 389(100.0) 177(100.0) 212(100.0) 389(100.0)

가족력

기재 181(97.8) 204(98.1) 385(98.0)

0.0

113(61.1) 156(75.0) 269(68.4)

8.8**

108(58.4) 135(64.9) 243(61.8)

1.8미기재 4(2.2) 4(1.9) 8(2.0) 72(38.9) 52(25.0) 124(31.6) 77(41.6) 73(35.1) 150(38.2)

합 185(100.0) 208(100.0) 393(100.0) 185(100.0) 208(100.0) 393(100.0) 185(100.0) 208(100.0) 393(100.0)

알레

르기

기재 188(100.0) 208(97.2) 396(98.5)

5.4*

1(0.5) 3(1.4) 4(1.0)

0.8

145(77.1) 146(68.2) 291(72.4)

4.0*미기재 0(0.0) 6(2.8) 6(1.5) 187(99.5) 211(98.6) 398(99.0) 43(22.9) 68(31.8) 111(27.6)

합 188(100.0) 214(100.0) 402(100.0) 188(100.0) 214(100.0) 402(100.0) 188(100.0) 214(100.0) 402(100.0)

흡연력

기재 95(52.2) 204(97.1) 299(76.3)
108.8

***

94(51.6) 194(92.4) 288(73.5)

83.0***

163(89.6) 189(90.0) 352(89.8)

0.0미기재 87(47.8) 6(2.9) 93(23.7) 88(48.4) 16(7.6) 104(26.5) 19(10.4) 21(10.0) 40(10.2)

합 182(100.0) 210(100.0) 392(100.0) 182(100.0) 210(100.0) 392(100.0) 182(100.0) 210(100.0) 392(100.0)

음주력

기재 92(49.7) 203(97.6) 295(75.1)
119.9

***

95(51.4) 192(92.3) 287(73.0)
83.4

***

164(88.6) 188(90.4) 352(89.6)

0.3미기재 93(50.3) 5(2.4) 98(24.9) 90(48.6) 16(7.7) 106(27.0) 21(11.4) 20(9.6) 41(10.4)

합 185(100.0) 208(100.0) 393(100.0) 185(100.0) 208(100.0) 393(100.0) 185(100.0) 208(100.0) 3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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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기기기재재재정정정도도도 및및및 기기기재재재 기기기대대대수수수준준준 충충충족족족정정정도도도

가가가...기기기재재재정정정도도도

111)))서서서식식식별별별 평평평균균균 기기기재재재정정정도도도

   서식별 평균 기재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력
은 전공의 기록의 기재정도가 각각 3.1점,3.5점으로 세 서식 중 가장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투약력과 가족력은 간호사 기록의 기재정도가
각각 3.0점,3.5점으로 세 서식 중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흡연력
은 인턴 기록과 전공의 기록이 각각 3.0점,2.9점으로 간호사 기록의 2.2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음주력은 인턴 기록의 기재정도가 2.8
점으로 세 서식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입원력과 알레르기는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Duncan사후검정결과 각 서식 간 비교분
석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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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서식별 평균 기재정도

항목 인턴기록 전공의기록 간호사기록 계 F-값 Duncan

주소 및
현질병상태 2.3 3.1 2.5 2.6 85.5

***
전공의>간호
사>인턴

과거병력 3.4 3.5 3.2 3.4 4.0
*

전공의>간호
사

투약력 2.4 2.5 3.0 2.7 11.4
***

간호사>인턴,
전공의

입원력 3.4 3.5 3.4 3.4 0.9 ․

가족력 3.3 3.1 3.5 3.3 7.5
**

간호사>인턴,
전공의

알레르기 2.6 2.5 2.0 2.2 2.2 ․

흡연력 3.0 2.9 2.2 2.8 85.6
***

전공의,인턴>
간호사

음주력 2.8 2.6 2.2 2.5 5.0
**

전공의,
인턴>간호사

*p<.05,**p<.01,***p<.001

222)))서서서식식식별별별,,,입입입원원원과과과별별별 평평평균균균 기기기재재재정정정도도도

  서식별로 입원과를 외과계와 내과계로 나누어 평균 기재정도의 차이
가 있는 지를 비교하였다.인턴 기록의 경우 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
력,흡연력이 내과계의 평균 기재정도가 각각 3.1점,3.7점,3.0점으로 외과
계의 기재정도 1.4점,2.6점,2.6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전
공의 기록은 투약력은 외과계의 기재정도가 2.7점으로 내과계 2.3점 보다
높았으며,입원력과 흡연력은 내과계의 기재정도가 각각 3.7점,3.0점으로
외과계의 3.3점,2.6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간호사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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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현질병상태의 항목이 내과계 평균 기재정도 2.7점으로 외과계의
2.3점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12).

표 12.서식별,입원과별 평균 기재정도

*p<.05,**p<.01,***p<.001

나나나...기기기재재재 기기기대대대수수수준준준 충충충족족족정정정도도도

111)))서서서식식식별별별 기기기재재재 기기기대대대수수수준준준 충충충족족족정정정도도도

 이 연구병원의 의무기록위원 8명이 각 항목 마다 기재되어야 할 기재
수준을 정한 것과 비교하여 실제 서식의 각 항목별 기재정도가 이에 충족
되는 지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가족력이 98.5%로 기재 기대수준

항목
인턴 기록 전공의 기록 간호사 기록

외과계 내과계 t-값 외과계 내과계 t-값 외과계 내과계 t-값

주소 및
현질병상태 1.4 3.1 -28.7

*** 3.1 3.1 -1.1 2.7 2.3 1.2
***

과거병력 2.6 3.7 -8.5
*** 3.1 3.6 -1.2 3.2 3.3 -0.4

투약력 2.0 2.4 -1.1 2.7 2.3 2.0
* 3.2 2.8 1.9

입원력 3.1 3.5 -2.0 3.3 3.7 -3.0
** 3.4 3.3 0.6

가족력 3.0 3.3 -0.7 3.0 3.2 -0.9 3.4 3.6 -1.7
알레르기 2.0 2.8 -1.0 2.0 2.7 -0.5 1.9 2.0 -0.5

흡연력 2.6 3.0 -8.4
*** 2.6 3.0 -2.7

** 2.3 2.1 1.2

음주력 1.5 2.8 -1.9 1.5 2.7 -2.5
* 2.2 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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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율이 가장 높았으며,알레르기는 12.1%,주소 및 현질병상태 6.7% 로
낮은 충족율을 보였다.서식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항목
은 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력,투약력,흡연력 및 음주력의 항목이었
다. 이 항목들의 기재 기대수준을 보면,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력,
흡연력,음주력은 간호사 기록의 충족율이 각각 2.9%,50.0%,33.8%,
38.3%로 서식 중 충족율이 최저였고,투약력은 인턴 기록이 23.3%로 최저
충족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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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기재 기대수준 충족정도 단위 :건(%)

항목 기대수준충족여부 인턴 기록 전공의 기록 간호사 기록 계 X
2
-값

주소및현

질병상태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348(90.2)

38(9.8)

358(92.7)

28(7.3)

362(97.1)

11(2.9)

1068(93.3)

77(6.7)
14.6**

합 386(100.0) 386(100.0) 373(100.0) 1145(100.0)

          

 과거병력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47(35.6)

85(64.4)

52(30.8)

117(69.2)

79(50.0)

79(50.0)

178(38.8)

281(61.2)
13.5**

합 132(100.0) 169(100.0) 158(100.0) 459(100.0)

 투약력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46(76.7)

14(23.3)

52(70.3)

22(29.7)

63(43.8)

81(56.3)

161(57.9)

117(42.1)
25.1***

합 60(100.0) 74(100.0) 144(100.0) 278(100.0)

입원력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11(13.4)

71(86.6)

10(11.2)

79(88.8)

19(19.6)

78(80.4)

40(14.9)

228(85.1)
2.8

합 82(100.0) 89(100.0) 97(100.0) 268(100.0)

가족력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2(2.8)

69(97.2)

0(0.0)

34(100.0)

1(1.0)

98(99.0)

3(1.5)

201(98.5)
1.5

합 71(100.0) 34(100.0) 99(100.0) 204(100.0)

알레르기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5(71.4)

2(28.6)

3(75.0)

1(25.0)

21(95.5)

1(4.5)

29(87.9)

4(12.1)
3.6

합 7(100.0) 4(100.0) 22(100.0) 33(100.0)

  흡연력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2(1.8)

112(98.2)

6(5.3)

107(94.7)

51(66.2)

26(33.8)

59(19.4)

245(80.6)
145.0***

합 114(100.0) 113(100.0) 77(100.0) 304(100.0)

  음주력  

          

 

기대수준 이하

기대수준 만족

44(37.9)

72962.1)

51(47.7)

56(52.3)

58(61.7)

36(38.3)

153(48.3)

164(51.7)
11.8**

합 116(100.0) 107(100.0) 94(100.0) 317(100.0)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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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입입입원원원과과과별별별 기기기재재재 기기기대대대수수수준준준 충충충족족족정정정도도도

가가가)))인인인턴턴턴 기기기록록록

   인턴 기록이 외과계와 내과계의 입원과에 따라 기재 기대수준 충족정
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력,입원
력,흡연력이 입원과에 따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내
과계의 기재 기대수준 충족율이 각각 18.2%,81.4%,91.2%,100.0%로 외
과계의 0.0%,17.1%,64.3%,60.0% 보다 높았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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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인턴기록 기재 기대수준 충족정도 단위 :건(%)

항목 기재수준만족여부 외과계 내과계 합 X2-값

        

주소 및 

현질병상태

기재수준 이하 177(100.0) 171(81.8) 348(90.2)

35.7***
기재수준 만족 0(0.0) 38(18.2) 38(9.8)

합 177(100.0) 209(100.0) 386(100.0)

과거병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29(82.9) 18(18.6) 47(35.6)

45.4***6(17.1) 79(81.4) 85(64.4)

합 35(100.0) 97(100.0) 132(100.0)

투약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4(100.0) 42(75.0) 46(76.7)

1.30(0.0) 14(25.0) 14(23.3)

합 4(100.0) 56(100.0) 60(100.0)

입원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5(35.7) 6(8.8) 11(13.4)

7.2**9(64.3) 62(91.2) 71(86.6)

합 14(100.0) 68(100.0) 82(100.0)

가족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0(0.0) 2(2.9) 2(2.8)

0.12(100.0) 67(97.1) 69(97.2)

합 2(100.0) 69(100.0) 71(100.0)

알레르기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2(100.0) 3(60.0) 5(71.4)

1.10(0.0) 2(40.0) 2(28.6)

합 2(100.0) 5(100.0) 7(100.0)

흡연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2(40.0) 0(0.0) 2(1.8)

44.4***3(60.0) 109(100.0) 112(98.2)

합 5(100.0) 109(100.0) 114(100.0)

      

음주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3(75.0) 41(36.6) 44(37.9)

2.41(25.0) 71(63.4) 72(62.1)

합 4(100.0) 112(100.0) 116(100.0)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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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전전전공공공의의의 기기기록록록

   전공의 기록이 외과계와 내과계의 입원과에 따라 기재 기대수준 충족율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투약력,입원력,흡연력,음주력이 입원과
에 따른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투약력의 경우 외과계의
기재 기대수준 충족율이 42.9%로 내과계의 17.9% 보다 높았고,투약력,흡
연력,음주력은 내과계의 기재 기대수준 충족율이 각각 100.0%,97.0%,
56.3%로 외과계의 78.7%,76.9%,18.2% 보다 높았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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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전공의 기록 기재 기대수준 충족정도 단위 :건(%)

항목 기재수준만족여부 외과계 내과계 합 X2-값

주소 및 

현질병상태

기재수준 이하 167(94.4) 191(91.4) 358(92.7)

1.3
기재수준 만족 10(5.6) 18(8.6) 28(7.3)

합 177(100.0) 209(100.0) 386(100.0)

과거병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30(36.6) 22(25.3) 52(30.8)

2.552(63.4) 65(74.7) 117(69.2)

합 82(100.0) 87(100.0) 169(100.0)

투약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20(57.1) 32(82.1) 52(70.3)

5.5*15(42.9) 7(17.9) 22(29.7)

합 35(100.0) 39(100.0) 74(100.0)

입원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10(21.3) 0(0.0) 10(11.2)

10.1**37(78.7) 42(100.0) 79(88.8)

합 47(100.0) 42(100.0) 89(100.0)

가족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0(0.0) 0(0.0) 0(0.0)

-4(100.0) 30(100.0) 34(100.0)

합 4(100.0) 30(100.0) 34(100.0)

알레르기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1(100.0) 2(66.7) 3(75.0)

0.40(0.0) 1(33.3) 1(25.0)

합 1(100.0) 3(100.0) 4(100.0)

흡연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3(23.1) 3(3.0) 6(5.3)

9.2**10(76.9) 97(97.0) 107(94.7)

합 13(100.0) 100(100.0) 113(100.0)

 

   음주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9(91.8) 42(43.8) 51(47.7)

5.7*2(18.2) 54(56.3) 56(52.3)

           합 11(100.0) 96(100.0) 107(100.0)

*p<.05,**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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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간간간호호호사사사 기기기록록록

간호사 기록이 외과계와 내과계의 입원과에 따라 기재 기대수준 충족
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입원과에 따른 기재
기대수준 충족율의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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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간호사 기록 기재 기대수준 충족정도 단위 :건(%)

항목 기재수준만족여부 외과계 내과계 합 X2-값

주소 및 

현질병상태

기재수준 이하 168(97.7) 194(96.5) 362(97.1)

0.4
기재수준 만족 4(2.3) 7(3.5) 11(2.9)

합 172(100.0) 201(100.0) 373(100.0)

과거병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40(51.3) 39(48.8) 79(50.0)

0.138(48.7) 41(51.3) 79(50.0)

합 78(100.0) 80(100.0) 158(100.0)

투약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20(35.7) 43(48.9) 63(43.8)

2.436(64.3) 45(51.1) 81(56.3)

합 56(100.0) 88(100.0) 144(100.0)

입원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7(13.2) 12(27.3) 19(19.6)

3.046(86.8) 32(72.7) 78(80.4)

합 53(100.0) 44(100.0) 97(100.0)

가족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0(0.0) 1(1.9) 1(1.0)

0.947(100.0) 51(98.1) 98(99.0)

합 47(100.0) 52(100.0) 99(100.0)

알레르기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7(100.0) 14(93.3) 21(95.5)

0.50(0.0) 1(6.7) 1(4.5)

합 7(100.0) 15(100.0) 22(100.0)

흡연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16(57.1) 35(71.4) 51(66.2)

1.612(42.9) 14(28.6) 26(33.8)

합 28(100.0) 49(100.0) 77(100.0)

  음주력

 기재수준 이하

  

 기재수준 만족

26(61.9) 32(61.5) 58(61.7)

0.016(38.1) 20(38.5) 36(38.3)

          합 42(100.0) 52(100.0) 9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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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일일일치치치도도도

가가가...두두두 서서서식식식 이이이상상상 기기기재재재비비비율율율

   두 서식 이상에서 기재된 각 항목별 건수는 표 17과 같다.주소 및 현
질병상태 100%,과거병력 98.4%,가족력 85.5%순이었으며 투약력은 35.8%
로 두 서식 이상 기재율이 가장 낮았다.

표 17.두 서식 이상 기재건수 단위:건(%)

항목 두서식이상
기재건수 한서식 기재건수 합

주소 및 현질병상태 386(100.0) - 386(100.0)
과거병력 370(98.4) 6(1.6) 376(100.0)
투약력 138(35.8) 247(64.2) 386(100.0)
입원력 228(58.6) 161(41.4) 389(100.0)
가족력 336(85.5) 57(14.2) 393(100.0)
알레르기 291(72.4) 111(27.9) 402(100.0)
흡연력 330(84.2) 62(15.3) 392(100.0)
음주력 329(83.7) 64(16.3) 393(100.0)

나나나...각각각 항항항목목목이이이 기기기재재재된된된 모모모든든든 서서서식식식 일일일치치치여여여부부부

  두 가지 이상의 서식에서 해당 항목이 기재된 경우 내용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보고자 하였다.일치하는 수준은 ‘기재정도 1’의 ‘있음’또는
‘없음’수준에서의 일치정도로 하였으며,두 서식에 기재된 경우는 두 서
식 모두 일치하는 것,세 서식에 기재된 경우는 세 서식 모두 일치하는 것
을 ‘일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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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현질병상태는 기재된 서식 모두에서 일치하였으며,알레르기
는 94.2%,투약력 80.4%,흡연력 78.8%,가족력 77.0%,과거병력 73.5%,
음주력 70.8% 순이었다(표 18).

표 18.각 항목이 기재된 모든 서식의 일치여부 단위:건(%)
항목 일치 건수 불일치 건수 합

주소 및 현재병력 386(100.0) 0(0.0) 386(100.0)
과거병력 272(73.5) 98(26.5) 370(100.0)
투약력 111(80.4) 27(19.6) 138(100.0)
입원력 174(76.3) 54(23.7) 228(100.0)
가족력 225(77.0) 111(33.0) 336(100.0)

알레르기 274(94.2) 17(5.8) 291(100.0)
흡연력 260(78.8) 70(21.2) 330(100.0)
음주력 233(70.8) 96(29.2) 329(100.0)

다다다...서서서식식식 간간간 일일일치치치도도도

   세 서식의 서식 간 일치정도를 보기 위해 일치율과 Kappa계수를 이
용한 일치도를 분석하였다(부표 3).세 서식 간 일치율의 차이는 투약력,
입원력,가족력,흡연력,음주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투약력
과 입원력의 경우 전공의 기록과 간호사 기록의 일치율이 각각 98.6%와
92.6%로 높았고 가족력,흡연력,음주력은 인턴 기록과 전공의 기록의 일
치율이 각각 87.5%,97.5%,92.4%로 다른 서식 간 일치율보다 높았다(표
19).Kappa계수를 이용하여 그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인턴 기록과 전공
의 기록의 경우 흡연력과 음주력의 Kappa계수가 각각 0.95과 0.85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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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아주 좋음’이었다.과거병력,입원력,가족력은 일치도가 ‘약간 좋음’
이었고,투약력의 일치도는 ‘보통’이었다.전공의 기록과 간호사 기록의 일
치도는 투약력과 입원력의 Kappa계수가 각각 0.85,0.81로 일치도가 ‘아주
좋음’이었고,과거병력과 흡연력은 ‘약간 좋음’,가족력과 음주력은 ‘보통’
이었다.간호사 기록과 인턴 기록의 일치도는 과거병력,투약력,입원력,
알레르기,흡연력은 ‘약간 좋음’,음주력은 ‘보통’,가족력은 Kappa계수가
0.20로 일치도가 ‘나쁨’이었다(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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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서식 간 일치율 단위 :건(%)

**p<.01,***p<.001

항목 일치여부 인턴-전공의 전공의-간호사 인턴-간호사 X2-값

주소 및 

현질병상태

일치 386(100.0) 373(100.0) 373(100.0)

-
불일치 0(0.0) 0(0.0) 0.(0.0)

합 386(100.0) 373(100.0) 373(100.0)

과거병력

           

           

일치

불일치

297(80.9) 297(80.9) 214(74.8)

4.770(19.1) 70(19.1) 72(25.2)

합 367(100.0) 367(100.0) 286(100.0)

투약력

일치

불일치

41(77.4) 72(98.6) 83(78.3)

16.3***12(22.6) 1(1.4) 23(21.7)

합 53(100.0) 73(100.0) 106(100.0)

입원력

일치

불일치

92(73.6) 100(92.6) 145(77.1)

14.9**33(26.4) 8(7.4) 43(22.9)

합 125(100.0) 108(100.0) 188(100.0)

가족력

일치

불일치

232(87.5) 114(67.1) 153(63.8)

42.6***33(12.5) 56(32.9) 87(36.2)

합 265(100.0) 170(100.0) 240(100.0)

알레르기

일치

불일치

3(75.0) 3(100.0) 274(94.8)

3.21(25.0) 0(0.0) 15(5.2)

합 4(100.0) 3(100.0) 289(100.0)

흡연력

일치

불일치

236(97.5) 198(76.7) 210(77.5)

50.2***6(2.5) 60(23.3) 61(22.5)

합 242(100.0) 258(100.0) 271(100.0)

 

 음주력

일치

  

불일치

220(92.4) 188(73.2) 190(70.6)

41.3***18(7.6) 69(26.8) 79(29.4)

합 238(100.0) 257(100.0) 26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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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서식 간 Kappa일치도 단위:Kappa계수

항목 인턴-전공의 전공의-간호사 간호사-인턴

주소 및 현질병상태*

과거병력 0.61 0.68 0.51

투약력 0.23 0.85 0.57

입원력 0.50 0.81 0.53

가족력 0.56 0.24 0.20

알레르기* - - 0.43

흡연력 0.95 0.48 0.48

음주력 0.85 0.40 0.38

*주소 및 현질병상태:불일치 건이 없어 Kappa계수를 산정할 수 없음
**알레르기:전공의 기록의 기재수가 적어 Kappa계수를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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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 고고고 찰찰찰

111...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기존에도 의무기록의 완전성이나 충실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김세철 등,1994;박운제 등,1996;강선희,1998;홍준현 등,1998)가
많이 발표되었으나 그 평가방법이 기재량을 평가한 양적 점검 방식이었
으며,실제 의무기록이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또는 환자의
기록내용이 일치 하는 지 등 그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한 연구는 없었
다.그러므로 이 연구는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의 ‘있음’과 ‘없음’의
양적 평가 뿐 아니라 각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할 기재수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실제 의무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그 완전성을 평가하며,
또한 서로 다른 기록자 집단이 동일한 정보를 각자 기록하는 의무기록
서식 간의 일치도 평가를 통해 그 신뢰성을 분석하여 의무기록의 기재내
용을 질적 평가하고자 하였다.
연구 서식과 항목으로는 서로 다른 기록자 집단이 작성하는 인턴 기

록,전공의 기록,간호사 기록의 환자 과거력 정보를 선정하였다.이는 과
거력 정보가 세 서식에서 모두 작성되고 있는 공통 필수 항목이고 따라서
그 내용의 일치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더불어 이러한 정보는
진료 시 초기자료로서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의학적 연구나 통
계에 있어서도 역학 기초 자료로서 이용되며,사보험금 지급의 결정적 근
거자료가 되는 등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질적 평가의 가치가 있는
항목이다.연구대상 기록을 위암으로 최초 입원한 환자의 것으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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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연구대상병원에서 위암이 최다빈도 질환이었으며 최초 입원기록
은 이전 입원기록을 참고함이 없이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만 과거력 정보
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의무기록 검토 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두 명의 의무기록사가

403건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이중 일치하는 것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두 평가자 간의 항목별 Kappa계수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일치도가 높았다(부표 1).
연구대상 및 방법상에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첫째,이

연구는 위암 환자의 과거력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
를 모든 의무기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둘째,간호사 기
록의 기재율이나 기재정도의 경우 입원과별 보다는 입원병동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입원병동이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셋째,의무기록의 질적 평가의 한 방법으
로 내용의 상세 기재정도와 일치도를 분석하였으나 이것이 의무기록의
완전성과 신뢰성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었다.넷째,연구대상 기록을 전문
의가 작성하는 외래진료기록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양적점검 방식의 의무기록 평가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구체적인 질
적 점검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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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각 항목의 양적 기재정도를 분석하는 기재율은 전체적으로 주소 및 현
질병상태,과거병력은 높았고 입원력,알레르기,투약력의 기재율은 낮았
으며 각 항목 간의 전체 평균 기재율의 차이가 컸다.투약력의 경우는 기
재율이 39.6%로 가장 저조하였고,세 가지 서식 모두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록 상 해당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9.6%였다(부표 2).
Lau(2000)나 Kaboli(2004)의 연구에서도 투약력에 대한 기록의 누락과 부
정확함을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상세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서식별 차이를 보면 서식별 항목의 전체 평균 기재율은 인턴 기록
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공의 기록,간호사 기록 순이었다.특히 알레르
기의 경우는 전공의 기록의 기재율이 1.0%로 거의 기재 되고 있지 않았
다.각 서식의 항목별 기재율이 입원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결과 외과계는 과거병력,수술력을 포함한 입원력의 기재율이 높았으
며 내과계는 가족력,흡연력,음주력 등 사회력 정보의 기재율이 높아 입
원과에 따라 중요시하는 과거력 항목에 차이가 있었다.기록자 집단과 입
원과에 따라 항목별로 기재율의 큰 차이를 보여 각 기록자 집단의 의무기
록 작성에 대한 교육 시 기재율이 저조한 항목에 대한 중요성과 작성지침
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력 정보 항목들이 의무기록 상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재되고 있는

지 그 완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항목의 기재수준을 상세정도에 따라
‘기재정도 1’에서 ‘기재정도 4’까지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1점에서 4점
까지 점수화 하여 평가하였다.전체 평균 기재정도는 입원력,과거병력,
가족력이 ‘3점 대’였고 흡연력,투약력,주소 및 현질병상태,음주력,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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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는 ‘2점 대’를 보였다.주소 및 현질병상태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양적 기재율은 높으나 기재정도가 낮은 이유는 이 연구가 대학부속병원
의 위암환자 입원 기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암 환자의 경우 대개는 다른 병원 또는 외래에서 검사를 통해 추정진단
혹은 확정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자체에
대한 상세한 기술보다는 증상발현 이후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검사를
하여 진단을 받았는지 그 진단 경과의 기술에 치중되기 때문이라 판단된
다.이는 각 임상과 마다 입원 의무기록의 질이 매우 다르며(Keller,
1999),의무기록의 질은 각 병원마다 또한 질환에 따라 그 완성도가 다양
하다(Cardo,2003)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각 항목의 서식별 기재정도의 차이를 보면,인턴 기록과 전공의 기록

에서는 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력,입원력,가족력이 간호사 기록보다
상세히 기술되고 있었고,간호사 기록의 경우 두 서식보다 투약력에 대한
기재정도가 높았다.간호사 기록의 투약력 기재정도가 높은 것은 환자들
대부분은 약품명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용중인 약을 제시하며 이러
한 경우 실제 투약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약의 모양을 보고 더 잘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의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이 연구대
상병원의 경우 투약력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의사에게 일차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다.
입원과별로 기재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과계의 경우는 모든 항

목에 있어 인턴 기록이 전공의 기록보다 기재정도가 높았으며,외과계의
경우는 전공의 기록의 기재정도가 인턴 기록보다 모두 같거나 높았다.이
러한 결과는 이 연구대상병원의 과별 업무절차상 내과계의 경우 입원환
자를 처음 보고 문진하여 기록을 작성하는 집단이 인턴이었고,외과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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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전공의인 그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었다.다시 해석하면 환자를 먼
저 보고 기록된 서식보다 후에 기록된 서식의 질이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다.즉,먼저 작성된 기록을 참조하되 기록 상 해당사항에 대한 과거력
이 있는 경우는 환자와의 면담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어 기록했어야 하
나 오히려 기재정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는,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앞서
기재된 기록을 옮겨 적거나 또는 환자를 직접 본다 해도 더 이상 상세한
문진이나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인턴의
경우 환자를 직접 보지 않아 기록의 동기가 없으며,인턴 노트 작성 시 거
의 대부분 전공의 기록을 참조하였다는 강선희(1998)의 인턴 설문조사 연
구결과도 위와 같은 결과를 설명해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재정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록자 집단 별로,입원과별로 기재정도

의 차이가 업무의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단순히 기
록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인턴이 먼저 환자를 진료하고 기록하
며 이 기록을 전공의가 점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식 내 항목의 기재형태 차이에 따른 기재율과 기재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기재형태는 ‘있음’또는 ‘없음’을 표시하고 ‘있음’의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을 하도록 서술 칸이 있는 체크-서술 혼합형태와 ‘있
음’또는 ‘없음’의 표시 없이 내용을 기술하도록 하는 완전서술형태의 두
가지로 존재하였다.기재율의 차이를 보면,동일 항목이 서식에 따라 기재
형태가 다른 경우 체크-서술 혼합형태를 가진 서식의 해당 항목 기재율이
완전서술형태의 서식에서보다 높았다.서식에 따라 다른 기재형태를 가지
고 있는 과거병력,가족력,알레르기,흡연력,음주력의 항목이 모두 같은
결과였다.또한 동일 서식 내의 서로 다른 8개 항목을 비교하여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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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혼합형태의 항목이 완전서술형태의 항목보다 기재율이 높았다.그러
나 기재정도의 경우는 기재형태의 차이가 있는 5개 항목 중 알레르기를
제외한 과거병력,가족력,흡연력,음주력 항목이 체크-서술 혼합형태보다
완전서술형태의 기재정도가 높아 기재율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체크-서술 혼합형태가 ‘있음’,‘없음’은 기술하였으나 그 이상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 반면 완전서술형태에서는 보다 자세히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위의 결과는 양적점검에 치우쳤던 기존의 연구와 실제 행
해지고 있는 병원의무기록 평가도구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재율 뿐 아니라 내용 기재수준의 평가를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록자의 행태와 양적점검에 치우친 의
무기록 완성점검의 문제도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주치의사 또는 다른 점
검자가 기록을 질적으로 상세히 검토하고 미비한 것에 대해 피드백을 한
다면 기재형태의 차이를 불문하고 양질의 의무기록이 작성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되었다.홍준현 등(1998)도 주치의사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의무
기록의 질이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서식 내 항목의 기재형태는 근래 국내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 도입

이 확산되고 의료정보의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서식 설
계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기록을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그 가치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완전서술형태보다 체크-서술 혼
합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기재형태가 기록
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부속병원의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과거력의 정보는 어느 정도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재 기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병원의 의무기록위원 8명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모든 항목이 ‘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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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또는 ‘기재정도 4’로 그 기대수준이 높았다.실제 의무기록을 검토한
각 항목의 기재정도와 의무기록위원의 기재 기대수준을 비교하여 그 충
족정도를 보았는데,전체적으로 가족력은 기대수준 충족율이 매우 높았
고,다음은 입원력,흡연력,과거병력,음주력,투약력,알레르기,주소 및
현질병상태 순이었다.8개 항목 중 기재 기대수준이 ‘기재정도 4’로 상세
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한 알레르기,주소 및 현질병상태의 충족율은 각각
12.1%,6.7%로 매우 저조하였다.입원과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외
과계의 경우는 전공의 기록이,내과계의 경우는 인턴 기록의 충족율이 높
아 기재정도수준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인턴이나 전공의 1년차가 되면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는데 정형화된 기록지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서식의 작성항목을
알 수는 있으나 해당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상세히 문진하고 기록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은 개별 작성지침이나 교육이 있어야만 알 수 있을 것
이다.강선희의 연구(1998)에서는 대개 의과대학에서는 의무기록 작성교
육을 받지 않았고,의료기관에서도 과반수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오리
엔테이션 때 의무기록팀을 통해 매우 적은 시간 교육을 받고 있음을 지적
한 바 있다.각 임상과별로 또한 질환별로 그 작성 항목과 내용이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임상과별 특성에 맞춘 작성지침과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지속적인 질적 점검과정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되었다.

환자가 입원 시 인턴,전공의 및 간호사가 환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과거력 기재정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지를 8개 항목 모두 해
당사항 ‘있음’또는 ‘없음’의 ‘기재정도 1’수준에서 그 일치정도를 분석하였
다.각 항목이 기재된 모든 서식에서의 전체 일치율을 보면 알레르기를
제외한 항목의 불일치율이 2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다.각 서식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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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를 Kappa계수로 분석한 결과 전공의 기록-간호 기록의 일치도와 인
턴 기록-전공의 기록의 일치도는 ‘매우 좋음’에서 ‘약간 좋음’까지의 수준
이었으며,간호 기록과 인턴 기록의 일치도는 ‘약간 좋음’에서 ‘나쁨’까지
의 수준이었다.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건강에 직접 관련된 정보이므
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연구에서의
일치도 결과는 낮은 신뢰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가능한 원인으로는 환자에게 해당 항목을 묻지 않고 다른 기록도 참조하
지 않은 채 기록하거나,세 기록자 집단이 각자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정
보를 얻는 면담방법에 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같
은 환자의 정보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개는 해당사항 ‘없음’
보다는 ‘있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
지만,사실에 대한 정보를 추측을 통해 얻게 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 도입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의무기록의 질이 저하될 것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그 원인은 종이보다 작성방법이 제한적이
고 자유롭지 못한 점이라든가 키보드 입력자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전산의 장점인 정형화된 문구를 저장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록의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이 가능하면서 적지 않은 에러
를 발생시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었다(Hammond,2003).
의무기록의 이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매체의 변화라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의무기록의 질적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각
의료기관에서 자체의 규정과 관리방법을 통해 의무기록을 점검하고 관리
하고 있지만,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질적 점검보다는 양적 점검에
보다 많은 할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점검방식도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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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전자의무기록도입을 기회로 하여 전산적으로 양적 점검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프로그램화하여 일차 점검을 하며 직접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질적 점검부분에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의무
기록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와 더불어 양질의 의무기록 작
성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의무기록의 특성에 따른 세심한 작성지
침과 교육,주치의와 상급 수련의의 관심,의료기관 자체의 가장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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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 결결결 론론론

이 연구는 완전성과 신뢰성 분석을 통한 의무기록의 질적 평가의 시도
로서,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의 ‘있음’과 ‘없음’의 양적 평가 뿐 아니라
각 항목별로 작성되어야 할 기재수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실
제 의무기록을 검토함으로써 그 완전성을 평가하며,서로 다른 기록자 집
단이 동일한 정보를 각자 기록하는 서식 간 내용의 일치도를 비교함으로
써 그 신뢰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연구대상병원에 2004년 위암으로 최
초 입원한 환자의 인턴 기록,전공의 기록,간호사 기록의 과거력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재여부,기재정도,연구대상병원의 기재 기대수준
충족정도,내용 일치도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각 항목의 기재율의 경우 주소 및 현질병상태,과거병력은 높았

고,입원력,알레르기,투약력의 기재율은 낮았다.투약력은 기재율이 제일
저조하였으며 세 서식 모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9.6%에 달하였
다.알레르기의 경우 전공의 기록에는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기록자
집단과 입원과에 따라 항목별로 기재율의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과거력 항목의 기재정도를 각 항목별로 ‘기재정도 1’에서 ‘기재정

도 4’까지 구분하여 1점에서 4점까지 점수화 하였다.그 수준을 측정할 결
과 입원력,과거병력,가족력이 ‘3점 대’였고 흡연력,투약력,주소 및 현질
병상태,음주력,알레르기는 ‘2점 대’였다.작성자 집단과 입원과에 따라
그 기재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셋째,기재형태에 따른 기재율과 내용의 기재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재

율은 체크-서술 혼합형태가 높았으나,내용의 기재정도에서는 완전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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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체크-서술 혼합형태보다 점수가 높았다.
넷째,연구대상병원의 의무기록 위원이 정한 과거력 정보의 항목별 기

재 기대수준과 실제 기록의 기재정도를 비교하여 그 충족정도를 본 결과
가족력이 제일 높았고 다음은 입원력,흡연력,과거병력,음주력,투약력,
알레르기,주소 및 현질병상태 순이었다.기재 기대수준이 ‘기재정도 4’로
상세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항목인 과거병력,알레르기,주소 및 현질
병상태의 기대수준 충족율은 저조하였다.
다섯째,환자 입원 시 면담을 통해 각자 기록하는 인턴 기록,전공의

기록 및 간호사 기록의 과거력 정보를 ‘기재정도 1’의 해당사항 ‘있음’또
는 ‘없음’수준에서 Kappa계수로 일치도를 분석하였다.전공의 기록-간
호사 기록의 일치도와 인턴 기록-전공의 기록의 일치도는 ‘아주 좋음’에
서 ‘보통’의 수준이었고,간호사기록-인턴 기록의 일치도는 ‘약간 좋음’에
서 ‘나쁨’까지의 수준이었다.
기재율,기재정도,기재수준 충족정도의 결과는 기록자 집단과 입원과

에 따라 차이를 보여,중요시 하는 과거력 항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
다.그러나 이 항목들은 입원 시 작성되어야 할 기초 정보로서,각 기록
자 집단의 의무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 시 기재율과 기재정도가 저조한 항
목에 대한 중요성과 작성지침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기록자별,입
원과별 기재정도의 차이는 이 연구대상병원의 기록자 집단과 임상과의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어,의무기록이 작성되는 과정이 의무기록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재형태의 차이에 따른 결과에서는 완전서술형태가 기재율은 낮지만

기재정도는 높았고,체크-서술 혼합형태는 양적 기재율은 높지만 기재정
도가 낮아,‘있음’그 이상의 상세한 기술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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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러한 결과는 첫째,의무기록의 양적인 기재율 뿐 아니라 기록된
내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질 점검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
였으며 둘째,기재형태에 따라 기재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력 정보만을 대상으로 그 내용수준을 분류하여 질적
평가하였으나 추후 다른 중요 항목들로 확대하여 평가하는 시도들이 필
요하다.또한 기재형태는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기록 고안 시 중요한 사안으로서,이 연구의 결과와 같이 기재형태가
기록의 질적인 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기재내용의 일치도 결과는 해당사항 ‘있음’또는 ‘없음’의 최소 수준에

서의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과거력 정보의 작성
은 먼저 작성된 기록을 참조하여 반드시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보다 상세
히 기록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며,각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록의 완성 점검 시 기재여부 뿐 아니라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위암환자의 과거력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의무기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고,기재정도와 일치도 분석만
으로 의무기록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대표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지만,질
적인 측면에서 의무기록을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의무기록의 이용도가 점차 증가하고,의무기록의 매체가 종이에서 전

자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의무기록의 질적 점검은 반드시 필요
한 과제이며,특히 전자의무기록의 서식 생성과 질 점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또한 종이의무기록에서 전자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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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매체의 변경을 넘어 기록자의 행태를 변화시키
는 중요한 변혁이므로 서면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의 질적 차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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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측정자간 항목별 일치도 분석

항목항목항목항목 KappaKappaKappaKappa계수계수계수계수

주소 및 현질병상태 1.00

과거병력 0.96

투약력 0.90

입원력 0.94

가족력 0.98

알레르기 1.00

흡연력 0.95

음주력 0.98

부표 2.항목별 세 서식 공통 미기재율 단위:%

항목항목항목항목 미기재율미기재율미기재율미기재율

주소 및 현질병상태 0.0

과거병력 0.0

투약력 9.6

입원력 2.7

가족력 0.2

알레르기 0.3

흡연력 0.3

음주력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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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Landis와 Koch가 제안한 Kappa계수 해석지침(Altman,2000)

Kappa Kappa Kappa Kappa 계수계수계수계수 일치도일치도일치도일치도

K >0.8 일치도가 아주 좋음
0.6<K≤0.8 일치도가 좋음
0.4<K≤0.6 일치도가 약간 좋음
0.2<K≤0.4 일치도가 보통

K≤0.2 일치도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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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A studyonthelevelofmedicalrecord
documentationandagreementintheinformationon

thepatient'spasthistory

Jung-SookSeo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ung-Hum Yu,M.D.,Dr.P.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quality in medical
recordsbyanalyzingitscompletenessthroughsettingupthelevelof
recordonthepatient'spasthistoryandthroughexaminingtheactually
medialrecordsbasedonthisstandard,andbyanalyzingitsreliability
throughthelevelofagreementinthecontentsbetweenrecordsthat
mutuallydifferentrecordergroupsdorecordthesameinformation,
respectively.Targetingtheinformationonthepatient'spasthistoryin
interns'records,residents'recordsandnurses'recordstoward403
inpatientswhowereadmittedfirstin2004atuniversityhospitaldueto
stomach cancer, itanalyzed the whetherornotrecording,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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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level,thesatisfactionwiththeexpectantleveloftherecords
inthehospitaltargetedforaresearchandthelevelofagreement.
Theresultsareasfollows.
First,asfortherateofrecordingeachitem,itwashighinthechief

complaint&presentillnessandthepastillnesshistory,andlowinthe
admissionhistory,allergy,andthemedicationhistory.Dependingona
groupofrecordersandontheadmissiondepartment,therecordingrate
showedbigdifferencebyitem.Thisresultsshowedthatimportant
itemsweredifferentbyagroupofrecordersandbytheadmission
department
Second,asa resultofmeasuring thelevelafterdividing the

recordinglevelofitemsforthepatient'spasthistoryfrom Level1to
Level4byeachitem,theadmissionhistory,thepastillnesshistory,
andthefamilyhistorywereaboutLevel3,andthesmokinghistory,
themedication history,thechiefcomplaint& presentillness,the
drinking history and allergy were aboutLevel2.By admission
department,itwasexcellentintheinterns'recordsforthemedical
department,andintheresidents'recordsforthesurgicaldepartment.
Third,asaresultofanalyzingtherecordingrateandtherecording

levelincontentsdependingonarecordingform,therecordingratewas
highinthemixedform ofcheckanddescription,buttherecording
levelincontentswasexcellentinthecompletelydescriptiveform.
Fourth,asaresultofitssatisfactory levelby comparing the

expectantlevelofarecordandtheactualrecordbyitemin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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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atient's past history, which was expected by the
medical-record committeemembersofthehospitaltargeted fora
study,itwaslow inthesatisfactoryrateoftheexpectantlevelinthe
patient'spasthistory,inallergy,andinthechiefcomplaint& the
presentillness,whichareitemsofrequiringtoberecordedindetailas
Level4intheexpectantlevelofarecord.
Fifth,itanalyzedthelevelofagreementwithKappascoreinthe

levelof‘Yes’or‘None’relatedtothecorrespondingmatterinLevel1,
intermsofinformationonthepasthistoryintheintern'srecord,the
resident'srecord,andthenurse'srecord.Thelevelofagreementinthe
resident'srecord&thenurse'srecord,andintheintern'srecord&the
resident'srecordwasfrom "excellent"to"alittlegood",andthelevel
ofagreementinthenurse'srecord& theintern'srecordwasfrom "a
littlegood"to"poor".
Therewasdifferenceinthelevelofcompletenessandinreliability

fortheinformation on thepasthistory by recordergroup orby
admissiondepartment.Theencounterprocessthatwasperformedby
theadmissiondepartmentortherecordergroup,indicatedtheresult
thatwasdirectlyreflectedonthequalityofmedicalrecords,thusit
wasrequiredfurtherstudyaboutthemedicalrecorddocumentation
processandquality.Theitemsthatshowedthehighrecordingrate
quantitativelywereratherlow,thusitwasrequiredthedevelopmentof
toolforthequalitativeinspectionandevaluationinthemedicalrecord.
Andtheitemswhichwereneededtobedetailedtherecordlevel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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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low,thusthereneededadocumentationguidelineandeducation
byclinicaldepartment.

Key words:medicalrecord,pasthistory,completeness,reliabilit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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