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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은혜를 충만
하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방법론에 이르기까

지 세심한 지도를 해 주신 채영문 원장님과 늦은 밤이나 미국 연수지에서
도 마치 당신 논문인 마냥 애정을 가지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
적하며 지도해 주신 호승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새로운 간호사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자상하게 지도해주신 김인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아 세 분 교수님께 누를
끼치게 될 까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또 주제선정 시부터 관심
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중앙대학교 염영희 교수님과 설문에 응해주신
전문가 집단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설문지에 성의껏 응답하여 주신 35개 병원의 간호부서장과 전산관련부

서 부서장님,정보간호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10년 넘게
임상에서 정보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낀 자리매김에 대해 논문
을 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비록 적은 수의 병원에서 설문에 응
했지만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임상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보
간호사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 동료 간호사들과 이 논문을 같이 하고 싶습
니다.
처음 이 길을 들어 설 때부터 늘 정신적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윤호 전 간호부장님과 부은희 팀장님의 고마움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



다.또한 항상 믿고 인정해주시는 김인자 부장님,변금순 팀장님,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주신 진인선 선생님 및 일산병원 여러 팀장님,수간호
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내내 부족한 수간호사의 자리를 넘치도록 채워준 71병동

간호사들과 일산병원 후배들에게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당신들은 정말 저
의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특히 저의 대학원 졸업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준 경란이와 늦은 밤까지 논문정리를 도와준 은숙이에게 무척 감사합니다.
5학기 동안 함께 웃고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준 동기들과 졸업의 기쁨

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딸을 위해 기도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친

정 부모님과 부족하기만 한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아버지와 언제
나 사랑이 넘치는 두 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일과 학업을 핑계로
마음만큼 같이 하지 못하지만 잘 자라주는 나의 친구 같은 딸 주희,귀염
둥이 주현이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늦은 밤까지 아이들을 돌보아
주신 큰엄마,가까이서 친구같이 챙겨주는 동생 수영이와 현수,무엇보다도
2년 반을 아니 결혼 후 내내 한결같이 외조 해준 남편 박광수씨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 6월
윤 수 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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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국내 병원 정보간호사의 직무 표준 개발을 위하여 병원 정보
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특성,직무 수행 정도 및 직무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병원 정보간호사 운영현황과 전산
부서 부서장,간호부서 부서장,정보간호사,전문가집단이 인식하는 정보간
호사 직무 중요도를 조사하였고,정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정도를
조사하였다.전국 300병상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우편 발
송하였고(회수율 17.5%),자료 수집은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자료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외국 문헌과 전문가집단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정보간호사의 직무를 관

리영역,분석영역,정책이행영역,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필요역량개발
영역,교육영역,연구영역 등 총 7개 영역 49개 항목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설문에 응답한 35개 병원 중 18개의 병원에서 정보간호사 제도

를 운영하고 있었으며,전임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10개 병원,겸임으로 운
영하는 병원이 8개 병원이었다.병원의 특징 및 규모와 정보간호사 운영
유무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둘째로,EMR을 사용하는 병원
과 CPOE만 사용하는 병원사이의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정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또한,정보간호사의 운영 형태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셋째로,정보간호사의 간
호정보관련 인지도는 35.2%,지식 습득도는 26.0%,교육 요구도는 68.8%이



고,특히 정보시스템 영역의 교육요구도가 높았다.넷째로,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점수 평균은 4.04±0.57점으로 7개 영역 모두 높은 점수를 나
타냈는데 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 4.17±0.60점,관리영역 4.09±0.59점,분
석영역 4.04±0.72점 순이었다.다섯째,연구영역을 제외한 6개 직무영역에
서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 직무 중요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마지막으로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영역은 자문,조
정,촉진,통합영역이었으며,실제로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가 높은
영역도 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의 업무였다.조사된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 직무 중요도를 토대로 국내 병원 정보간호사의 직무 표준 개
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정보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으

나 현재 국내에 개발되어 운영되는 간호정보 전문교육 과정이 없으므로 간
호협회나 병원간호사회 차원의 간호정보 전문교육 과정이 필요하리라 본
다.이 연구의 제한점은 낮은 회수율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핵심되는 말:정보간호사,직무 표준 개발,직무 수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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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가 및 사
회의 생존 경쟁력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었다.정
보기술의 발달과 함께,보건의료분야에서 인사관리와 재정분야에 중점을
두고 사용되었던 컴퓨터가 환자진료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환자간호 환경
에서 정보관리 및 의사소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흔히 경험하는 정보의 복잡성과 양의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
키는 방안으로 컴퓨터 기술의 활용이 논의 되고 있다.병원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한 환자간호의 질 향상,보험수가 누락감
소를 통한 예산삭감의 개선 그리고 전문 인력의 사무적인 업무 시간 절약
을 통한 인력활동 증가 등과 같은 병원 전반에 걸친 일반적 목적이나 목표
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있다(박현애,2000).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부터 컴퓨터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 특히 병원에
적용되기 시작하여,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병원전산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2005년 건강보험심평원이 대한
의료정보학회와 함께 실시한 전국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 조사에 의하면 처
방전달시스템(ComputerizedPhysicianOrderEntry:CPOE)을 도입한 병원
은 1999년 50%수준에서 2005년 75%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전자의무기록
시스템(ElectronicMedicalRecord:EMR)도 1999년 외래부문만 8.7%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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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던 것에서 2005년 외래,입원 부분 모두 20%수준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6년 사이에 처방전달시스템은 40%이상의 확
대가,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15%의 확대가 이루어졌다(채영문,2006).

특히 2002년 전자의무기록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 분당제생병원,서
울대 분당병원,서울대학병원,연세의료원,건국대 병원,한림대학교 의료원
등 많은 민간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이 구현되었으며,2007년 보건복지부에
서 공공의료 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150여개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병원에서 전자의무기
록시스템을 도입할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보건 의료분야 업무의 전산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간호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전에 수작업으로
수행해오던 각종 업무의 전산화로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면서 간호사들도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어
왔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분야,소프트웨어 개발 업
체,자문회사 등에서 간호정보학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정
보학 과목을 대학교과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석,박사 과정에 전공분
야로 개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Heller등,1988;박현애,2000).

1992년에 미국간호협회(AmericanNursesAssociation:ANA)는 전문간
호사의 하나로 정보전문간호사(InformaticsNurseSpecialist:INS)를 제도
화하였으며,많은 대학의 석사과정에 정보전문과정이 개설되어있다.정보전
문간호사(INS)란 간호정보학이나 보건정보학,의료정보학 혹은 정보관리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정보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하



- 3 -

며,정보간호사(InformaticsNurse)란 간호실무 중 정보처리의 기술과 방법에
중점을두고활동하는간호사를말한다.정보간호사는임상에서직접간호를제
공하는 간호사들의 정보관리를 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도구,과정의 개발,지
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나 공식적으로 정보관련 자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ANA,
2007).

병원간호사는 환자 진료 현장에 함께 하면서 외래진료의 시작인 진료
과 접수부터 입원진료의 마지막인 퇴원간호 제공까지 전 진료과정에 참여
한다.환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는 환자 진료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된다.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진료의 흐름을 파악하고 검사
부서,약제부서,영양부서,원무부서,구매부서 등 병원 내 모든 부서와 연
계업무를 가진다.이로 인해 병원 전산화 개발과정에 사용자의 의견을 수
렴하고 업무흐름을 정의하기 위해 간호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미국간호협회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정보전문간호사가 병원에서
NursingInformaticsSpecialist,NursingInformaticsCoordinator,Clinical
InformaticsCoordinator등 의 직책으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한다.
또한 정보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관리영역(administration), 분석영역

(analysis),정책이행영역(complianceandintegritymanagement),자문영역
(consultation), 조정, 촉진, 통합영역 (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gration), 필요역량개발영역(development), 교육영역(educational and
professionaldevelopment),정책개발영역(policydevelopmentandadvocacy),
연구영역(researchandevaluation),원격의료영역(tele-health)으로 제시하였
다(ANA,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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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 자격 심사기관인 American NursesCredentialing Center
(ANCC)에서정보간호사자격기준을관리하고있으며,정보전문간호사로구성
된 미국정보간호사협회(AmericanNursesInformaticsAssociation:ANIA)와
미국의료정보학회(AmericanMedicalInformaticsAssociation:AMIA)에서다
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전문간호사의 활동을 알 수 있다(ANCC,2007;
ANIA,2007;AMIA,2007).

1990년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간호계 차원에서 전문간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2003년 11월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보건,마취,가정 ,정신,응급,산업,감염관리,노인,중환자,
호스피스로 전문간호사 분야가 인정되었다.이후 전문간호사 역영을 확대
하려는 간호계의 노력의 결과 2005년 6월 전문간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안)에 아동,종양,임상전문간호사가 추가된 상태이다(김조자,2005).그러
나 검토 초기에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정보관리나 간호행정 분야는 제외되
었다.

전문간호사 분야에 추가로 인정된 아동,종양,응급,호스피스,장기이
식 전문간호사 영역에서의 전문교육과정은 간호 대학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간호정보관련 교육은 대학 교과과정에서 진행되는 정도이며, 간호
대학에서의 교육도 박현애(2000)나 염영희(2003)에 의하면 전국 110여개 간호
대학교육기관중간호정보학을개설한대학은10여개기관정도로조사되었다.
간호정보학이 개설되어있지않은 대학을 대상으로개설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
한 결과 ‘학점 운영상 시간이 부족하다,간호정보학 교육내용이나 구성이 어렵
다,강사진이부족하다’는순이었다(박현애,2000;염영희,2003).
새롭게 역할이 대두되는 아동,종양,응급,호스피스,장기이식 전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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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할 규명이나 표준직무 개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고 간호정보교육에 대한 연구도
간호대학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방전달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각 병원의 전산화 개발과정 초기부터 사용자 요구사
항을 분석하고 개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병원 정보화시스템의 수정,보완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간호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와 수행 정도,간호정보 전문교육에 대
한 요구도를 분석하여 정보간호사의 직무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
련하고,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의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이 연구는 향후 정보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
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더욱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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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의 목적은 병원 정보간호사의 직무 표준 개발을 위한 직무 수
행 및 직무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있다.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내,외 정보간호사 제도에 관한 동향과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국내정보간호사운영현황과직무수행에미치는관련요인을분석한다.

셋째,정보간호사의직무중요도에미치는관련요인을분석한다.

넷째,정보간호사의직무표준개발과간호정보전문교육의교과과정개발을위
한방안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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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이론적 배경에서는 직무분석의 개념,전문간호사제도와 간호사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국내,외 정보간호사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
다.

111...직직직무무무분분분석석석

가.직무분석의 개념

직무분석(jobanalysis)은 조직에서 수행되는 직무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임
무,기술을결정하는체계적인과정이다(Mondy등,1993).즉,직무에관한정보
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직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각 직무의 수
행에 필요한 지식,능력,숙련,책임 등의 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신유근,1991).또한 직무의 내용에 관련된 정보(숙련도,
지식,능력,책임 등)를 과학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이를 관리목적에 적합하도
록 체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나윤기,1999).이러한 직무분석은 그 자체
가목적이될수는없으며,직무에대한의미 있는정보수집은인사관리의 제기
능을수행하는데필수적이라할수있다.
직무분석의 이론적 바탕을 둔 것은 20세기 초 Taylor의 “시간연구”와

Gilbreth의 “동작연구”이다.그러나 오늘날 직무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직무
분석의 방법과 내용 역시다양해졌으며직무분석의목적도 확대되었다(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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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직무분석의대상이되는직무란한마디로“일”을말한다.이러한일은규모에

따라 요소,과업,직무 등으로 나뉘는데,직무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용어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Mondy등,1993).

1)일(task),또는작업

일은 작업이라고도 부르며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논리적으로 여러 개로
구획되어지는 독립된 일정량의 작업을 말한다.이 일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 속에는 가르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일은 성
취 수준이 있고,이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있다(예:타이
프치는것,차에주유하는것,화물을트럭에서내리는것등).

2)임무(duty)

임무란 관련 있는 작업들의 묶음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임무는 직무분석을
하여 열거된 작업들을 관련 있는 작업끼리 묶어 놓은 것이다.예를 들면 교사라
는 직업의 임무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수(teaching),학생 지도,실험․실습
장관리등이있고그임무명아래6~20개의작업들이분석된다.

3)직위(position)

한사람에의해수행되고있는작업상의일의그룹으로서사람이차지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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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리에서 직위가 발생한다.따라서 어떤 조직에는 작업자의 수만큼 직위가
생겨나게된다.

4)직무(job)

한 사람이 수행하는 임무(duty)와 일(task)을 말한다.직무의 수는 어떤 곳이
던간에직위의수와같거나또는적게된다.만일여러사람이동일한일을수행
하고 있다면 그들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이 직무가 선발,훈련,
직무분류및과업배분의단위가된다.

5)직업(occupation)

한무리의작업자들이똑같은임무나책임을지고동일한유형의작업을수행
하고 있을 때,이를 직업이라고 한다.직업 사전에서는 보수를 받고,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직무라는 용어가 가끔 직
업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는데,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업이라고 부르는데,
조직전체중에서차지하는일을말할때에는직무가된다(충남대학교,2003).

나.직무분석의목적

직무분석은 인사관리와 조직관리 전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활용목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에서는 직무분석의 목적으로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설계,직무의 재설계 등이 지적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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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임금체계가 미국 기업들과는 달리 직무급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목
적보다는직무와사람을합리적으로연결하고인사고과,직무교육,경력개발등
에활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최근신인사제도를도입하는과정에서임금구성
중 직무관련수당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분석을 하고는 있
지만아직극히소수의기업에국한되고있다.
직무분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직무분석의 범위,필요한 정보의 내용,

정보 수집 방법 등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직무분석의 목적을 명확히 하면 그
만큼직무분석을효율적으로할수있다(정영앙,1996).

다.직무분석법

직무분석은 인사관리의 전체 분야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므로직무분석의범위,정보의내용,정보수집방법 등에 따라그
목적이 달라진다.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그 의미나 정확성에 따라
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직무분석의 방법은 인력개발과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구별하면,최초 분석법(new analysis method), 비교확인법(verification
method)및데이컴(DvelopingA Curriculum:DACUM)법이 있다.최초분석
법은 분석 대상 직무 또는 직업이 산업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직무로 참고
할만한 자료가 없을때 활용된다.그러나이미잘알려진직업으로 참고할 자료
가풍부한경우에는비교확인법이능률적이다.교육이나훈련을위한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자하면 데이컴법을 활용한다.최초 분석법으
로 분석하려면 면접법,관찰법,설문지법,경험법,중요 사건 기록법,작업 기록
법 등 중에서 한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한다.그러나 비교 확인법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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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경우에도최초분석법의일부를겸용할필요가있다.

1)최초분석법(newanalysismethod)

가)면접법(interviewmethod)

직무분석자가 직무수행자에게 면접을 실시하여 직접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준비된 질문항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나 직무수행자의 감독자를 면접
하는데 특히 직무수행기간이 긴 경우에는직무수행자가이를요약하여설명해
줄수있으며,직무수행자의정신적,육체적 활동을모두파악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관찰법(observationmethod)

직무분석자가 직무수행자인 작업자 옆에서 직무수행을 관찰,기술하는 방법
이다.생산조립라인 직무 등과 같이 직무수행 기간이 짧은 경우,그리고 면접이
나 질문지를 작성할 상황이 못 되는 경우에 이용된다.이 방법은 실시하기가 간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작업수행자의 작업이
관찰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정신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관찰이
불가능하고,작업시간이 길거나 직무의 성격이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관찰
에많은 시간이걸린다는단점이 있으므로고급숙련도를요구하지 않는현장작
업에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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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문지법(questionnairemethod)

직무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작업자가 이에 응답하도록 하여 직무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설문지에는 직무의 내용,직무수행의 방법,
목적,과정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며 면접담당자가 필요 없고 시간과 노력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설문지의 유형과 작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
하다.

라)중요사건기록법(criticalincidentmethod)

직무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직무성과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행동양식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방식
으로서직무행동과직무성과간의관계를직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반면수집
된직무행동을분류,평가하는데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고직무분석에서필
요로하는포괄적인정보를획득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마)작업기록법(employeerecordingmethod)

직무수행자가 작성하는 작업일지나 메모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장기간 작성된 작업일지는내용에 대한신뢰도를 충분히확보할 수
있으므로 엔지니어나 고급관리자가 수행하는 직무 등과 같이 관찰하기 어려운
직무인경우에많이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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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경험법(experientialmethod)

직무분석자가직무를직접수행해보는방법으로,그효과가가장좋은방법이
지만기술발전과지식의증가로실질적인수행에의하여연구될수있는직무는
많지않다.

2)비교확인법(verificationmethod)

이미역사가오래되어많은자료가수집될수있는직업으로수행하는작업이
다양하고,직무의 폭이 넓어 단 시간의 관찰을 통해서 분석이 어려운 직업은 비
교확인법이적합하다.이방법은지금까지개발된각종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
여 일단 직무분석 양식에 직무 분석가가 초안을 작성한 다음 현장에 나가 실제
여부를면담법이나관찰법과같은최초분석법으로확인하는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참고 문헌으로는 직무정의와 작업명칭이 수

록되어 있는각국의직업사전을들수 있다.이미직무분석에의해 편찬된 직업
사전을 참고하여 거꾸로 직무 분석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이 되는데,각 나라마
다산업과고용의구조가다르고,그 배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직업명
칭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이 차이점을 발견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기초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현장에 나가 최근에
변화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검증한다.그러나 이 비교확인법도 그 한
가지만으로 특정 직무의 분석을 완전하게 해낼 수 없으며 다른 방법과 겸하여
상호보완하여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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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컴법(DACUMmethod)

데이컴이란 “DevelopingACurriculum"의 줄인 말로서 교과과정을 개발하
는데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 방법은 일종의 합동작전(syndicatework)
과정으로서,특정직무분야에서풍부한경험과지식을겸비한직업교육전문가
와교사,숙련된작업자,감독자급이상의종사자및협회나조합과같은단체등
8~12명의 분석 협조자(panelmember)로 구성된 데이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루어진다.이위원회는실무자가사전에준비한쾌적한장소에모여2박3일정도
의 집중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분석 자료를 추출해 낸다.이 데이컴법은 다른 방
법에 비해서 단시간에 적은 경비로 목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나산업계의요구에부응하고신뢰성있는분석이되기위해서는도출된자료
를실제현장에비추어재검토하고확인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상의 방법은 해당 직무분석의 주목적이나특성,직무수행자 및 직무분석을

위하여 투입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
하여야 하며,대개는 여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숙련
된직무분석자에의한직무분석은각종과업을정확하게결정할수있고직무수
행에 필요한 지식,숙련,능력,책임 등을 포함한 인적자격요건 또한 정확히 알
아내 모든 인사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책임과 중요성이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정영앙,1996;유종해,1997;이경진,2000;충남대학교,2003;송
진달,2004).
본 연구에서는 최초분석법 중 하나인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정보간호사의 직

무를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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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간호의 전문화 움직임은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경제수준의 향상,
인구구조와 질병패턴의 변화,건강관리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의료직의 분화,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간호의 전문직 성장에 관한 요구,세계적인 간호전문화
추세등이관련되어자극요소가되고있다(이현심,2004).
1960년도에 미국 내에 있었던의사의 부족때문에 미국연방정부는임상전문

간호사(NursePractitioner)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 정책을 세우는 등 임상
전문간호사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그러나 대학원이 임상전
문간호사의 교육장소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직명도 통일되어 있
지 않아서 임상전문간호사의 정확한 목적,역할,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에
혼란이 잦았다.이러한 혼란을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미국간호협회가 공
식적으로 발표한 임상전문간호사 규정에 따라 임상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목적
은어느정도수립되었다고할수있다(유일영,1996).
1980년도에 임상전문간호사(ClinicalNurseSpecialist:CNS)와 간호 실무자

(NursePractitioner:NP)의 과정이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1991년에는 위의 두 과정을 하나의 사례관리자(CaseManager)로 통합하는 관
점이제시되었으며,그 후 임상정문간호사와 간호실무자 및 사례관리자의 장점
을 결합한 AdvancedPracticeNurse(APN)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대한
간호학회,1995).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

하고 이를 전문간호사 등의 명칭으로 칭하는 경향이 증가하자 간호계 차원
에서 전문간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991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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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간호협회 기획위원회에서 상위 개념으로 암환자 간호,노인환자 간호,아
동 간호,재활 간호와 하위 개념으로 현재 임상간호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야별 간호사회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1993년 3차 병
원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995년 전문간호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1998년 법제화추진을
위한 전문간호사 종류 결정을 위한 설문 실시 결과를 근거로 전문간호사의
종류를 정보관리를 포함한 28개 분야로 구분하여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2003년 11월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정보관리 영역이 제
외된 보건,마취,가정,정신,응급,산업,감염관리,노인,중환자,호스피스
로 전문간호사 분야가 인정되었고,2005년 6월 전문간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아동,종양,임상전문간호사가 추가된 상태이다(김조자,2005).
전문간호사에 대한 정의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는데,미국간호협회(1996)는 대학원이나 다양한 이론,연구 및 실무관련 지식을
교육받고,전문가의 감독 하에 실습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 지식과 실무 면에서
전문가가 된 간호사라고 정의하면서,전문간호사의 실무는 일반 간호사의 실무
수준을능가하며,상급지식과전문분야에대한넓고광범위한기본기술을가지
고있는 전문가,또는생리학,심리사회학및치료적 내용에 대한 상급지식과상
급 임상능력을 가진 경험있는 전문실무자로서 안전하고 질적이며 효과적인 간
호를제공하는간호사(Bass등,1993)로정의하고있다(홍정희,2004).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1996)에서 ‘간호사는 최고 수준의 간호제공,상담,교

육,연구,협동자,전문적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이래 점차 간호사의 역
할 범위가 확대되었다.대한간호협회(2004)는 전문간호사란 ‘보건복지부 장관
이인정하는전문간호사자격을가진자로서해당분야에대한높은수준의지식



- 17 -

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였
다.
미국간호협회(1998)는임상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임상전문가,대상자옹호자,

교육자,연구자,자문가로 제시하였고,대한간호협회(2004)에서는 전문가적 간
호실무 제공자,교육자,연구자,지도자,자문가,협동자로6개의 역할 영역을제
시한바있다.
1992년에 미국간호협회는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간호사의

하나인 정보전문간호사(InformaticsNurseSpecialist:INS)를 제도화했으며,많
은대학의석사과정에 정보전문과정이개설되어 있다.정보전문간호사(INS)란
간호정보학이나 보건정보학,의료정보학 혹은 정보관리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정보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말하며,정보간호사
(InformaticsNurse)란 간호실무 중 정보처리의 기술과 방법에 중점을 두고 활
동하는 간호사를 말한다.정보간호사는 임상에서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들의정보관리를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도구,과정의개발,지지,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나 공식적으로 정보관련 자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관련
업무에관심이있거나경험이있는간호사를말한다(ANA,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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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LLLIIINNNIIICCCAAALLLIIINNNFFFOOORRRMMMAAATTTIIIOOONNN SSSYYYSSSTTTEEEMMMSSSCCCOOOOOORRRDDDIIINNNAAATTTOOORRR

JJJooobbbSSSuuummmmmmaaarrryyy
ResponsibletotheDirectorofClinicalComputingandworkingcollaboratively
with users of the Clinical Information System,wi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spects of planning,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maintenance, and evaluation of the Clinical Information System (CIS).
ProfessionallyaccountabletotheDirectorofProfessionalNursing.

JJJooobbbRRReeessspppooonnnsssiiibbbiiillliiitttiiieeesss

1. Coordinate and participate in aspects of systems analysis,planning,
design,development,testing,andimplementationoftheCIS.

2. ParticipateinplanningrelatedtofuturedirectionoftheCISandrelated
efforts.

3. Coordinate processing and follow-up ofrequestsforenhancementand
changesfrom usersorothersaffectedbythesystem.

4. Coordinateandparticipateineffortstowardsmaintainingcomponentsof
theautomatedCIS,includingrevisions,testing,andintegrationofchangesin
componentsoftheCIS.

5. Maintaindocumentationandtrackingofrequiredfixes,enhancements,and
testing.

6. CollaboratewiththeManagerofImplementation,TrainingandSupportin
coordinating evaluation ofdevelopmentefforts,in planning pilotand full
implementationsofnew CIS features,and in processing userfeedback and
requests.

7. Collaborate with [enterprise] regional representatives, [enterprise]
departments and sections,as well as outside consultants and company
representatives, in the planning, development, testing, revision, and
maintenanceoftheCIS.

8. Participateincomputertrainingandorientationactivitiesforcurrentand
in-comingpersonnel,students,andfaculty.

9. Participateinprovisionofpro-activesupporttoendusers.
10. Maintainmembershipon,orconsultationto,committees,workgroups,or
taskforcesasneededtocommunicateand facilitatetheongoingprogressof
thedevelopment,implementation,andrevisionoftheCIS.

11. Maintainadetailedunderstandingandworkingknowledgeofthe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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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미국일병원의정보전문간호사직무기술서
출처:미국정보간호사협회(www.ania.org)

2004년도HealthcareInformaticsandManagementSystemsSociety(HIMSS)
의 설문조사에 의하면병원에서 정보전문간호사는 직책에 따른 직무 기술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Nursing Informatics Specialist, Nursing

CIS,itsfunctionsanditsrelationshiptootherinformationsystemswithinthe
enterprise.

12. Maintain up-to-dateknowledgeoftrendsand advancesin thefield of
NursingandHealthcareInformatics,aswellasnew developmentsinhardware
andsoftwaretechnology.

13. Maintain up-to-dateknowledgeofnursing practices,JCAHO standards,
managementand healthcareissuesand trends,and thelegalimplicationsof
theCIS.

14. Participateininterviewingandhiringnew employeesintheDepartment
ofClinicalComputing.

15. Assist in supervision and evaluation of the Department of Clinical
Computingemployees.

16. ParticipateinresearchrelatedtotheCIS.
17. InitiateandparticipateinpresentationsandpublicationsabouttheCISat
conferencesandinprofessionaljournalsasappropriate.Attendconferencesand
seminarsasappropriate.

18. Maintainmembershipinorganizationsthatenhanceprofessionalgrowth.
19. Maintain relationships with the [enterprise] Nursing and Clinical
communities.

20. Perform otherdutiesasrequiredorassigned.

MMMiiinnniiimmmuuummm EEEddduuucccaaatttiiiooonnn&&& 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
MSin Nursingorrelated field preferred,BSN plusthreeyearsexperiencein
clinicalnursingrequired.Licensed topracticein thestateof___.Minimum
fiveyearsexperiencewith clinicalinformation systemsdevelopmentand/or
implementation required.Strong computerskills.Demonstrated ability to be
self-directedwithexcellentorganizational,analytical,writing,andinterperson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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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csCoordinator,ClinicalInformaticsCoordinator등 직책이 무려
537개에 이르며,총 6338명의 응답자 중 1835명이 그 중 상위 50위내의 직책을
가지고있다고조사되었다(ANA,2007).

표1.정보전문간호사상위50개직책

출처:미국간호사협회(ANA,2007)

nnnooo 직직직책책책(((jjjooobbbtttiiitttllleee))) 응답
자수 nnnooo 직직직책책책(((jjjooobbbtttiiitttllleee))) 응답

자수
1ClinicalAnalyst 123 26 SeniorSystemsAnalyst 25
2GraduateStudent 104 27 Faculty 24
3Consultant 100 28 ClinicalConsultant 24
4DirectorofNursing 88 29 ClinicalInformaticsAnalyst 23
5RN 80 30 Director,ClinicalInformatics 22
6AssistantProfessor 78 31 VicePresident 22
7ClinicalSystemsAnalyst 72 32 NurseConsultant 20
8AssociateProfessor 64 33 ClinicalCoordinator 20
9President 59 34 NurseEducator 19
10ProjectManager 55 35 StaffRN 19
11StaffNurse 52 36 SeniorManager 19
12SeniorConsultant 48 37 Principal 18
13Student 47 38 SeniorClinicalAnalyst 17
14SystemsAnalyst 44 39 ClinicalInformationSpecialist 17
15GraduateStudentNI 43 40 ChiefNursingOfficer 16
16Manager 40 41 ApplicationAnalyst 16
17ClinicalInformaticsSpecialist 39 42 ExecutiveDirector 16
18InformaticsNurse 37 43 ClinicalInformatics 15
19Professor 36 44 ChiefInformationOfficer 15
20Director 35 45 ProductManager 15
21ClinicalInformaticsCoordinator 31 46 Instructor 15
22ClinicalSystemsCoordinator 30 47 DoctoralStudent 14
23NurseManager 28 48 ClinicalSystemsManager 14
24NursingInformaticsCoordinator 26 49 ClinicalInformaticist 13
25NursingInformaticsSpecialist 25 50 ClinicalApplicationSpecialis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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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보건의료영역에 정보화와 기술 도입의 확장으로 간호사에게도
간호정보학을 위한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taggers등(2001)은 미국간
호협회가 제시한 임상간호사의 4단계를 간호정보부문에 맞추어 <표 2>와
같이 초보간호사(BeginningNurse),숙련된 간호사(ExperiencedNurse),정보
전문 간호사(InformaticsSpecialist)및 정보 혁신가(InformaticsInnovator)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그리고 각 단계에 필요한 간호정보관련 핵심역량
(Competency)을 델파이기법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정보관리핵심역량
(Information Management Competencies)을 정보학 역량(Informatics
Competency)과 정보처리 과정기술(HumanInformationProcessingSkills)
에 대한 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정보학에 관한 역량(Informatics
Competency)은 컴퓨터 기술(ComputerSkills),정보학 지식(Informatics
Knowledge),정보학 기술(InformaticsSkills)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최종
으로 총 281개 항목의 정보관련 핵심영략을 제시하였다(Staggers등,2002;
ANA,2007).

그림2.CompetencyFramework
출처:Staggers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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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정보부문 임상간호사의 4단계

출처:Staggers등(2001)

BBBeeegggiiinnnnnniiinnngggNNNuuurrrssseee
.Hasfundamentalinformationmanagementandcomputertechnologyskills.
.Usesexistinginformationsystemsandavailableinformationtomanagepractice.
EEExxxpppeeerrriiieeennnccceeedddNNNuuurrrssseee

.Hasproficiencyinadomainofinterest(e.g..publichealth,education,administration).

.Highlyskilledinusinginformationmanagementandcomputertechnologyskillsto
supporttheirmajorareaofpractice.

.Seesrelationshipsamongdataelementsandmakesjudgmentsbasedontrendsand
patternswithinthesedata.

.Uses currentinformation systems butcollaborates with the informatics nurse
specialisttosuggestimprovementtosystems.

IIInnnfffooorrrmmmaaatttiiicccsssNNNuuurrrssseeeSSSpppeeeccciiiaaallliiisssttt

.an RN with advanced preparation possessing additionalknowledge and skills
specifictoinformationmanagementandcomputertechnology.

.Focusesoninformationneedsforthepracticeofnursing,whichincludeseducation,
administration,research,andclinicalpractice.

.Practiceisbuiltontheintegrationandapplicationofinformationscience,computer
science,andnursescience.

.Usesthetoolsofcriticalthinking,processskills,datamanagementskills(including
identifying, acquiring, preserving, retrieving, aggregating, analyzing, and
transmittingdata)systemsdevelopmentlifecycle,andcomputerskills.

IIInnnfffooorrrmmmaaatttiiicccsssIIInnnnnnooovvvaaatttooorrr

.Educationally prepared to conductinformaticsresearch and generate informatics
theory.

.Hasavisionofwhatispossibleandakeensenseoftimingtomakethingshappen.

.Leadstheadvancementofinformaticspracticeandresearch.

.Functionswithanongoinghealthyskepticism ofexistingdatamanagementpractices
andiscreativeindevelopingsolutions.

.Possessesasophisticatedlevelofunderstandingandskillsininformationmanagement
andcomputertechnology.

Understands the interdependence ofsystems,disciplines,and outcomes,and can
finessesituationstomaximize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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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간호협회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전문간호사의 역할을 관리
영역(administration), 분석영역(analysis), 정책이행영역(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 자문영역(consultation), 조정, 촉진, 통합영역
(coordination,facilitationandintegration),필요역량개발 영역(development),
교육영역(educationalandprofessionaldevelopment),정책개발영역(policy
developmentandadvocacy),연구영역(researchandevaluation),원격의료영
역(tele-health)으로제시하였다(ANA,2007).
미국간호협회는 미국간호사 자격 심사기관인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Center(ANCC)를통해정보간호사자격기준을관리하고있으며,
ANCC에서 제시한 InformaticsNurseCertification의 자격기준을 보면 첫째,
미국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임상에서 2년 이상 정규직 경력이 있으며,둘째,
학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셋째,최근 3년 안에 30시간 이
상의 정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보관련 임상실무로는 최근 3년 이내 2,000시
간 이상의 정보관련 실무 경험이 있거나,최근 3년 이내 1,000시간 이상의 정보
관련실무경험과학사학위이상의과정으로12학점이상의정보관련교과를이
수 하였거나,학사학위 이상의 과정으로 200시간 이상의 정보관련 프로그램 교
육과정 이수한 자로 이상의 세 가지 자격을 다 갖춘 사람만이 자격시험에 응시
할자격이있다.또한 자격 취득후정보간호사의업무로는 간호영역안에서정
보를 다루는 방법과 기술에 활동의 초점이 있으며,환자/고객에게 제공하는 직
접간호 영역 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정보를관리하여 간호사들을 돕는데필요한
구조,도구,과정,적용의평가,지지,발전을포함한다.또한 자격을 가진 정보간
호사는 의료정보시스템의모든영역에서종사할 수있어서임상 실무,교육,자
문,연구,관리그리고순수한정보학 영역까지종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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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보전문간호사들은 정보전문간호사로 구성된 미국 정보간호사협회
(AmericanNursingInformaticsAssociation:ANIA)를 1993년 구성하여 분기
별로소식지를 발간하고 정기학술대회를 운영하는 등 활발히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료정보학회(AmericanMedicalInformaticsAssociation:AMIA)에서도
간호정보분야의 Workinggroup(NI-WG)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ANIA와
AMIA의 웹사이트에서는 각 병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전문간호
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구직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ANCC,2007;ANIA,
2007;AMIA,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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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미국일병원의정보전문간호사구인내용
출처:미국정보간호사협회(www.ania.org)

JobTitle:SSSpppeeeccciiiaaallliiisssttt,,,NNNuuurrrsssiiinnngggIIInnnfffooorrrmmmaaatttiiicccsss
DateSubmitted:May09,2007
ContactName:***********
Organization:********Hospital
YourTitle:Recruiter
WorkPhone:********
PrimaryEmail:********
Website:***********

Description:Specialist,NursingInformatics(New Position)****Hospital,a
Magnetdesignatedfacility,locatedinbeautiful****,NY(30minutesnorth
ofAlbany)seeksaself-driven,highlymotivatedclinicianwithexpertisein
informationtechnologyforthisnewlycreatedfulltimeopportunity.

The Specialistwillbe responsible forfacilitating the developmentand
implementation ofallnursing computersystem applications;providing
leadershiplevelsystemsmanagementskillsandcommunicationwithinthe
facility as itrelates to Nursing clinicalinformation technology;and
oversightandevaluationofnew systemsandprocesses.

Qualificationsinclude:CurrentNYRN license.BS/BSN required,MS/MSN
preferred.ANCC NursingInformaticsCertificatepreferred.Demonstrated
ability to utilize and learn computer applications (e.g., MediTech,
Windows,MicrosoftOfficeSuite)required.
Threeyearsclinicalexperienceandexperiencecreating,developingand

implementinginformaticsapplicationsdesignedforthepracticeofnursing
required.
Oneyearexperiencewithdevelopinganddeliveringtrainingprograms

preferred.
Formoredetailsandtoapplyonline,logontoour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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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간호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행정
학회등을통해꾸준히간호정보관련주제의학술대회를개최하고있으며,외국
에서 정보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대학 교수들과 정보간호사들을 중심
으로 대한의료정보학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간호 분야 심포지움을 진행하고 있
다.또한2003년12월세계간호정보학술대회조직위원회를구성하고,2006년6
월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권을 얻어 InternationalMedicalInformatics
Association-NurseInformaticsSpecialInterestGroup(IMIA-NI)의제9회세계
간호정보 학술대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최근 주요이슈가 되는
국제간호용어분류체계(International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ICNP)개발에 한국인 교수가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간협신보,
2003.12.18;2006.6.22).그러나 이러한 학술활동에 비하여 병원에 근무하면서
정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정보간호사에 대한 연구나 조사 및 정기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정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간호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의 정보간호사는 전문교육과정 이수와 상
관없이 임상에서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정보 관리를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도구,과정의개발,지지,평가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간호사로정의
한다.



- 27 -

333...전전전문문문간간간호호호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

가.외국의교육사례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sCommitteeonNursing)에서 전문간호사 교과과정을 승인하였
다.1971년에는연방정부에서도이와같은확대된간호사의역할을지지하는법
안을통과시켰고,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신설을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
기도하였다(Buppert,2003).전문간호사의역할을긍정적으로뒷바침하는연구
들을 바탕으로 하여 1977년까지 117개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certificate
program)과 61개의 석사과정이 생겨났다.1980년대에 들면서 전문간호사의 교
육내용과 실무영역이 상급교육(advancededucation)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2~4년제 대학 수준에서의 신설은 감소되고 대학원 과정이 증가하였다
(Thompson등,2001).
Graves등(1989)이 간호정보학의 필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간호교과과정에 통
합할것인가와간호정보학교육의영향력등에대하여기술한바있으며,Heller
등(1989)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서의 간호정보학을 대학원 수준으로 개설할
경우,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시기 적절하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또한 Romano등(1990)는 정보시스템 전문가로서의 간호사들의
역할,의무,필요한 지식 등을 교과과정 설계와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모형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기술하였다.McGonigle등(1991)는 간호사
들에게 단순한 컴퓨터 기술 이상의 정보학적 교육배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
서 간호교육,간호연구,간호행정 및 간호 실무에서의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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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학의특수과정을제시하였다(박현애,2000).
현재 미국에서 간호정보학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유타대학과 매
릴랜드대학에서는그간의간호정보학교육과정의발전과정과교육내용을소개
하여다른대학이간호정보학을개설하는데 많은지침을 제공해주고있다(박현
애,2000).

1)유타대학(TheUniversityofUtah)

유타대학에서는 간호/보건정보학을 석,박사과정에서 하나의 전공영역으로
두고 학자를 양성하고 있다.이 대학의 특징은 임상정보학(clinicalinformatics)
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이다.이대학의간호/보건정보학프로그램은 공통간
호개념,정보학,관심 있는 영역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교과과목
을통해 깊이있는이론적 배경과 실무경험을같이배울수있도록배려하고있
다.프로그램을통해학생들은팀을구성하여실제프로젝트를수행하는경험을
쌓고있다.
간호정보학 프로그램에서 개설된 과목을 하나씩 살펴보면 간호정보학 개론

시간에는 기초 이론과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대해 배우고 있다.시스템 분석 과
목에서는 학생들이 조직의 자료,정보,지식 요구를 분석하고 조직의 관리를 위
해필요한내용을준비하게한다.이때사례 뿐아니라다른 모형개발방법의활
용에대해배운다.
의사결정지원 과목에서는 임상의사결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사

례에근거한추론,퍼지논리,생성규칙,베이즈이론,신경망과같은의사결정을
지원하는다양한소프트웨어를활용할기회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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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과목에서는 시스템 분석과목에서 파악한 자료 요구를 가
지고파악된 임상요구에 맞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학생들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예를 들면,Oracle,MSAccess,Web인터페이스
기술등을활용하여프로젝트를수행한다.
시스템 구현과목에서는 임상정보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수와 업계에 있는 전문
직과상호작용하면서임상시스템의실례에대해배우게된다.
실습과목을 통해 원하는 영역의 정보학 경험을 익힐 수 있다.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교수의도움을받아원하는취업분야를찾게된다.실습과정에학생들
은자주만나관련현안을토론하기도한다.

표3.유타대학간호정보학석사과정프로그램교과목목록
교 과 목 명 학점수

RequiredGeneralCoreCourses
ScholarlyInquiry
AdvancedNursingRole
HealthCareDelivery

3
2
2

SystemsCoreCourses
Program PlanningandDevelopment
Program ManagementandEvaluation

3
3

RequiredSpecialtyCourses
IntroductiontoNursingInformatics
ClinicalSystemsAnalysisandDesign
ClinicalDecisionSupport
ClinicalDatabaseDesign
ClinicalSystemsImplementation
Practicum inNursingInformatics

2+1
3+1
2+1
3+1
2
3-4

EachStudentCompletes
MastersProject
MastersThesis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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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릴랜드대학(TheUniversityofMaryland)

매릴랜드대학에서는 간호정보 요구를 분석하고,시스템대안을 설계할 수있
고,정보기술을 관리할 수 있고,사용자 교육 전략을 규명하여 실시할 수 있고,
환자간호에서 임상 혹은 관리정보체계의 효율성을평가할수 있도록학생을 준
비시키는 목적으로 간호정보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석사과정 교과과정
을 살펴보면 간호학 필수과목 이외에 간호와 보건의료에서 임상과 관리정보체
계의구현과평가에필요한기술을익히기위한과목을반드시수강해야한다.

표4.매릴랜드대학간호정보학석사과정프로그램교과목목록
교 과 목 명 학점수

RequiredGeneralCoreCourses(12학점)
CriticalApproacherstoNursingTheories
InfluentialForcesinNursingandHealthCare
NursingResearchDesignsandAnalysisⅠ
NursingResearchDesignsandAnalysisⅡ

3
3
3
3

SpecialityMajorCourses(15학점)
TheoriesoforganizationandmanagementinNursing
Application of computeriz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NursingandHealthCare
PrinciplesandpracticesofNursingInformatics
A Practicum inNursingInformatics
ManagerialHealthFinance

3
3

3
3
3

SpecialtySupportCourses(9학점)
FoundationsofOperationsAnalysisModelingandSimulation
ArtificialIntelligenceandExpertSystems
DataCommunicationandNetworks
Human/Computer Interface Project Management Software
EngineeringandSystem Design

EachStudentCompletes:
NonthesisOptionorThesisOptio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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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릴랜드대학에서는 효율적인 간호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혁신적
인 정보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간호실무,간호행정,간호교육에 정보기술을 통
합하는것과관련된연구를수행할수있고,간호정보학을위한이론,실무,평가
모형을개발할수있는학자를양성하기위한박사과정을개설하고있다.
박사과정에는다음과같은영역의과목을이수하여야한다.

표5.매릴랜드대학간호정보학박사과정교과목목록
교과목명 학점수

NursingTheory(14학점)
ConceptualBasisforNursing
ConceptualizationofNursingSystems
AnalysisofIndirectNursingAction
AnalysisandDevelopmentofNursingTheory
SeminarinNursingScience

2
2
4
4
2

ResearchandStatistics(17학점)
MeasurementofNursingPhenomena
SeminarinNursingMeasurement
DesignofNursingResearchⅠ
DesignofNursingResearchⅡ
QualitativeMethodsinNursingResearch
MultivariateStatistics
SpecialTopicsinNursingResearch

3
3
3
2
2
3
1

InformaticsCourses(최소 20학점)
FoundationsofOperationsAnalysis
DatabaseSystems
AdvancedSystemsDesign
Human-computerInterface
Judgement/DecisionMakinginNursingInformatics
NursingInformaticsinQualityCare
SystemsDesign
DesignTechnologyandExperimentalDesign

DessertationReseach(12학점)
DessertationRes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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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정보전문간호사 자격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운영하고있는교육기관이증가하고있다.

나.국내교육과정

1)간호대학교과과정

1993년도에 전산관련과목의 포함여부,이수학년,학점분포를 조사하여 발표
한 간호교육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전국 27개 4년제 교육기관 중 17개교,45
개 전문대학 중 26개교가 전산관련과목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전산관
련과목을개설하고있는43개교중35개교가1학년,5개교가2학년,3개교가3학
년에이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학점분포는2개교가1학점으로개설하고
있고,26개교가 2학점으로,11개교가 3학점으로,3개교가 4학점으로,1개교가 6
학점으로개설하고있었다(박현애,1994).
2000년도간호정보학교과과정을제시하기위하여전국112개간호교육기관

을대상으로우편조사를실시한결과77개교육기관이설문에응답하였고,응답
기관 중 16개 교육기관(20.8%)에서 간호정보학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60개 기관이 전산관련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4개교에는
간호정보학과전산관련과목을둘다개설하고있었다.간호정보학과목을개설
하고있는16개교중7개교가1학년,6개교가2학년,1개교가3학년,1개교가4학
년에이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학점분포는2개교가1학점으로개설하고
있고,12개교가2학점으로,2개교가3학점으로개설하고있었다(박현애,2000).
2002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주관으로 간호정보학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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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황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국 115개 간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한 결과 43개 교육기관이 설문에 응답하였고,응답기관 중 12개(27.9%)교
육기관에서 간호정보학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간호
정보학과목을개설하고있는12개교중4개교가1학년,5개교가2학년,2개교가
3학년,1개교가4학년에이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학점분포는1개교가1
학점으로개설하고있고,8개교가2학점으로,6개교가3학점으로개설하고있었
다.간호정보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개설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결과 학점 운영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간호정보학
교육내용이나 구성이 어렵다는 응답이 8개로 가장 많았고,다음이 강사진이 부
족하다는 응답이 7개였고,간호정보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은 3개
로 가장 적었다.현재 간호정보학을 개설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부분 필요성을
인지하고있는 것으로 보였으며,11개 학교에서향후 3년안에 간호정보학을개
설할예정이라는의지를밝혔다(염영희,2003).
2003년도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전국 간호대학의 현황을 조사한 후 전문가 델

파이조사를통해제시한간호정보학교과개설의가장적합한시기는3학년1학
기가 가장 많았고,간호정보학의 필수 학점으로는 2.5~3.0학점이 가장 많았다.
제시한간호정보교과과정은<표6>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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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간호대학 간호정보학 학습주제와 비중 표준안(32시간/16주 기준)

*이 학습주제는 간호대학 공통의 것이며 학교별 특화영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다.필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학회권장 필수영역이며 기타는 필요한 부분으로 권
장영역이다.

영역 학습주제* 필
수

총
학습
시간

추천
실습
비율

일반정보
학 기초
영역

전산학기초(Principlesofinformatics) 1 -
데이터이론/정보이론(Data/Informationtheory) * 2 -
네트워크/인터넷(Network/Internet) * 2 50
데이터베이스(Database) * 2 50

간호정보
학 기초
영역

간호정보학의 역사와 개념
(HistoryandConceptofnursinginformatics) * 2 -
보건의료(간호)용어 및 분류체계
(Medical & Nursing Terminology/Vocabulary
system)

* 3 -

보건의료(간호)정보의 표준화
(Standardofhealthinformatics) 0.5 -
보건의료(간호)의사결정지원시스템
(Decisionsupportsystem) 1 50
간호정보검색과 근거 중심 간호
(Information retrieval and evidence-based
nursing)

* 2 50
컴퓨터보조 교육
(Computer-assistededucation) * 1 25

간호정보
학 활용
영역

병원정보시스템
(Hospitalinformationsystem) * 3 50
컴퓨터기반 의무기록
(Computer-based healthrecords) * 2 25
간호학분야 전산프로그램의 활용
(Appliednursingprogram) * 2 50
임상정보시스템
(Clinicalinformationsystem) 1 25
보건의료(간호)영상 및 멀티미디어(Multimedia) 0.5 -
원격보건의료(Telemedicine) 1 25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소비자 보건정보학
(Consumerhealthinformatics) * 1 50
지역사회정보학(Communityhealthinformatics) 1 25
자료의 보안과 기밀
(Security/confidentialityofdata) 1 25
간호정보학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측면
(Ethicalandsocialeffectofmedicalinformatics) * 1 25

평 가 2 25
합 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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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충하고 수정
보완하는프로그램으로서 최근의 이론및 정보를짜여진교과과정에따라 받는
일종의평생교육이다(이자형,1984).의료인및의료기사등에대한보수교육실
시의목적은급변하는정보화사회에서생산되는최신의료정보및지식을전달
하여의료인및의료기사등의자질향상을도모하고나아가국민보건향상에기
여하기위함이다(보건복지부,1996).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의료법 제28조 제2항,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

여 1983년부터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 및 양질
의건강관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실
시하고 있다.또한 2004년 2월 다양한 교육수요와 전문화된 학습요구를 신속하
게수용하여기존의보수교육을보완하고자사이버교육센터를개설하였다.
2002년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의하면 향후 개발이 필요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주제로 전문 간호,노인 간호,마케팅이나 질 관리 등의 간호 관리,대체요법,생
리병리등의기초의학,간호정보그리고호스피스등의순으로간호정보의요구
도가상위로나타났다(2002,대한간호).
2002년 대한간호협회가 개발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인 ‘간호와 정보’라는 프로

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정보와 21세기,간호에서의자료,정보,지식,간호정보
표준화에 대한 노력,간호에서의 정보기술 활용,간호와 리더십,단계별 리더십
개발 등으로 간호 관리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며,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보 프
로그램을8시간으로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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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문간호사교육과정

2002년6월 7개대학에서 임상전문간호사양성을 위한석사학위 과정을 특수
대학원 형태로 개설하여모두5학기로운영하고 있었다.2003년전문간호사제
도가 의료법에 입법화 되면서 전문대학원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10개 분야(노
인,응급,호스피스,감염,정신,중환자,산업,보건,가정,마취)가개설되어있고
3개 분야(임상,종양,아동)가 더 추가되었으며,연간 입학정원은 735명에 이른
다.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
여 실시하며 각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표7>과 같다(의료법 시행규칙 전
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표7.전문간호사 이수학점 기준

구분 과목명 학점

공통과목

간호이론 2
간호연구 2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법과 윤리 포함) 2

상급건강사정 이론 2,실습 1
약리학 2
병태생리학 2

전공이론과목 10학점 이상
전공실습과목 10학점 이상

계 33학점 이상

그러나 전문화된 간호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부재로 이전부터 병원에
서는자체적으로전문간호교육과정을개설,운영하여왔다.이러한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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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도 병원마다 다르고,자격기준,참가규정도 다양하며,교육과정의 내용,
기간,자격인증 등 일관성 없이 의료기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이들 전문
간호교육과정은 임상실무 간호사들의 직무교육으로 활용되기도 하고,병원에
서 운영하는 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병원간호사회,
2006).

4)병원내전문간호교육과정

미국간호협회는 병원 내 교육과정(In-ServiceEducation)이란 “환자 간호를
증진시키는데있어서한개인으로서보다효과적으로자기일을수행해나갈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가능한 한 면밀히 업무를 검토하여 직장 내에서 교육 경
험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전문간호 교육과정이란 효과적인
간호업무수행에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및태도를증진시키기위해 간호사들에
게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일정 시간 이상의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의미한
다(이승희,1997).이러한 병원 내 교육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문
과기술을제공할뿐만아니라창조력과팀워크의기술을발휘하여개인의책임
능력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창조적 소질을 개발,문제해결에 있어서 확인,계획,
행위에 앞서 대안을 발견하는 수준 높은 간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며,수준 높
은 간호는 다시 병원에서 실무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Divincenti,
1976).
2006년 병원간호사회의 300병상이상의 192개 병원에 우편.메일을 통해 설문

지를보내고67개병원에서회신한병원내전문간호교육과정현황조사보고서
에따르면36개의병원에서 총92개의전문간호 교육과정을운영하고 있으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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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병원에서만 ‘간호과정의 EMR적용’이라는 간호정보관련 전문 간호과정
을 운영하고 있었다.전문간호 교육과정의 운영목적은 해당분야의 실무향상을
위해 90.9%,자기개발을 위해 34.3%,새로운 전문분야의 시작을 위해 27.1%등
으로나타났다.
또한 병원간호사회에바라는전문간호 교육과정 58개중 간호정보관련 내용

으로는 20시간의 '간호와 정보과정'과 1일 과정의 '간호정보 실무적용'등 2개
의교육과정을운영해줄것을요구하였다.
보수교육은 일반적인 간호지식으로 간호실무 중심의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

하는과정인 반면 전문간호 교육과정은 전문적 지식을 기본으로 한 심화과정으
로엄격한인준기준으로공신력있는기관의인증과병원내인센티브가확실한
교육으로발전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병원간호사회,2006).
본 연구에서는 정보간호사를 위한 전문간호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정보간호

사들이요구하는교육내용을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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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 구구구 방방방 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흐흐흐름름름

그림 4.연구의 흐름

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운운운영영영 현현현황황황 조조조사사사

□ 국내.외 정보간호사제도에 관한 동향과 운영현황 검토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간호사 운영 여부와의 관련 요인 분석

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직직직무무무표표표준준준과과과 교교교과과과과과과정정정 개개개발발발을을을 위위위한한한 방방방안안안 제제제시시시
□ 정보간호사의 직무 표준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간호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방안
제시

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직직직무무무수수수행행행도도도 분분분석석석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도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도와의 관련요인 분석

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의의의 직직직무무무중중중요요요도도도 분분분석석석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간호사의 직무중요도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보간호사의 직무중요도와의 관련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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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범범범위위위

이연구의대상은크게3집단으로분류된다.
첫째집단으로는전국의300병상이상의병원으로기관의정보간호사의운영

현황을조사하였다.
둘째 집단은 관계자 그룹으로 300병상이상 병원의 전산부서장과 간호부서

장,간호정보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정보간호사의직무중요도를조사하였다.
마지막 셋째 집단은 실무자그룹으로 실재로 정보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

간호사를대상으로직무중요도와직무수행도를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보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운

영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한 조
사연구와 전산업무관련 부서장,간호부서장과 정보간호사,전문가집단간의
정보간호사 업무의 중요도 인식을 비교하는 비교연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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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직직직무무무영영영역역역선선선정정정

정보간호사의 직무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미국정보간호사협회와 미
국의료정보학회의 웹사이트에서 미국 병원들의 정보간호사의 직무 기술서를
조사하고,Staggers등(2001)의 정보간호사를 위한 핵심역량에 대해 연구를 참
고 하였다.최종적으로 2007년 미국간호협회에서 발표한 ‘NursingInformatics:
ScopeandStandardsofPractice’를기초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정보전문간호사의 역할(Functionalareas)에 대해 관리영역

(administration),분석영역(analysis),정책이행영역(complianceandintegrity
management),자문영역(consultation),조정,촉진,통합영역(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gration),필요역량개발영역(development),교육영역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정책개발영역(policy
developmentandadvocacy),연구영역(researchandevaluation),원격의료영
역(tele-health)등 10개 영역으로 제시한 것을 문헌고찰과 우리나라 병원 현실
에맞추어정보관련전문가의자문과내용타당도검증을통해관리영역,분석영
역,정책이행영역,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필요역량개발영역,교육영역,연
구영역 등 7개 영역으로 수정하였다.각 영역별로 세부영역을 관리영역 9개 항
목,분석영역 9개 항목,정책이행영역 4개 항목,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 8개
항목,필요역량개발영역 6개 항목,교육영역 7개 항목,연구영역 6개 항목 등 모
두 49개 항목으로 기술하였다.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도구와 직무 수행 빈도
도구의신뢰도는Cronbach'sα =.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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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정보간호사직무영역
영역 세부영역 선행 연구

관리 영역
(administration)

정보화 전략 수립 Stagger,Gassertand
Curran,2001;ANA,2004;
AMIA NIWG,2006;
StaggersandNasome,
2005;Greene,2004;ANA,
2007

정보화 전략 이행

정보화 전략 평가

분석 영역
(analysis)

진료관련 데이터 수집 Stagger,Gassertand
Curran,2001;Fayyad,1996;
AMIA NIWG,2006;
ANA,2007

데이터 분석
업무 흐름 분석

정책이행 영역
(complianceandintegrity

management)

최신 법적사항 습득 U.S.Congress,1996;ANA,
2007정보화관련 법규 준수

조정,자문,촉진,통합 영역
(coordination,

consultation,facilitation
andintegration)

사용자요구사항수렴 및
전달

Stagger,Gassertand
Curran,2001;AMIA NI
WG,2006;ANA,2007

정보시스템 테스트

부서 간 중재 및 자문

필요역량개발 영역
(development)

최신 지식 습득
Bellinger,Castrand
Mills,2004;ANA,2007정보간호사 역할개발

유관학회 활동

교육 영역
(educationaland

professionaldevelopment)

전산실무교육 Stagger,Gassertand
Curran,2001;ANA,2000;
AMIA NIWG,2006;
ANA,2007

전산교육계획

사용자매뉴얼제작

연구 영역
(research)

정보화관련 연구실시 Stagger,Gassertand
Curran,2001;AMIA NI
WG,2006;ANA,2007연구결과 적용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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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정보간호사직무영역세부내용
영역 세부영역 직 무 내 용

관리
영역

정보화
전략수립

병원 정보화 영역의 비전 수립
정보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
정보관련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 파악,극복할 수 있는 전략 개발

정보화
전략이행

전략적 계획,정책,절차,운영계획의 개발 및 수정 과정 참여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과 활동 감독,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노력
관련부서 예산편성 업무에 정보 제공
병원 내 정보개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 역할 수행

정보화
전략평가 정보화 프로젝트 효과성 평가

분석
영역

데이터
수집

진료 및 간호과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의학용어,NIC,NOC와 같은 간호용어 적용성을 위한 평가 실시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류법이나 표준화된 언어를 이용하여 분류
대량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위해 통계분석 등 활용
데이터 마이닝이나 자동학습기법을 이용한 지식과 정보 추출

업무흐름
분석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 파악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다양한 업무흐름의 분석을 통해 업무의 단계 세분화
반복적이고 중복된 절차 제거
업무의 과정 이해를 통해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
이행
영역

최신
법적사항
습득

간호실무,심사기준,보건 분야의 이슈나 병원정보시스템의 법적인 사항에
대한 최신 지식 습득
시스템의 기능,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권한부여 설정

법규 준수
전산화된 정보에 관한 법적 사항 준수
보건정보의 기밀성과 보완,데이터의 통합 뿐 아니라 데이터의 윤리적 사
용에 따른 책임 부과

조정
자문
영역

요구사항
수렴 및
전달

간호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설명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 참여 및 조정
정보시스
템

테스트

테스트를 위한 과정과 시나리오 작성

개발된 정보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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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중재,자문

부서 간 중재자 역할
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 실시
병원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내 타부서 직원에게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 수행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외 관련자(관련업체 등)에게 정
보제공 및 자문 역할 수행

역량
개발
영역

최신지식
습득

간호학,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에 대한 지식 습득
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
성 등의 필요 지식 습득

역할 개발 정보전담 간호사의 역할 개발
정보전담 간호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참여
내부 및 외부 학회 참여,자기 개발 도모유관학회

활동 전문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 회원 활동 수행

교육
영역

전산실무
교육실시

신규직원 정기교육(신규간호사 실무교육)실시
경력직원 교육(정기,비정기 교육)실시
간호학생 대상 교육 실시
타부서 직원(예:간호보조원,전공의,인턴 등)대상교육 실시

전산교육
계획수립

간호정보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프로그램 평가

매뉴얼
제작 간호사 대상 사용자매뉴얼 개발 수정 보완

연구
영역

관련연구
실시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실시 및 결과 게재
간호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 참여 및 자문실시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참여

연구결과
적용,
평가

정보시스템을 활용 간호정보 분야의 질 향상 활동 실시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 평가 및 적용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작성 참여,전문 저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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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설설설문문문조조조사사사

가.설문지개발

설문지는설문대상에따라병원전산부서부서장용,병원간호부서부서장용,
정보간호사용,전문가용 등4개로개발되었다.각설문지은 일반적 정보를 묻는
부분과 업무중요도를 묻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업무중요도는 ‘매우 중요하
다’,~‘전혀중요하지않다’등리커트 5점척도로측정하였고,업무수행여부는
예,아니오로,수행빈도는각항목별로년단위,분기단위,월단위,주단위,일
단위로 수행하는업무를표시하도록 하였다.업무의중요도는4그룹에게공통
으로조사하였으며,수행여부와 수행 빈도는 실무 간호사인 정보간호사 그룹에
서만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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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설문방법

설문조사는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전국 300병상이
상 병원 200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하였으며 이중35부
가 회수되어 17.5%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회신한 35개 병원 중 설문협조를
안한4개기관을제외한31개병원의자료를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으로 간호대학에서 간호정보학을 강의하는 교수를 임의로 선정

하여이메일을통해설문을실시하였다.

표10.설문지발송및회수현황
():회수율

지역 병원수
발송 회수

서울 40 10
부산 20 3
대구 7 1
광주 6 2
대전 7 0
인천 10 3
울산 5 1
경북 13 2
경남 20 1
전북 9 1
전남 13 1
충북 5 1
충남 6 2
제주 3 1
경기 30 6
강원 8 0
총계 200 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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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분분분석석석항항항목목목선선선정정정

분석항목은병원대상,개인대상으로구분하여선정하였다.

표11.분석항목
구 분 항 목

병
원

특징 및
규모

.병상 수 (허가병상,운영병상)

.병원종별 (종합전문,종합병원,요양병원,병원)

.수련병원 (인턴,레지던트수련,인턴만 수련,비수련)

.간호등급

정보화정도 .정보화 개발단계(OCS운영,EMR운영,EMR준비 등)
.정보화 개발형태(자체개발,아웃소싱)

정보간호사
제도

.정보간호사의 유무,도입 시기,수

.정보간호사의 공식명칭,소속부서,근무형태,직무기술서 유무

.필요성 및 근무형태

개
인

일반적
특성

.성별,연령,학력

.근무경력(간호사 총 근무경력,정보간호사 근무경력)

전문
교육

.전문교육 이수 여부

.이수 교육과정 현황

.교육과정 없이 인지하고 있는 주제

.교육이수 후 지식을 습득한 주제

.업무 수행 시 추가교육이 필요한 주제
자격관리
요구사항 .학력,경력,소속,자격관리방법,자격관리기관
직무중요도

및
수행 정도

.관리영역,분석영역,자문,조정,촉진,통합 영역,
필요역량개발영역,교육영역,연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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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분분분석석석모모모형형형및및및가가가설설설

가.1단계:정보간호사의운영현황및직무수행관련요인분석

그림5.1단계 분석 모형

가설1.병원의 일반적 특성 및 규모,병원의 정보화 개발 현황과 정보간호사의
운영유무사이에는관련성이있을것이다.

가설2.병원의 일반적 특성 및 규모,병원의 정보화 개발 현황과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사이에는관련성이있을것이다.

가설3.정보간호사 운영 형태는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정보간호사 운영 형태는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지식 인지,습득

병원의병원의병원의병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및및및및 규모규모규모규모
병상수, 병원종별,

수련병원유무,간호등급

정보화정보화정보화정보화 개발현황개발현황개발현황개발현황
정보화 개발 단계

정보화 개발 형태

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 운영운영운영운영

여부여부여부여부 및및및및 형태형태형태형태

간호정보간호정보간호정보간호정보 전문지식전문지식전문지식전문지식

인지도인지도인지도인지도,습득도습득도습득도습득도

간호정보간호정보간호정보간호정보 전문지식전문지식전문지식전문지식

교육요구도교육요구도교육요구도교육요구도

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

직무직무직무직무 수행수행수행수행 정도정도정도정도

가설1
X2검정

가설2

비모수검정

가설3

비모수검정

가설4

비모수검정

상관분석가설5

비모수검정: Mann-Whitney U-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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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교육요구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5.정보간호사의직무수행정도는정보간호사의간호정보전문지식인지,

습득여부,교육요구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나.2단계: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관련 요인 분석

그림6.2단계 분석 모형

가설6.정보간호사의직무중요도는각집단간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7.정보간호사 운영여부와 직무 중요도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8.정보간호사 운영형태는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는 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

운영형태운영형태운영형태운영형태

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

운영여부운영여부운영여부운영여부

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

직무직무직무직무 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수행정도

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

직무중요도직무중요도직무중요도직무중요도

가설7

t검정

가설8 ANOVA

상관분석

가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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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가.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Frequency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나.병원의 특징 및 규모,정보화 개발현황과 정보간호사 운영여부와의 관계는
x2-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병원의특징및규모,정보화 개발현황과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정도와의
관계,정보간호사 운영 형태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계
는 Mann-WhitneyUtest를 실시하였다.직무 수행 정도는 직무 수행 유
무와 직무 수행 빈도 설문결과를 결합하여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라.정보간호사 운영 형태와 간호정보 전문지식 인지 유무,지식습득 유무
와 교육요구도와의 관계는 Mann-WhitneyUtest를 실시하였다.

마.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지식 인지 유무,지식습득 유무와 교육요구
도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계는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바.전산부서 부서장,간호부서부서장,전문가집단과정보간호사가인지하는
직무중요도에대한인식차이는ANOVA를이용하여비교,분석하였다.

사.정보간호사 운영여부와 직무 중요도와의 관계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정보간호사의 운영형태와 직무 중요도와의 관계는 ANOVA를 실시하였
다.

자.정보간호사 인지하는 직무 중요도와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계는 상관분석
(Correlation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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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운운운영영영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직직직무무무 수수수행행행 정정정도도도

가.일반적 특성

1)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31개 병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901병상 이상의
병원이 5개 기관(16.1%),501~900병상 병원이 16개 기관(51.6%),500병상
이하의 병원이 10개 기관(32.3%)이었다.병원종별로는 종합전문 병원이 10
개 기관(32.3%),종합병원이 18개 기관(58.1%),병원이 3개 기관(9.7%)이었
다.전공의 수련여부는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이 26개 기관(86.7%),인턴
만 수련하는 기관이 2개 기관(6.7%),비수련 기관이 2개 기관(6.7%)이었다.
간호등급을 보면 2등급 병원이 5개 기관(17.2%),3등급 병원이 4개 기관
(13.8%),4등급 병원이 12개 기관(41.4%),5등급 병원이 5개 기관(17.2%),6
등급 병원이 3개 기관(10.3%)이었다.

정보화 개발 현황 중 정보화 운영단계는 OCS만 운영하는 병원이 10개
기관(32.3%),EMR을 운영하는 병원 12개 기관(38.7%),OCS를 운영하면서
EMR도입 준비단계의 병원 8개 기관(25.8%)이었다.정보화 개발 형태로는
자체개발한 병원이 6개 기관(20.7%),외부업체로 아웃소싱한 병원이 16개
기관(55.2%),업체와 같이 개발한 병원이 6개 기관(20.7%),기타 의견으로
외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병원이 1개 기관(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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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단위:기관수(%))
구 분 정보간호사

유(%) 무(%) 계(%)
병 상 수 901병상 이상 3(60.0) 2(40.0) 5(16.1)
(허가병상수) 501-900병상 14(87.5) 2(12.5) 16(51.6)

500병상 이하 1(10.0) 9(90.0) 10(32.3)
계 18(58.1) 13(41.9) 31(100.0)

병 원 종 별 종합전문 9(90.0) 1(10.0) 10(32.3)
종합병원 9(50.0) 9(50.0) 18(58.1)
병원 0(0.0) 3(100.0) 3(9.7)
계 18(58.1) 13(41.9) 31(100.0)

수 련 병 원 인턴,레지던트 수련 18(69.2) 8(30.8) 26(86.7)
인턴만 수련 0(0.0) 2(100.0) 2(6.7)
비 수련 0(0.0) 2(100.0) 2(6.7)
(무응답) (1)
계 18(60.0) 12(40.0) 30(100.0)

간 호 등 급 1등급 0(0.0) 0(0.0) 0(0.0)
2등급 5(100.0) 0(0.0) 5(17.2)
3등급 3(75.0) 1(25.0) 4(13.8)
4등급 7(58.3) 5(41.7) 12(41.4)
5등급 1(20.0) 4(80.0) 5(17.2)
6등급 0(0.0) 3(100.0) 3(10.3)
(무응답) (2)
계 16(55.2) 13(44.8) 29(100.0)

정보화 개발 현황 OCS운영 5(50.0) 5(50.0) 10(32.3)
EMR운영 8(66.7) 4(33.3) 12(38.7)
EMR준비 5(62.5) 3(37.5) 8(25.8)
전산화 안됨 0(0.0) 1(100.0) 1(3.2)
계 18(58.1) 13(41.9) 31(100.0)

정보화 운영 형태 자체개발 4(66.7) 2(33.3) 6(20.7)
아웃소싱 9(56.3) 7(43.8) 16(55.2)
업체와 같이 개발 4(66.7) 2(33.3) 6(20.7)
기타 0(0.0) 1(100.0) 1(3.4)
(무응답) (2)
계 17(58.6) 12(41.4) 2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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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31개의 병원 중에 정보간호사가 있는 병원이 18개 기관
(58.1%),정보간호사가 없는 병원이 13개 기관(41.9%)이다.대상기관의 일반
적 특성은 <표12>과 같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31개 기관에서 전산부서장 26명,간호부서장 23명,정
보간호사 22명이 설문을 작성하였다.전문가집단은 7명이 설문에 응답하
였다.각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산부서 부서장의 평균 연령은 44.35±5.26세이고, 남자가 24명
(92.3%),학력은 학사가 13명(50.0%)으로 가장 많았다.간호부서 부서장의
평균연령은 51.04±5.83세이고,여자가 23명(100.0%),학력은 석사가 12명
(52.2%)으로 가장 많았다.전문가집단의 평균연령은 40.00±5.69세이고,여
자가 7명(100.0%),학력은 7명(100.0%)모두 박사였다.

표13.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연령(세):M±SD

전산부서부서장 간호부서부서장 전문가집단
특성 구분 (n=26) (n=23) (n=7)

빈도(%) 빈도(%) 빈도(%)
연령(세) 44.35±5.26 51.04±5.83 40.00±5.69
성별 남 24(92.3) 0( 0.0) 0( 0.0)

여 2(7.7) 23(100.0) 7(100.0)
학력 전문대졸 5(19.2) 2( 8.7) 0( 0.0)

대학졸 13(50.0) 8(34.8) 0( 0.0)
석사졸 7(26.9) 12(52.2) 0( 0.0)
박사 졸 1(3.8) 1( 4.3) 7(100.0)



- 54 -

정보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7.36±7.40세이고, 평균 총 임상경력은
181.86±95.23개월,평균 정보간호사 근무경력은 24.05±30.79개월로 1년 미
만이 10명(50.0%),1년 이상 5년 미만이 8명(40.0%),5년 이상이 2명
(10.0%),무응답 2명 이었다.학력은 석사 이상(10명,45.4%),학사 졸(6명,
27.3%),석사과정 중 (3명,13.6%)순으로 나타났다.

표14.정보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연령(세),총 임상경력(월),정보간호사 경력(월):M±SD

특 성 구 분 (n=22)
빈도(%)

연 령(세) 37.36±7.40
총 임상경력(월) 181.86±95.23
정보간호사경력(월) 24.05±30.79
성 별 남 0( 0.0)

여 22(100.0)
학 력 전문대졸 3(13.6)

대학졸 6(27.3)
석사과정 중 3(13.6)
석사졸 9(40.9)
박사과정 중 0( 0.0)
박사 졸 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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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간호사의 운영현황

1)정보간호사 현황

정보간호사가 있는 18개 기관에서 정보간호사 도입한 시기를 보면 가
장 빠른 병원이 1993년으로 1개 기관에서 정보간호사를 도입하였으며,
2001년 이후가 1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대상기관의 정보간호사 도입시기
와 정보간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른 정보간호사의 수는 <표15>와 같다.

표15.정보간호사 운영현황
(단위:기관수)

정보간호사 도입시기 1991~1995년 3
1996~2000년 5
2001~2005년 6
2006년~ 4
계 18

정보간호사의 수 전임 4명 1
3명 1
2명 1
1명 6
계 9

겸임 1명 7
3명 1
계 8

기타 전임 1명+겸임1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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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산부서장 및 간호부서장 집단과 정보간호사의 정보간호사에 대한
인식

전산부서장 및 간호부서장 집단에게 정보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
을 때 총 응답자 31명 중 26명(81.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정보간호
사의 바람직한 근무형태는 전임(full-time)형태가 16명(61.5%),겸임(정규직
이나 다른 업무와 같이 담당함)이 10명(38.5%)이였다.또한 정보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병원 규모 확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병원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하다‘로 응답하여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 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정보간호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간호사 집단에게 정보간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을 때 총 응답자 22명(100%)모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고, 정보간호사의 바람직한 근무형태는 전임(full-time)형태가 18명
(81.8%),겸임이 4명(18.2%)이었다.

표 16.정보간호사의 필요성 및 근무형태
(단위:기관수)

전산부서장,간호부서장 정보간호사
정보간호사의 정보간호사의 (n=31) (n=22)
필요성 근무형태 빈도(%) 빈도(%)
필요함 전임(full-time) 16(61.5) 18(81.8)

겸임(정규직) 10(38.5) 4(18.2)
계 26(83.9) 22(100.0)

필요하지 않음 5(16.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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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간호사 제도

정보간호사의 공식명칭은 정보간호사가 5명(22.7%),정보코디네이터가
1명(4.6%),EHR 전담간호사가 1명(4.6%),파견간호사가 1명(4.6%)이었고,
나머지 응답자는 일반적인 간호사 명칭이었다.이중 일반간호사가 2명
(9.1%),주임(책임)간호사가 3명(13.6%),수간호사(간호파트장)가 7명(31.8%),
간호과장(팀장,간호감독)이 2명(9.1%)이었다.정보간호사의 소속 부서는 간
호부서가 16명(72.7%),전산관련 부서가 6명(27.3%)이었다.정보간호사의 직
무기술서가 있다고 응답한 정보간호사는 전체의 22.7%인 5명으로 조사되
었다.

정보간호사의 근무형태는 정보간호사로 공식 발령을 받고 전적으로 정
보간호사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간호사가 8명(36.4%),전적으로 정보간
호사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직책이 정보간호사가 아닌 경우
가 5명(22.7%),공식적으로 정보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 정보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9명(40.9%)이었다.

전적으로 정보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식적인 직책이 정보간호
사가 아닌 5명의 경우 공식적인 직책은 일반간호사 2명(40.0%),파견간호사
1명(20.0%),코디네이터2(40.0%)이었다.공식적으로 정보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 정보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9명의 경우
공식적인 직책으로는 일반간호사 1명(11.1%),주임간호사 1명(11.1%),수간
호사 6명(66.7%),간호과장 1명(11.1%)이었다.
전적으로 정보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총 근무시간 중 정

보담당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30%이하가 8명(88.9%),31~50%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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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이었다.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보간호사로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 9명 중 2명(22.2%)이었고,‘일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7
명(77.8%)이었다.정보간호사로 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이미 파견간호
사로 일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었다’,‘정보간호사는 필요하다고 느끼나 환
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어서’,‘전문간호사로 인정하
지 않거나 보직 없이 일할 때 업무 수행의 한계가 있어서’,‘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어려움과 부담이 있다’,‘업무의 보람이 없고 자긍심이 낮아진다’라
고 응답하였다.

표17.정보간호사 운영제도 현황
(단위:명)

특성 구분 빈도(%)
소속부서 간호부서 16(72.7)

전산부서 6(27.3)
기타행정부서 0( 0.0)
계 22(100.0)

근무형태 정보간호사(공식,전임) 8(36.4)
정보간호사(공식,겸임) 0( 0.0)
일반간호사(전임) 5(22.7)
일반간호사(겸임) 9(40.9)
계 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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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교육정도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에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6명(27.3%)이었고,전문교육을 받
지 않았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16명(72.7%)이었다.

정보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제시한 간호정보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간호
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간호정보관련 지식내용을 조사하였다.간호정보관련
학습주제는 정보시스템,간호정보학 기초영역,간호정보학 활용영역,공증
보건/사회적 측면 등 4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육과정 이수 없이 간호정보 분야의 지식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5.24%가 교육과정 이수 없이 지식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
영역으로는 간호정보 활용영역(40.48%),간호정보 기초영역(39.29%),공중보
건/사회적 측면(30.95%),정보시스템 영역(30.16%)순이었다.세부항목으로
는 응용프로그램(MSOffice등),컴퓨터기반 의무기록,네트워크/인터넷,
자료보안과 기밀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
교육이수를 통해 간호정보 분야의 지식을 습득했냐는 질문에 26.00%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부영역으로는 간호정보 기
초영역(38.75%), 간호정보 활용영역(27.50%), 공중보건/사회적 측면
(27.50%),정보시스템(15.00%)순이었다.세부항목으로는 보건의료(간호)저
보의 표준화,의료(간호)용어 및 분류체계,정보검색과 근거중심 간호 에
대한 지식 습득율이 높았다.
또 직무수행을 위해 추가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68.81%가 추가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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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세부영역으로는 정보시스템(71.43%),간호정보 활
용영역(68.25%),간호정보 기초영역(67.86%),공중보건/사회적 측면(66.67%)
순이었다.세부 항목으로는 시스템 분석과 설계,데이터/정보 이론,데이터
베이스 순으로 교육 요구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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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관련 인지,지식습득,교육요구 정도
(단위 명(%))

영 역 세 부 주 제
인지여부
(n=21)

지식습득여부
(n=20)

추가교육요구여부
(n=2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 (%) (%) (%) (%)

정 보 응용프로그램(MSOffice등) 13 8 3 17 11 10
(61.9) (38.1) (15.0) (85.0) (52.4) (47.6)

시스템 전산학 기초 6 15 3 17 15 6
(28.6) (71.4) (15.0) (85.0) (71.4) (28.6)

데이터/정보 이론 4 17 3 17 16 5
(19.0) (81.0) (15.0) (85.0) (76.2) (23.8)

네트워크/인터넷 11 10 2 18 15 6
(52.4) (47.6) (10.0) (90.0) (71.4) (28.6)

데이터베이스 4 17 4 16 16 5
(19.0) (81.0) (20.0) (80.0) (76.2) (23.8)

시스템 분석과 설계 0 21 3 17 17 4
(0) (100) (15.0) (85.0) (81.0) (19.0)

계 38 88 18 102 90 36
(30.16) (69.84) (15.00) (85.00) (71.43) (28.57)

간호정보 간호정보학의 역사와 개념 8 13 6 14 14 7
(38.1) (61.9) (30.0) (70.0) (66.7) (33.3)

기초영역 의료(간호)용어 및 분류체계 10 11 8 12 14 7
(47.6) (52.4) (40.0) (60.0) (66.7) (33.3)

보건의료(간호)정보의 표준화 8 13 9 11 15 6
(38.1) (61.9) (45.0) (55..0) (71.4) (28.6)

정보검색과 근거중심 간호 7 14 8 12 14 7
(33.3) (66.7) (40.0) (60.0) (66.7) (33.3)

계 33 51 31 49 57 27
(39.29) (60.71) (38.75) (61.25) (67.86) (32.14)

간호정보 병원(임상)정보시스템 9 12 7 13 13 8
(42.9) (57.1) (15.0) (85.0) (61.9) (38.1)

활용영역 컴퓨터기반 의무기록 13 8 6 14 13 8
(61.9) (38.1) (30.0) (70.0) (61.9) (38.1)

간호학분야 전산프로그램의 활용 10 11 7 13 12 9
(47.6) (52.4) (15.0) (85.0) (57.1) (42.9)

보건의료(간호)의사결정지원시스템 8 13 5 15 15 6
(38.1) (61.9) (25.0) (75.0) (71.4) (28.6)

보건의료(간호)영상 및 멀티미디어 4 17 4 16 18 3
(19.0) (81.0) (20.0) (80.0) (85.7) (14.3)

원격의료 7 14 4 16 15 6
(33.3) (66.7) (20.0) (80.0) (71.4) (28.6)

계 51 75 33 87 86 40
(40.48) (59.52) (27.50) (72.50) (68.25) (31.75)

공증보건 소비자 보건정보학 2 19 5 15 15 6
(9.5) (90.5) (25.0) (75.0) (71.4) (28.6)

/사회적 지역사회 정보학 4 17 6 14 13 8
(19.0) (81.0) (30.0) (70.0) (61.9) (38.1)

측 면 자료의 보안과 기밀 11 10 5 15 13 8
(52.4) (47.6) (25.0) (75.0) (61.9) (38.1)

정보학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측면 9 12 6 14 15 6
(42.9) (57.1) (30.0) (70.0) (71.4) (28.6)

계 26 58 22 58 56 28
(30.95) (69.05) (27.50) (72.50) (66.67)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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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

1)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여부

실무자인 정보간호사에게 7개 영역 49개 항목의 직무 수행 여부를 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전체 응답자 22명 중 70%이상의 직무 수행도를
보이는 항목은 모두 19개 항목,50~69%의 직무 수행도를 보이는 항목은
18개 항목이며, 7가지 직무 영역 중 조정,자문영역이 가장 높은 직무 수
행도를 나타냈고,연구영역이 가장 낮은 직무 수행도를 나타냈다.

100%의 직무 수행도를 보이는 항목은 조정,자문영역의 ‘간호정보시스
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설명한다‘,’부서 간 중재자
의 역할을 한다’이며,다음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조정한다’,‘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를 한다’,’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내 타부서 직원에게 정보 제공
및 자문역할을 한다‘항목이 95.5%의 높은 직무 수행도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직무 수행도를 보이는 항목은 분석영역의 ’데이터 마이닝이
나 자동학습기법을 이용하여 간호실무과 관련 있는 지식과 정보를 추출한
다‘,연구영역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작성에 참여하고 적절
한 전문 저널에 기고한다’항목이 22.7%로 가장 낮은 직무 수행도를 보였
으며,’간호정보 분야의 실용 가능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재한다
(27.3%)‘,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하게 적용한
다.(36.4%)‘순이었다.



- 63 -

표19.정보간호사 직무 영역별 직무 수행 여부
(단위 명(%),n=22)

영역 세부영역 직 무 내 용 수행 수행
함(%) 안함(%)

관리
영역

정보화
전략수립

병원 정보화 영역의 비전 수립 12(54.5)10(45.5)
정보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 12(54.5)10(45.5)
정보관련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 파악,극복할 수 있는 전략 개발 14(63.6) 8(36.4)

계 (57.58) (42.42)

정보화
전략이행

전략적 계획,정책,절차,운영계획의 개발 및 수정 과정 참여 18(81.8) 4(18.2)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과 활동 감독,관리 12(54.5)10(45.5)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노력 20(90.9) 2(9.1)
관련부서 예산편성 업무에 정보 제공 9(40.9)13(59.1)
병원 내 정보개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 역할 수행 16(72.7) 6(27.3)

계 (68.18) (31.82)
정보화
전략평가

정보화 프로젝트 효과성 평가 16(72.7) 6(27.3)
계 (72.73) (27.27)

관 리 영 역 계 (65.15) (34.85)

분석
영역

데이터
수집

진료 및 간호과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7(77.3) 5(22.7)
의학용어,NIC,NOC와 같은 간호용어 적용성을 위한 평가 실시 10(45.5)12(54.5)

계 (61.36) (38.64)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류법이나 표준화된 언어를 이용하여 분류 13(59.1) 9(40.9)
대량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위해 통계분석 등 활용 12(54.5)10(45.5)
데이터 마이닝이나 자동학습기법을 이용한 지식과 정보 추출 5(22.7)17(77.3)

계 (45.45) (54.55)

업무흐름
분석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 파악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14(63.6) 8(36.4)
다양한 업무흐름의 분석을 통해 업무의 단계 세분화 14(63.6) 8(36.4)
반복적이고 중복된 절차 제거 15(68.2) 7(31.8)
업무의 과정 이해를 통해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8(81.8) 4(18.2)

계 (69.32) (30.68)
분 석 영 영 계 (59.60) (40.40)

정책
이행
영역

최신
법적사항
습득

간호실무,심사기준,보건 분야의 이슈나 병원정보시스템의 법적인
사항에 대한 최신 지식 습득 17(77.3) 5(22.7)

시스템의 기능,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권한부여 설정 15(68.2) 7(31.8)
계 (72.73) (27.27)

법규 준수
전산화된 정보에 관한 법적 사항 준수 17(77.3) 5(22.7)
보건정보의 기밀성과 보완,데이터의 통합 뿐 아니라 데이터의 윤리
적 사용에 따른 책임 부과 14(63.6) 8(36.4)

계 (70.45) (29.55)
정 책 이 행 영 역 계 (71.59) (28.41)

조정
자문
영역

요구사항
수렴 및
전달

간호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설명 22(100) 0(0.0)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 참여 및 조정 21(95.5) 1(4.5)

계 (97.73) (2.27)
정보시스
템

테스트

테스트를 위한 과정과 시나리오 작성 18(81.8) 4(18.2)
개발된 정보시스템 테스트 20(90.9) 2(9.1)

계 (86.36)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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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중재,자문

부서 간 중재자 역할 22(100) 0(0.0)
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 실시 21(95.5) 1(4.5)
병원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내 타부서 직원에게 정보제
공 및 자문역할 수행 21(95.5) 1(4.5)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외 관련자(관련업체 등)에
게 정보제공 및 자문 역할 수행 13(59.1) 9(40.9)

계 (87.50) (12.50)
조 정 자 분 영 영 계 (89.77) (10.23)

역량
개발
영역

최신지식
습득

간호학,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에 대한 지식 습득 20(90.9) 2(9.1)
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필요 지식 습득 20(90.9) 2(9.1)

계 (90.91) (9.09)

역할 개발
정보전담 간호사의 역할 개발 11(50.0)11(50.0)
정보전담 간호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참여 11(50.0)11(50.0)

계 (50.00) (50.00)

유관학회
활동

내부 및 외부 학회 참여,자기 개발 도모 16(72.7) 6(27.3)
전문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 회원 활동 수행 11(50.0)11(50.0)

계 (61.36) (38.64)
역 량 개 발 영 역 계 (67.42) (32.58)

교육
영역

전산실무
교육실시

신규직원 정기교육(신규간호사 실무교육)실시 16(72.7) 6(27.3)
경력직원 교육(정기,비정기 교육)실시 13(59.1) 9(40.9)
간호학생 대상 교육 실시 9(40.9)13(59.1)
타부서 직원(예:간호보조원,전공의,인턴 등)대상교육 실시 8(36.4)14(63.6)

계 (52.27) (47.73)

전산교육
계획수립

간호정보 교육프로그램 기획 10(45.5)12(54.5)
교육프로그램 평가 11(50.0)11(50.0)

계 (47.23) (52.27)
매뉴얼
제작

간호사 대상 사용자매뉴얼 개발 수정 보완 14(63.6) 8(36.4)
계 (63.64) (36.36)

교 육 영 역 계 (52.60) (47.40)

연구
영역

관련연구
실시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실시 및 결과 게재 6(27.3)16(72.7)
간호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 참여 및 자문실시 9(40.9)13(59.1)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참여 9(40.9)13(59.1)

계 (36.36) (63.64)

연구결과
적용,평가

정보시스템을 활용 간호정보 분야의 질 향상 활동 실시 10(45.5)12(54.5)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 평가 및 적용 8(36.4)14(63.6)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작성 참여,전문 저널 기고 5(22.7)17(77.3)

계 (34.85) (65.15)
연 구 영 역 계 (35.61)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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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빈도

정보간호사가 수행하는 직무 중 수행 빈도가 높은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일 단위 업무로 수행한다’라고 응답한 항목에서는 ‘간호정보시스템 및 사
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설명한다‘,’병원 정보시스템을 수
정,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조정한다‘,’부서 간 중재 역할을 한다’,‘시
스템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를 한다’,‘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개발한 시나리오를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 한다’순으로 나타났다.

‘주 단위 업무로 수행한다’라고 응답한 항목에서는 ‘테스트를 위한 과
정과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부서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관련부서와 필
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를 한다’,‘개발한 시나리오를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한다’,‘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내 타부서 직원
에게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을 한다’,‘병원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
업에 참여하고 조정한다’,‘전략적 계획 정책,절차,운영계획의 개발 및 수
정 과정에 참여한다’순으로 나타났다.

‘월 단위 업무로 수행한다’라고 응답한 항목에서는 ‘병원 내 정보개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업무의 과정을 이해하고 간
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발생한 데이터를 분류법이나 표준화된
언어를 이용하여 분류 한다’,‘간호학,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증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필요 지식을 습득한다‘순으로 나타났다.



- 66 -

‘분기 단위 업무로 수행한다’라고 응답한 항목에서는 ‘업무의 과정을
이해하고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필요지식을 습득한
다’,‘정보화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평가한다’,‘반복적이고 중복된 절차를
제거한다’,‘전산화 정보에 관한 법적 사항을 준수한다’,‘간호학,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내부 및 외부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을 도모한다’순으로 나타났다.

‘연 단위 업무로 수행한다’라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신규직원의 정기교
육을 실시한다’,‘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경력직원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간호사 대상의 사용자매뉴얼을 개발하고 수정 보
완한다’,‘간호분야의 실용 가능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재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 빈도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수행횟수를 살펴보면 수행횟수가 많은
직무는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조정한다’,‘간
호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설명한다‘,’부서
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시스템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를 한
다’순으로 조정,자문 영역의 업무의 수행횟수가 많았다.

또한,수행횟수가 적은 직무는 ‘간호분야의 실용 가능한 연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게재한다‘,‘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작성에 참여
하고 적절한 전문 저널에 기고한다’,’간호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
간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문에 응한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간호정보 분야의 질 향상활동을 한다’,’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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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절하게 적용한다‘순으로 연구 영역의 직무의 수행횟수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보간호사의 직무중요도와 동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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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빈도
(단위 명(%),n=22)

영
역 세부영역 직 무 내 용 연 분기 월 주 일 수행

안함

관리
영역

정보화
전략수립

병원 정보화 영역의 비전 수립 5 6 0 1 0 10
(22.7) (27.3) (0) (4.5) (0) (45.0)

정보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 5 5 1 1 0 10
(22.7) (22.7) (4.5) (4.5) (0) (45.0)

정보관련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 파악,극복할 수
있는 전략 개발

4 6 1 2 1 8
(18.2) (27.3) (4.5) (9.1) (4.5) (36.4)

정보화
전략이행

전략적 계획,정책,절차,운영계획의 개발 및 수정 과
정 참여

3 6 1 5 3 4
(13.6) (27.3) (4.5) (22.7) (13.6) (1.2)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과 활동 감독,관리 1 2 2 2 5 10
(4.5) (9.1) (9.1) (9.1) (22.7) (45.0)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한 노력 2 6 4 2 6 2
(9.1) (27.3) (18.2) (9.1) (27.3) (9.1)

관련부서 예산편성 업무에 정보 제공 4 5 0 1 0 12
(18.2) (22.7) (0) (4.5) (0) (54.5)

병원 내 정보개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 역할 수행 0 6 7 3 0 6
(0) (27.3) (31.8) (13.6) (0) (27.3)

정보화
전략평가 정보화 프로젝트 효과성 평가

4 7 2 2 1 6
(18.2) (31.8) (9.1) (9.1) (4.5) (27.3)

분석
영역

데이터
수집

진료 및 간호과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 5 4 1 5 6
(4.5) (22.7) (18.2) (4.5) (22.7) (27.3)

의학용어,NIC,NOC와 같은 간호용어 적용성을 위한
평가 실시

1 7 1 0 1 12
(4.5) (31.8) (4.5) (0) (4.5) (54.5)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분류법이나 표준화된 언어를 이용하여 분류 1 4 5 2 2 8
(4.5) (18.2) (22.7) (9.1) (9.1) (36.4)

대량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위해 통
계분석 등 활용

0 3 3 3 2 11
(0) (13.6) (13.6) (13.6) (9.1) (50.0)

데이터 마이닝이나 자동학습기법을 이용한 지식과 정
보 추출

0 2 1 1 1 17
(0) (9.1) (4.5) (4.5) (4.5) (77.3)

업무흐름
분석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 파악 및 사용자 요구사
항 분석

0 4 1 2 7 8
(0) (18.2) (4.5) (9.1) (31.8) (36.4)

다양한 업무흐름의 분석을 통해 업무의 단계 세분화 1 4 3 2 4 8
(4.5) (18.2) (13.6) (9.1) (18.2) (36.4)

반복적이고 중복된 절차 제거 1 7 2 1 3 8
(4.5) (31.8) (9.1) (4.5) (13.6) (36.4)

업무의 과정 이해를 통해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
석

0 9 5 1 3 4
(0) (40.9) (22.7) (4.5) (13.6) (18.2)

정책
이행
영역

최신
법적사항
습득

간호실무,심사기준,보건 분야의 이슈나 병원정보시스
템의 법적인 사항에 대한 최신 지식 습득

2 6 2 3 4 5
(9.1) (27.3) (9.1) (13.6) (18.2) (22.7)

시스템의 기능,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권한부여
설정

1 6 1 3 4 7
(4.5) (27.3) (4.5) (13.6) (18.2) (31.8)

법규 준수
전산화된 정보에 관한 법적 사항 준수 0 7 2 2 6 5

(0) (31.8) (9.1) (9.1) (27.3) (22.7)
보건정보의 기밀성과 보완,데이터의 통합 뿐 아니라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에 따른 책임 부과

2 3 4 0 5 8
(9.1) (13.6) (18.2) (0) (22.7)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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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문
영역

요구사항
수렴 및
전달

간호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
자에게 설명

0 6 4 4 8 0
(0) (27.3) (18.2) (18.2) (36.4) (0)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 참여 및 조정
1 4 3 5 8 1

(4.5) (18.2) (13.6) (22.7 (36.4) (4.5)

정보시스템
테스트

테스트를 위한 과정과 시나리오 작성
0 6 1 8 3 4
(0) (27.3) (4.5) (36.4) (13.6) (18.2)

개발된 정보시스템 테스트 0 5 2 7 6 2
(0) (22.7) (9.1) (31.8) (27.3) (9.1)

부서간
중재,자문

부서 간 중재자 역할 1 5 4 4 8 0
(4.5) (22.7) (18.2) (18.2) (36.4) (0)

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 실시 0 6 2 7 6 1
(0) (27.3) (9.1) (31.8) (27.3) (4.5)

병원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내 타부서 직
원에게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 수행

1 7 2 6 5 1
(4.5) (31.8) (9.1) (27.3) (22.7) (4.5)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외 관련자(관
련업체 등)에게 정보제공 및 자문 역할 수행

3 3 2 2 3 9
(13.6) (13.6) (9.1) (9.1) (13.6) (40.9)

역량
개발
영역

최신지식
습득

간호학,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에 대한 지
식 습득

2 7 5 2 3 3
(9.1) (31.8) (22.7) (9.1) (13.6) (13.6)

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필요 지식 습득

2 8 5 3 2 2
(9.1) (36.4) (22.7) (13.6) (9.1) (9.1)

역할 개발
정보전담 간호사의 역할 개발 3 4 2 1 1 11

(13.6) (18.2) (9.1) (4.5) (4.5) (50.0)
정보전담 간호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참여 2 5 2 1 1 11

(9.1) (22.7) (9.1) (4.5) (4.5) (50.0)

유관학회
활동

내부 및 외부 학회 참여,자기 개발 도모 4 7 2 1 1 7
(18.2) (31.8) (9.1) (4.5) (4.5) (31.8)

전문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 회원 활동 수행 4 4 2 1 1 10
(18.2) (18.2) (9.1) (4.5) (4.5) (45.5)

교육
영역

전산실무
교육실시

신규직원 정기교육(신규간호사 실무교육)실시 9 6 1 0 0 6
(40.9) (27.3) (4.5) (0) (0) (27.3)

경력직원 교육(정기,비정기 교육)실시 6 6 0 0 1 9
(27.3) (27.3) (0) (0) (4.5) (10.9)

간호학생 대상 교육 실시 7 1 1 0 0 13
(31.8) (4.5) (4.5) (0) (0) (59.1)

타부서 직원 대상교육 실시 3 4 1 0 0 14
(13.6) (18.2) (4.5) (0) (0) (63.6)

전산교육
계획수립

간호정보 교육프로그램 기획
5 4 1 0 0 12

(22.7) (18.2) (4.5) (0) (0) (54.5)

교육프로그램 평가 5 5 1 0 0 11
(22.7) (22.7) (4.5) (0) (0) (50.0)

매뉴얼
제작 간호사 대상 사용자매뉴얼 개발 수정 보완 6 8 0 0 0 8

(27.3) (36.4) (0) (0) (0) (36.4)

연구
영역

관련연구
실시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실시 및 결과 게재 3 3 0 0 0 16
(13.6) (13.6) (0) (0) (0) (72.7)

간호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 참여 및
자문실시

5 4 0 0 0 13
(22.7) (18.2) (0) (0) (0) (59.1)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참여 5 3 0 1 0 13
(22.7) (13.6) (0) (4.5) (0) (59.1)

연구결과
적용,평가

정보시스템을 활용 간호정보 분야의 질 향상 활동 실
시

6 4 0 0 0 12
(27.3) (18.2) (0) (0) (0) (54.5)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 평가 및 적용 3 5 0 0 0 14
(13.6) (22.7) (0) (0) (0) (63.6)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작성 참여,전문
저널 기고

1 4 0 0 0 17
(4.5) (18.2) (0) (0) (0)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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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시 어려운 점

정보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을 복수로 기술하도록 한
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21>과 같다.‘업무 수행 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가 9건으로 전체 응답의 27.3%였고,‘부서간의 업무 조율시 어렵다’가
24.2%,‘전문지식이 부족하다’가 18.2%,‘구체적인 업무기술이 없고 역할이
모호하다,’프로그램을 의뢰만 하고 직접 개발하지 못해 답답하다’순이었
다.기타 의견으로는 ‘혼자서 전체 직원을 만나야 하는 점이 어렵다’,‘늘
업무 진행이 촉박하고 스트레스가 많다’,‘장기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전산개발자와 대화나 조정 시 개발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21.직무 수행 시 어려운 점
(단위:건수)

복수응답가능

정보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간호부나 병원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내용 건수 비율 (%)
의사 결정 권한 부재 9 27.3
부서간 업무 조율시 어려움 8 24.2
전문지식 부족 6 18.2
정보간호사의 역할 모호 3 9.1
프로그램 개발 능력 부족 3 9.1
기 타 4 12.1

계 3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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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간호사의 역할 정립’에 관한 항목이 8건
으로 전체 응답의 42.1%로 가장 많았고,‘전문교육의 필요성’이 7건으로
36.8%,다음으로 ‘의사결정권자의 관심 및 참여 필요성’이 3건으로 15.8%
순이었다.정보간호사들이 기술한 내용으로는 역할 정립에 관한 항목으로
‘정보간호사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소속과 정확한 역할 정립
이 필요하다’,‘전임자리가 필요하다’,‘직급이나 보수의 지원이 필요하다’,
‘겸임업무 수행 시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등이다.전문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항목으로 ‘전문적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공가처리,교육비 지원 등
의 지원이 필요하다’,‘프로그램제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등이다.기타
로 ‘정보간호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표22.정책적 요구사항
(단위:건수)

내 용 건수 비율(%)
정보간호사의 역할 정립 8 42.1
전문적 교육기회 부여(교육비,공가처리 등) 7 36.8
의사결정권자의 참여 3 15.8
기타 1 5.3

계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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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정보간호사의 자격 기준

정보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자격 기준에 대해 학력,총 임상경력,정보간
호사 경력,소속,자격관리방법,자격관리기관의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23>과 같다.요구하는 학력은 전체 응답자의 50.0%가 석사학위
이상이었으며 총 임상경력은 7년 이상이 36.4%,5-7년이 36.4%,3-5년이
27.33% 순으로 나타났다.정보관련 경력은 전체의 68.2%가 3-5년이라고 대
답하였으며 22.7%에서는 3년 이하도 상관없다고 답하였다.소속에 대해서
는 전체의견 중 31.8%는 간호부(과)가,68.2%는 정보관련부서가 적당하다
고 답하였다.자격관리 기준은 50.0%가 교육이수를,36.4%가 자격증 취득
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자격관리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36.4%),관련간호
학회(22.7%)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간호사 스스로가 요구하는 자격기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석사학위 이상,임상경력 7년 이상,정보관련 경력 3-5년이고,정보간호사
의 소속 부서는 정보관련부서가 적당하며 교육이수를 통하여 자격관리를
하고 자격관리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사 대상자인 정보간호사의 소속 부서를 볼 때 간호부서가 72.7%로
전산부서 27.3%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간호사는 정보관련부서 소
속이 적당하다고 대답 한 것은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정보간호사의 역할 정립에 대한 요구도와 연관 지어 볼 때 간
호부서 내에서 정보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정보관련
부서 소속일 경우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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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정보간호사로서 요구되는 자격기준
(단위:명,n=22)

구 분 명 %
학력 전문대졸 2 9.1

학사 졸 9 40.9
석사 졸 11 50.0
박사 졸 0 0.0
계 22 100.0

총 임상경력 3년 이하 0 0.0
3-5년 6 27.3
5-7년 8 36.4
7년 이상 8 36.4
계 22 100.0

정보관련 경력 3년 이하 5 22.7
3-5년 15 68.2
5-7년 2 9.1
7년 이상 0 0.0
계 22 100.0

소속부서 간호부 7 31.8
정보관련부서 14 63.6
기타 1 4.5
계 22 100.0

자격관리방법 자격증 8 36.4
교육과정이수 11 50.0
자격증,교육과정이수 모두 3 13.6
계 22 100.0

자격관리기관 의료기관 3 13.6
관련간호학회 5 22.7
대한간호협회 3 13.6
보건복지부 8 36.4
의료정보학회 3 13.6
계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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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병병병원원원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운운운영영영 여여여부부부와와와의의의 관관관련련련성성성

가.병원의 특징 및 규모

병상의 규모,병원종별,수련 유무,간호등급에 따라 정보간호사 운영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병원의 특징 및 규모 따른 정보간호사 운영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특히 간호등급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3등급이상인 병
원과 3등급 미만인 병원으로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24.병원의 특징 및 규모에 따른 정보간호사 운영 유무의 차이
(단위:명)

P-value<0.05,무응답 제외

구분 정보간호사 p-value유(%) 무(%)
병 상 수 901병상 이상 3(60.0) 2(40.0)

0.001*(허가병상수) 501-900병상 14(87.5) 2(12.5)
500병상 이하 1(10.0) 9(90.0)
계 18(58.1) 13(41.9)

병 원 종 별 종합전문 9(90.0) 1(10.0)
0.012*종합병원 9(50.0) 9(50.0)

병원 0(0.0) 3(100.)
계 18(58.1) 13(41.9)

수 련 병 원 인턴,레지던트 수련 18(69.2) 8(30.8)
0.031*인턴만 수련 0(0.0) 2(100.)

비 수련 0(0.0) 2(100.)
계 18(60.0) 12(40.0)

간 호 등 급 1등급 0(0.0) 0(0.0)

0.027*
2등급 5(100.0) 0(0.0)
3등급 3(75.0) 1(25.0)
4등급 7(58.3) 5(41.7)
5등급 1(20.0) 4(80.0)
6등급 0(0.0) 3(100.)
계 16(55.2) 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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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화 개발 현황

정보화 개발 현황인 정보화 개발 단계 및 정보화 개발 형태에 따라 정
보간호사 운영 유무의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정보화 개발 현황에 따른 정보간호사 운영 유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25.정보화 개발현황에 따른 정보간호사 운영 유무의 차이
(단위:명)

P-value<0.05,무응답 제외

결과적으로 병원의 일반적 특성 및 규모,병원의 정보화 개발 현황과
정보간호사의 운영 유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병원
의 일반적 특성 및 규모(병상 수,병원종별,수련유무,간호등급)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일부 채택되었다.

구분 정보간호사 p-value유(%) 무(%)
정보화 개발 단계 OCS운영 5(50.0) 5(50.0)

0.221EMR운영 8(66.7) 4(33.3)
EMR준비 5(62.5) 3(37.5)
전산화 안됨 0(0.0) 1(100.)
계 18(58.1) 13(41.9)

정보화 운영 형태 자체개발 4(66.7) 2(33.3)

0.621아웃소싱 9(56.3) 7(43.8)
업체와 같이 개발 4(66.7) 2(33.3)
기타 0(0.0) 1(100.)
계 17(58.6) 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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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직직직무무무 수수수행행행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가.병원의 특징 및 규모

1)병상 수

병상 규모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영역별 직무 수행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800병상을 기준으로 800병상 이상
병원과 800병상 미만 병원으로 2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필요역량
개발과 연구영역을 제외한 5개영역에서 800병상 이상 병원의 정보간호사들
의 직무 수행 정도가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26.병상 규모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련성
(M±SD)

P-value<0.05

단,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병상의 규모와 직무 수행 정도 중 조정,자
문영역의 정보시스템 테스트(p=0.022)과 부서 간 중재 및 자문(p=0.035),
분석영역에서 진료관련 데이터 수집(p=0.027)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구 분 n 관리영역 분석영역 정책이행
영역

조정자문
영역

역량개발
영역 교육영역 연구영역 계

800병상
미만 13 1.48±0.91 1.58±1.23 2.31±1.27 2.75±1.15 1.74±1.35 0.76±0.67 0.63±0.75 1.61±0.73

800병상
이상 9 1.82±1.31 2.06±1.37 2.31±1.97 3.91±0.90 1.59±0.99 1.03±0.73 0.44±0.56 1.88±0.83

p-value 0.593 0.350 0.814 0.052 0.814 0.348 0.672 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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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 등급

병원의 간호등급과 정보간호사의 직무 영역별 직무 수행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병원의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의 병원과 4등급 이하의 병원으로 2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병원의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의 병원 군에서 필요역량개발 영역과 연구

영역을 제외한 5개 직무영역에서 직무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27.간호 등급과 정보간호사의 직무영역별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련성
(M±SD)

P-value<0.05

나.정보화 개발 현황

1)정보화 개발 단계

병원의 정보화 개발 단계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영역별 직무 수행 정도
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현재 OCS를 사용

구 분 n 관리영역 분석영역 정책이행
영역

조정자문
영역

역량개발
영역 교육영역 연구영역 계

3등급
이상 13 1.71±1.16 1.91±0.91 2.75±1.39 3.36±1.15 1.50±0.70 1.02±0.57 0.48±0.51 1.82±0.71

4등급
이하 9 1.53±1.08 1.80±1.45 1.86±1.81 3.23±1.27 1.69±1.55 0.85±0.82 0.69±0.88 1.66±0.87

p-value 0.939 0.732 0.208 0.909 0.760 0.593 0.905 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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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병원과 EMR을 사용하는 병원으로 2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든 직무 영역에서 EMR을 사용하는 병원이 OCS만 사용하는 병원에

비해 직무 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특히 조정,자문영역의 수행 정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28.정보화 개발 단계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련성
(M±SD)

P-value<0.05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정보화 개발단계와 직무 수행 정도 중
분석영역의 업무흐름 분석(p=0.035),정책이행영역의 최신법적 사항 습득
(p=0.045)과 조정,자문영역의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전달(p=0.007),정보
시스템 테스트(p=0.034),부서 간 중재 및 자문(p=0.011)등 5개 세부영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정보화 개발 형태

병원의 정보화 운영형태와 정보간호사의 직무영역별 직무 수행 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자체개발과 외주업체

구 분 n 관리영역 분석영역 정책이행
영역

조정자문
영역

역량개발
영역 교육영역 연구영역 계

OCS
운영 11 1.39±0.74 1.33±0.97 1.80±0.93 2.58±0.85 1.59±1.11 0.65±0.58 0.48±0.67 1.42±0.48

EMR
운영 11 1.85±1.32 2.22±1.21 2.82±1.89 3.86±1.15 1.77±1.32 1.08±0.76 0.62±0.69 2.03±0.88

p-value 0.375 0.71 0.129 0.008* 0.644 0.147 0.510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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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동개발 등 병원인력이 참여한 병원과 외주업체로 아웃소싱과 외부프
로그램을 구입하였다는 병원으로 2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병원의 정보화 운영형태와 정보간호사의 직무영역별 직무 수행 정도는 자
체인력이 참여한 군이 외부 인력으로 개발된 병원에 비해 높았으나 그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정보화
운영형태와 수행 정도 중 교육 영역의 전산교육계획(p=0.04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29.정보화 개발 형태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 관련성
(M±SD)

P-value<0.05

결과적으로 병원의 일반적 특성 및 규모,병원의 정보화 개발 현황과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정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정보화 개발현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채택되었다.

다.정보간호사의 운영형태

구 분 관리영역 분석영역 정책이행
영역

조정자문
영역

역량개발
영역 교육영역 연구영역 계

자체인력참여
(n=12) 1.60±1.27 1.70±1.23 2.60±1.82 3.49±1.26 1.61±1.28 0.96±1.79 0.63±1.66 1.80±0.89

외부인력
(n=9) 1.60±0.89 1.70±1.08 1.83±1.13 3.00±1.07 1.74±1.20 0.62±0.41 0.30±0.48 1.54±0.58

p-value 0.831 0.972 0.300 0.286 0.544 0.411 0.174 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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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간호사 운영형태가 정보간호사의 직무 영역별 직무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전임으로 근무하는 병원과 겸임
으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2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병원의 정보간호사의 운영형태와 직무 영역별 수행 정도에서 연구영역

을 제외한 6개 직무 영역에서 전임 정보간호사가 겸임 정보간호사에 비해
직무 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조정,자문영역과 필요역량개발영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정보간호사 운영형
태와 수행 정도 중 분석영역의 진료관련 데이터 수집(p=0.027),조정,자문
영역의 사용자 요구사항수렴 및 전달(p=0.035),부서 간 중재 및 자문
(p=0.005),필요역량개발영역의 최신지식습득(p=0.04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보간호사의 운영 형태는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3은 조정,자문영역과 필요역량개발영역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채택되었다.

표30.정보간호사 운영형태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의 관련성
(M±SD)

P-value<0.05

구 분 n 관리영역 분석영역 정책이행
영역

조정자문
영역

역량개발
영역 교육영역 연구영역 계

전임 14 1.92±1.17 2.13±1.09 2.54±1.76 3.65±1.13 2.04±1.33 0.92±0.76 0.54±0.64 1.96±0.79

겸임 8 1.10±0.66 1.16±1.09 1.91±1.07 2.47±0.90 1.06±0.56 0.77±0.60 0.58±0.75 1.26±0.50

p-value 0.820 0.650 0.430 0.026* 0.040* 0.656 0.971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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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전전전문문문지지지식식식 인인인지지지,,,습습습득득득 및및및 교교교육육육 요요요구구구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가.정보간호사 운영형태

정보간호사 운영형태가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지식의 인지,습득
및 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전임으로 근무
하는 병원과 겸임으로 근무하는 병원으로 2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병원의 정보간호사 운영형태와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지식의
인지,습득 및 교육 요구도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간호사 운영형태는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 지식 인
지,습득 여부,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
되었다.

표31.정보간호사 운영형태와 전문지식의 인지,습득 및 교육요구와의 관련성
(M±SD)

P-value<0.05

구 분 n 정보시스템 간호정보학
기초영역

간호정보학
활용영역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인
지
도

전임 13 0.29±0.18 0.33±0.41 0.46±0.34 0.33±0.33
겸임 9 0.31±0.27 0.50±0.48 0.32±0.37 0.28±0.36
p-value 0.735 0.490 0.357 0.674

습
득
도

점임 12 0.15±0.29 0.40±0.41 0.31±0.41 0.27±0.36
겸임 8 0.15±0.24 0.38±0.44 0.23±0.37 0.28±0.41
p-value 0.892 0.870 0.641 0.832

교
육
요
구
도

전임 13 0.73±0.29 0.65±0.42 0.64±0.37 0.63±0.42

겸임 8 0.69±0.29 0.72±0.36 0.73±0.34 0.72±0.31

p-value 0.656 0.787 0.57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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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

병원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가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지식
의 인지,습득 및 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병원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지식
의 인지,습득 및 교육 요구도 사이 중 정보시스템에 관한 인지도와 간호
정보학 기초영역,간호정보학 활용영역의 교육 요구도는 직무영역별 수행
빈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세부 영역
별로 보면 관리영역,분석영역,교육영역,연구영역의 수행 정도와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즉,직무 영역별 수행정도가 낮은
정보간호사들이 교육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정보학 기초영역,간호정보학 활용영역 및 공중보건/사회적 측면
의 교육 요구도는 정책이행영역의 수행 정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는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
지식 인지,습득 여부,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5
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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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정도와 전문지식과의 관련성(상관계수)
(n=21)

**p<0.001,*p<0.05

구 분
관리
영역

분석
영역

정책
이행
영역

조정
자문
영역

역량
개발
영역

교육
영역

연구
영역 총계

인
지
도

정보
시스템 -.476* -.483* -.425 -.205 -.258 -.509* -.585** -.478*

간호정보학
기초영역 .128 .120 -.146 .088 .129 .197 .009 .084

간호정보학
활용영역 -.045 .106 -.107 .100 .353 -.039 .180 .101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256 -.165 -.056 .050 .026 -.145 -.254 -.034

계 .038 -.068 -.230 .148 .158 -.085 -.149 -.036

습
득
도

정보
시스템 -.299 -.170 -.208 -.056 -.095 -.143 .182 -.185

간호정보학
기초영역 -.212 -.297 -.151 -.358 -.096 -.450* -.088 -.316

간호정보학
활용영역 -.068 .016 -.231 -.093 -.031 -.222 .087 -.121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080 -.149 .116 -.192 -.162 -.063 -326 -.107

계 -.144 -.191 -.145 -.239 -.121 -.294 -.067 -.235

교
육
요
구
도

정보
시스템 .104 .244 -.267 .196 .127 .131 -.028 .082

간호정보학
기초영역 -.458* -.223 -.528* .002 -.257 -.407 -.288 -.433**

간호정보학
활용영역 -.552** -.261 -.799** -.117 -.228 -.379 -.008 -.520*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428 -.129 -.605** -.041 -.057 -.342 .152 -.332

계 -.433* -.136 -.679** -.001 -.143 -.329 -.057 -.390



- 84 -

다.전문지식의 인지도,습득도와 교육요구도와의 관련성

간호정보 전문지식과 정보간호사 직무영역별 수행 정도의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인지도,습득도와 교육요
구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기 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4개
영역 모두에서 지식 습득도가 낮을수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33.전문지식의 인지도,습득도와 교육요구도와의 관련성(상관계수)
(n=21)

**p<0.001,*p<0.05

구 분
교 육 요 구 도

정보
시스템

간호정보학
기초영역

간호정보학
활용영역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인
지
도

정보시스템 .027 .440 0.329 .331
간호정보학기초영역 .494* -.195 -.008 .219
간호정보학활용영역 .056 .018 .109 .327

공중보건/사회적 .368 -.089 -.122 -.036
계 .428 -.025 .068 .307

습
득
도

정보시스템 -.557* .149 .305 -.018
간호정보학기초영역 -.569** .017 .157 -.099
간호정보학활용영역 -.008 -.050 .216 .033

공중보건/사회적 -.508* -.120 -.113 -.501*

계 -.508* -.039 .16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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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직직직무무무중중중요요요도도도

가.직무중요도

전산부서 부서장,간호부서 부서장,전문가집단,정보간호사 총 78명을
대상으로 정보간호사의 직무 49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부록 1참
조)는 다음과 같다.

7개 직무영역 분류에 따른 조사 대상 그룹의 중요도 조사 결과는 <표
23>과 같으며,전체 직무에 대한 중요도 점수 평균은 4.04±0.57점이었다.
그룹별 중요도는 전문가집단에서 4.33±0.43점으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간호부서장이 4.25±0.59점,정보간호사가 4.09±0.54점 순이었고,전산부서
부서장이 3.72±0.50점으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

정보간호사의 직무에 대해 전산부서 부서장에서 가장 중요도 점수가
높은 영역은 ‘관리영역’(3.94±0.60)이었으며 다음으로 ‘조정, 자문영
역’(3.86±0.59),‘정책이행영역’(3.73±0.52)순이었다.간호부서 부서장의 경우
는 가장 중요도 점수가 높은 영역은 ‘교육영역’(4.37±0.64)이었으며 다음으
로 ‘분석영역’(4.31±0.59),‘역량개발영역’(4.28±0.80)순이었다.정보간호사의
경우 가장 중요도 점수가 높은 영역은 ‘조정,자문영역’(4.42±0.47)이었고
다음으로 ‘정책이행영역’(4.19±0.62),‘관리영역’(4.14±0.53)순이었다.전문가
집단에서는 가장 중요도 점수가 높은 영역은 ‘분석영역’(4.40±0.63)이었고
다음으로 ‘역량개발영역’(4.38±0.47),‘조정,자문영역’(4.36±0.38)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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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집단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M±SD)

영역 세 부 영 역 전산부서부서장 간호부서부서장 정보간호사 전문가집단 평균(n=26) (n=23) (n=22) (n=7)
직 무 중 요 도 3.72±0.50 4.25±0.59 4.09±0.54 4.33±0.43 4.04±0.57
정보화전략 수립 3.92±0.65 4.16±0.65 4.24±0.71 4.24±0.71 4.08±0.65

관리 정보화전략 이행 3.94±0.63 4.17±0.63 4.17±0.49 4.23±0.50 4.10±0.58
영역 정보화전략 평가 4.00±0.75 4.17±0.72 3.91±0.75 4.29±1.11 4.05±0.77

3.94±0.60 4.17±0.62 4.14±0.53 4.24±0.59 4.09±0.59
데이터 수집 3.77±0.77 4.33±0.60 3.91±0.77 4.50±0.58 4.04±0.75

분석 데이터 분석 3.64±0.87 4.28±0.70 3.97±0.71 4.33±0.75 3.98±0.80
영역 업무흐름 분석 3.75±0.76 4.33±0.57 4.11±0.73 4.39±0.63 4.08±0.72

3.72±0.76 4.31±0.59 4.02±0.69 4.40±0.63 4.04±0.72
정책 최신법적사항 습득 3.62±0.64 4.13±0.73 4.16±0.71 4.07±0.53 3.96±0.71
이행 법규 준수 3.85±0.56 4.11±0.71 4.23±0.65 4.36±0.63 4.08±0.65
영역 3.73±0.52 4.12±0.69 4.19±0.32 4.21±0.55 4.02±0.63
조정 요구사항수렴 4.00±0.77 4.43±0.55 4.45±0.65 4.86±0.38 4.33±0.69
자문 정보시스템 테스트 3.73±0.59 4.13±0.77 4.45±0.60 4.07±0.53 4.08±0.70
영역 부서간 중재,자문 3.86±0.63 4.18±0.75 4.39±0.46 4.25±0.54 4.14±0.64

3.86±0.59 4.23±0.66 4.42±0.47 4.36±0.38 4.17±0.60
역량 최신지식 습득 3.79±0.60 4.26±0.75 4.16±0.79 4.43±0.61 4.09±0.73
개발 역할 개발 3.46±0.73 4.33±0.95 4.06±0.71 4.57±0.79 3.99±0.88
영역 유관학회 활동 3.50±0.69 4.24±0.82 4.06±0.74 4.14±0.48 3.94±0.79

3.59±0.59 4.28±0.80 4.10±0.72 4.38±0.47 4.00±0.74
전산실무 교육실시 3.66±0.70 4.33±0.70 3.78±0.88 4.14±0.85 3.93±0.81

교육 전산교육 계획수립 3.71±0.83 4.37±0.69 4.02±0.72 4.43±0.61 4.06±0.78
영역 사용자매뉴얼 제작 3.69±0.79 4.52±0.59 3.86±0.89 4.43±0.98 4.05±0.85

3.68±0.71 4.37±0.64 3.86±0.77 4.27±0.72 3.99±0.75
연구 관련연구 실시 3.41±0.73 4.16±0.83 3.94±0.68 4.24±0.46 3.85±0.79
영역 연구결과 적용,평가 3.46±0.78 4.16±0.83 3.88±0.78 4.24±0.46 3.85±0.82

3.44±0.75 4.16±0.80 3.91±0.72 4.24±0.46 3.8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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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직직직무무무중중중요요요도도도의의의 집집집단단단 간간간 차차차이이이

가.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의 집단 간 차이

조사대상 집단 간에 정보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관리영역을 제외한 6개 영역에서 각 집단 간에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35.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의 집단 간 차이
(M±SD)

P-value<0.05

모든 직무 영역에서 전산부서장 집단의 평균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낮았으며 그 차이는 사후 검정 결과 전산부서장 집단의 직무 중요도 중 가
장 높은 점수를 준 관리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영 역 전산부서부서장 간호부서부서장 정보간호사 전문가집단 p-value(n=26) (n=23) (n=22) (n=7)
직 무 중 요 도 3.72±0.50 4.25±0.59 4.09±0.54 4.33±0.43 .003*
관리영역 3.94±0.60 4.17±0.62 4.14±0.53 4.24±0.59 .447
분석영역 3.72±0.76 4.31±0.59 4.02±0.69 4.40±0.63 .014*
정책이행영역 3.73±0.52 4.12±0.69 4.19±0.32 4.21±0.55 .034*
조정,자문영역 3.86±0.59 4.23±0.66 4.42±0.47 4.36±0.38 .007*
역량개발영역 3.59±0.59 4.28±0.80 4.10±0.72 4.38±0.47 .002*
교육영역 3.68±0.71 4.37±0.64 3.86±0.77 4.27±0.72 .007*
연구영역 3.44±0.75 4.16±0.80 3.91±0.72 4.24±0.46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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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차이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에 대한 차이
는<표36>과 같다.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
도를 보면 조정,자문영역 중 정보시스템 테스트 세부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조정,자문영역
중 요구사항수렴 세부영역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36.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차이
(M±SD)

P-value<0.05

영 역 세 부 영 역 비전문가집단 전문가집단 p-value(n=71) (n=7)
직 무 중 요 도 3.97±0.50 4.33±0.43

관리영역
정보화전략 수립 4.07±0.65 4.24±0.71 .520
정보화전략 이행 4.09±0.59 4.23±0.50 .545
정보화전략 평가 4.03±0.74 4.29±1.11 .403

4.05±0.60 4.24±0.59

분석영역
데이터 수집 3.99±0.75 4.50±0.58 .086
데이터 분석 3.95±0.81 4.33±0.75 .229
업무흐름 분석 4.05±0.73 4.39±0.63 .232

3.98±0.76 4.40±0.63
정책이행
영역

최신법적사항 습득 3.95±0.73 4.07±0.53 .671
법규 준수 4.05±0.65 4.36±0.63 .234

4.01±0.52 4.21±0.55

조정자문
영역

요구사항수렴 4.28±0.70 4.86±0.38 .035*
정보시스템 테스트 4.08±0.71 4.07±0.53 .962
부서간 중재,자문 4.13±0.66 4.25±0.54 .632

4.14±0.59 4.36±0.38

역량개발
영역

최신지식 습득 4.06±0.73 4.43±0.61 .199
역할 개발 3.93±0.86 4.57±0.79 .066
유관학회 활동 3.92±0.81 4.14±0.48 .469

3.98±0.59 4.38±0.47

교육영역
전산실무 교육실시 3.92±0.80 4.14±0.85 .480
전산교육 계획수립 4.02±0.79 4.43±0.61 .190
사용자매뉴얼 제작 4.01±0.84 4.43±0.98 .221

3.96±0.71 4.27±0.72

연구영역
관련연구 실시 3.82±0.81 4.24±0.46 .179
연구결과 적용,평가 3.82±0.84 4.24±0.46 .196

3.82±0.75 4.2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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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산관련자 집단과 간호지도자 집단 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차이

전산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부서장과 정보간호사 집단과 간호지도자
집단인 간호부서장과 전문가집단을 합친 2개의 집단의 직무 중요도에 대한
차이는<표37>과 같다.전산실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련자와 간호지도자 집단
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의 차이를 보면 분석영역,역량개발영역,교육영
역,연구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37.전산관련자 집단과 간호지도자 집단 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차이
(M±SD)

P-value<0.05

영 역 세 부 영 역 전산관련자 간호지도자 p-value(n=48) (n=30)
직 무 중 요 도 3.89±0.55 4.27±0.55 .004*

관리영역
정보화전략 수립 4.03±0.65 4.18±0.60 .326
정보화전략 이행 4.05±0.58 4.19±0.60 .304
정보화전략 평가 3.96±0.74 4.20±0.81 .180

4.03±0.57 4.19±0.61 .258

분석영역
데이터 수집 3.83±0.76 4.37±0.59 .002*
데이터 분석 3.79±0.81 4.29±0.70 .007*
업무흐름 분석 3.92±0.76 4.34±0.57 .010*

3.86±0.73 4.33±0.59 .004*
정책이행
영역

최신법적사항 습득 3.86±0.72 4.17±0.68 .128
법규 준수 4.02±068 4.17±0.69 .338

3.94±0.61 4.14±0.65 .175

조정자문
영역

요구사항수렴 4.21±0.75 4.53±0.54 .043*
정보시스템 테스트 4.06±0.69 4.19±0.72 .740
부서간 중재,자문 4.10±0.61 4.20±0.70 .504

4.12±0.60 4.26±0.60 ...333000222

역량개발
영역

최신지식 습득 3.96±0.71 4.30±0.71 .043*
역할 개발 3.74±0.78 4.38±0.91 .001*
유관학회 활동 3.76±0.75 4.22±0.75 .012*

3.82±0.69 4.30±0.73 .005*

교육영역
전산실무 교육실시 3.72±0.78 4.28±0.73 .002*
전산교육 계획수립 3.85±0.79 4.38±0.67 .003*
사용자매뉴얼 제작 3.77±0.83 4.50±0.68 .000*

3.76±0.74 4.34±0.65 .001*

연구영역
관련연구 실시 3.65±0.75 4.18±0.75 .004*
연구결과 적용,평가 3.35±0.80 4.18±0.75 .005*

3.65±0.76 4.24±0.46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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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전문가 집단은 간호사의 새로운 전문 영역인 정보
간호사의 직무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정
보간호사는 직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특히 전산부서장 집단은 간호사 집단에 비해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
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관리영역의 중요도는 상대적
으로 높게 인식하여 행정직과 간호직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는 각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 6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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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정정정보보보간간간호호호사사사 직직직무무무 중중중요요요도도도에에에 영영영향향향을을을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가.정보간호사 제도 운영 여부

정보간호사 제도 운영이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간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병원 직원과 정보간호사 제도
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 직원 간의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의 차이를 살
펴보았다.관리 영역 중 정보화 전략 평가,분석 영역 중 데이터 수집,교
육 영역 중 사용자 매뉴얼 제작 등 3개 세부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보간호사를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의 점수가 높
았으나 조정,자문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정보간호사 운영여부와 직무 중요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

이라는 가설7은 조정,자문영역에서만 일부 채택되었다.

표38.정보간호사 제도 운영여부와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차이
(M±SD)

P-value<0.05

영 역
정보간호사제도

p-value운영함 운영안함
(n=51) (n=20)

직무중요도 4.05±0.51 3.90±0.73 .319
관리영역 4.10±0.59 4.02±0.60 .603
분석영역 4.03±0.62 3.94±0.93 .670
정책이행영역 4.09±0.56 3.78±0.77 .061
조정,자문영역 4.25±0.53 3.91±0.76 .033*
역량개발영역 4.03±0.65 3.82±0.98 .296
교육영역 3.98±0.77 3.91±0.74 .754
연구영역 3.87±0.71 3.68±1.01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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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간호사 운영 형태

정보간호사 운영형태가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간호사 운영 형태에 따라 정보간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정보간호사를 전임의 형태로 운영하는 병원,정보간호사를 겸임
의 형태로 운영하는 병원 등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속한 직원
간의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세 집단 간의 직무 중
요도의 차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임으로 정보간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 직원의 직무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그다음으로 겸임으로 정보간
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직원,정보간호사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 순
이었다.7가지 직무 영역 중 관리영역에서만 정보간호사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이 겸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보다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간호사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 집단은 전산부서장과 간호부서장만
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므로 앞서 전산부서장이 관리영역의 중요도 점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세 집단의 직무 중요
도의 차이는 조정,자문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정보간호사 운영형태는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8은 조정,자문 영역에서만 일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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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정보간호사 운영형태와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 차이
(M±SD)

p-value<0.05

영 역 세 부 영 역 운영안함 전임 겸임 p-value(n=20) (n=29) (n=22)
직 무 중 요 도 3.90±0.73 4.13±0.52 3.95±0.49 .351

관리영역

정보화전략 수립 3.95±0.64 4.21±0.61 4.00±0.71 .333
정보화전략 이행 4.02±0.63 4.18±0.54 4.02±0.64 .514
정보화전략 평가 4.20±0.70 4.03±0.73 3.86±0.77 .339

4.02±0.60 4.18±0.54 3.99±0.65 .487

분석영역

데이터 수집 4.08±0.88 4.02±0.76 3.89±0.62 .705
데이터 분석 3.85±1.06 4.00±0.75 3.97±0.62 .810
업무흐름 분석 3.95±0.93 4.18±0.64 3.97±0.62 .452

3.94±0.93 4.08±0.66 3.95±0.58 .737

정책이행
영역

최신법적사항 습득 3.75±0.92 4.09±0.67 3.95±0.58 .286
법규 준수 3.80±0.70 4.31±0.51 3.93±0.68 .013*

3.78±0.77 4.20±0.54 3.94±0.58 .062

조정자문
영역

요구사항수렴 4.08±0.86 4.48±0.56 4.20±0.65 .107
정보시스템 테스트 3.85±0.80 4.24±0.68 4.09±0.65 .168
부서간 중재,자문 3.85±0.79 4.36±0.55 4.07±0.55 .022*

3.91±0.76 4.36±0.52 4.11±0.52 ...000333444***

역량개발
영역

최신지식 습득 3.98±0.91 4.12±0.76 4.05±0.51 .794
역할 개발 3.80±1.12 4.00±0.77 3.95±0.79 .730
유관학회 활동 3.68±1.03 4.03±0.77 3.98±0.61 .288

3.82±0.98 4.05±0.72 3.99±0.75 .560

교육영역

전산실무 교육실시 3.86±0.74 3.98±0.75 3.88±0.94 .845
전산교육 계획수립 3.93±0.80 4.10±0.76 4.00±0.85 .737
사용자매뉴얼 제작 4.10±0.79 4.10±0.77 3.82±0.96 .423

3.91±0.74 4.03±0.70 3.90±0.87 .791

연구영역
관련연구 실시 3.63±1.02 4.01±0.59 .073±0.81 .226
연구결과 적용,평가 3.72±1.02 3.93±0.72 3.76±0.83 .634

3.68±1.01 3.97±0.62 3.74±0.82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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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정도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가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직무 중요도와 직
무 수행 정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영역,조정,자문영역,역량개발영역,교육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즉,정보간호사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를 더 많이 수행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간호사 직무 중요도는 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정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9는 채택되었다.

표40.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정도와 직무 중요도와의 상관계수 (n=22)

**P-value<0.001,*P-value<0.05

구 분

직무 중요도

관리
영역

분석
영역

정책
이행
영역

조정
자문
영역

역량
개발
영역

교육
영역

연구
영역 평균

수
행
정
도

관리영역 .423 -.118 .110 .348 .151 .268 -.214 .151
분석영역 .619** .520* .594** .607** .586** .437* .258 .613**
정책이행영역 .454* .147 .369 .530* .219 .223 -.011 .312
조정자문영역 .267 .343 .303 .624** .195 .353 .010 .354
역량개발 영역 .697** .649** .652** .448* .484* .606** .340 .677**
교육영역 .511* .360 .428* .527* .502* .506* .309 .530*
연구영역 .316 .226 .170 .161 .217 .202 .307 .259
계 .674** .429* .550** .684** .467* .520* .167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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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가가가설설설 검검검증증증 결결결과과과

이 연구의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1.가설검증 결과
가 설 결과 비 고

가설1.병원의일반적특성및규모,병원의정보화개발현황과
정보간호사의운영유무사이에는관련성이있을것이다.

부분
채택

병상수,병원종별,
수련유무,
간호등급만 채택

가설2.병원의일반적특성및규모,병원의정보화개발현황과
정보간호사의직무수행사이에는관련성이있을것이다.

부분
채택

정보화 개발현황
만 채택

가설3.정보간호사 운영 형태는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에 유
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부분
채택

조정,자문영역,
역량개발영역만
채택

가설4.정보간호사운영형태는정보간호사의간호정보전문지
식 인지,습득 여부,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기각

가설5.정보간호사의직무수행정도는정보간호사의간호정보
전문지식 인지,습득 여부,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채택

가설6.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는 각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
이다.

채택

가설7.정보간호사 운영여부와 직무중요도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조정,자문영역만
채택

가설8.정보간호사 운영형태는 정보간호사 직무중요도에는 유
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부분
채택

조정,자문영역만
채택

가설9.정보간호사 직무중요도는 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정도에
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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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고고고 찰찰찰

본 연구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규명과 직무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와 간
호정보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병원 정보간호사
의 직무 표준 개발을 위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보간호사의 운영현황과
전산부서 부서장,간호부서 부서장,정보간호사,전문가 집단이 인식하는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를 조사하고,정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정도를 조사하며,병원 정보간호사에게 필요한 간호전문 교육과정의 필요
성을 제시하고자 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 전문간호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선행연구와 미국간호협회의 보고서 검토를 통해
정보간호사의 직무 영역을 7개 영역 49개 항목으로 선정하고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와 직무 수행 정도를 조사하였다.이를 통해 정보간호사의 운
영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정보간호사의 전문지식 인지,습득 및 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및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정보간호사의 운영은 정보화 개발 단계나 개발 형태보다는 병원

병원의 규모와 간호 인력의 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병
상 규모가 크고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전문 간호 영역으로 간호 인력을 배
치하여 간호 영역을 확대하는 한국 대형 병원의 간호 정책과도 관련이 있
다고 볼 수 있으며,정보간호사도 전문 간호 영역으로 차츰 인식되어 진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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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는 정보화 개발 현황과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OCS만 운영하는 병원에 비해 EMR을 운영하는 병원
의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가 모든 영역에서 높았는데 이는 간호업무
가 환자 진료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모든 업무 절차에 관여하여 진료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처방입력만을 하는 OCS운영에 비해
EMR운영 시 정보간호사가 참여하여야 하는 조정,자문 영역 업무가 더 많
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EMR개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
보간호사의 필요성과 역할 인식 또한 확대되리라 기대 할 수 있다.
셋째,연구 결과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와 직무 중요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정보간호사 스스로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직무를 더 많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직무 중요도의 집단 간 차
이를 보면 간호부서 부서장이나 전문가집단에 비해 정보간호사가 인식하는
중요도가 낮으며,정보간호사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수율도 낮으
며 정보간호사의 역할이나 직무표준에 대한 선행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
므로,정보간호사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역할 범위를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정보간호사에
게 필요한 간호정보 전문교육을 개발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
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정보간호사 직무수행을 위해 응답자의 68.8%에서 추가교육이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간호정보 관련 전문 교육과정이 거의 없으므로 전
문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22명의 간호사 중 6명(27.3%)만
이 전문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이는 정보간호사들이 직무수행을 위
해 간호정보 전문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나 간호정보 전문교육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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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므로 다른 보건(의료)정보 분야 교육과정이나 일반적인 전산교육과
정을 통해 습득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본다.이는 박현애(2000)와 염영희
(2003)의 간호교육기관 간호정보 교과과정 실태조사에서 학점운영상 시간
부족과 전문 강사 부족으로 간호정보학 개설이 어렵다는 결과와도 일치한
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대한간호협회나 병원간호사회 차원에서 대한의료
정보학회 등 필요한 기관과 협조하여 현재 임상에서 정보간호사로 직무수
행을 하고 있는 간호사와 앞으로 정보간호사 역할을 수행 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정보 전문교육 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섯째,본 연구에서 정보간호사 스스로가 기대하는 정보간호사 자격
기준은 석사이상,임상경력 5-7년,정보간호사 경력 3년 이상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자격 획득이었다.이는 장기이식 전문간호사나 종양 전문간호
사 등 다른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므로 정보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여섯째,정보간호사의 소속부서로 63.6%가 정보관련 부서를 선호한 것

은 정책시 요구사항으로 ‘정보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42.8%에서 요구하고,
정보간호사 직무 수행 시 어려운 점으로 언급한 ‘정보간호사의 역할 모호’
와 ‘부서 간 업무 조율시 어려움’,‘의사결정 권한 부재’등으로 미루어 보
아 간호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어
려운 점을 해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다른 전문간
호사 영역은 특정 진료과와 관련되어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다른 부서
의 간호사들간 업무상 조정이나 마찰이 없으나 정보간호사의 경우 모든 부
서와 만나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하나 주어진 권한이나 보직이 없으므로 이
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따라서 정보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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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직무 표준 개발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권한이나 한계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정보간호사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미국간호협회 보고서를 토대로 정보간호사를 정의하고 정보간호

사의 직무 영역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둘째,정보간호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미미한 시점에서 병원 정보간호사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셋째로 정보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간호정보 전문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간호정보 전문교육과정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 회수율이 낮아 국내 병원 전수를 조사하지 못

하였으므로 전체 병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정보간호사
집단을 전임간호사와 겸임간호사를 구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수집에 제
한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첫째,본 연구에서 개발

된 정보간호사 직무영역별 세부항목과 관련된 반목 연구를 통해 정보간호
사 직무 표준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둘째,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
보간호사의 전문교육 교과과정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셋째,본 연구 결과
를 기초로 하여 정보전문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한 전략적인 업무 계획을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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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국내 병원 정보간호사의 직무 표준 개발을 위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보간호사의 운영현황과 전산부서 부서장,간호부서 부서장,정
보간호사,전문가 집단이 인식하는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를 조사하고,
정보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정도를 조사하였다.전국 300병상이상
병원 200개 병원 중 35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자료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외국 문헌과 전문가집단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정보간호사의 직무를 관

리영역,분석영역,정책이행영역,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필요역량개발
영역,교육영역,연구영역 등 총 7개 영역 49개 항목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설문에 응답한 35개 병원 중 18개의 병원에서 정보간호사 제도를 운영
하고 있었으며,전임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10개 병원,겸임으로 운영하
는 병원이 8개 병원이었다.

2.병원의 특징 및 규모(병상 수,병원종별,수련유무,간호등급)와 정보간
호사 운영 유무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정보화 개발 현황(OCS운영,EMR운영)과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
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정보간호사 운영 형태는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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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보간호사의 간호정보관련 인지도는 35.2%,지식 습득도는 26.0%,교육
요구도는 68.8%이고,특히 정보시스템 영역의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6.정보간호사 스스로가 기대하는 자격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총 임상경력
7년 이상,정보관련 경력 3-5년이고,소속 부서는 정보관련 부서가 적당
하며 교육이수를 통하여 자격관리를 하고 자격관리기관으로는 보건복지
부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7.정보간호사의 직무중요도 평균 점수은 4.04±0.59점으로 7개 영역 모두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는데 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 >관리영역 >분
석영역 순이었다.

8.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는 전문가 집단 >간호부서장 >정보간호사
>전산부서 부서장 순으로 높았다.

9.연구영역을 제외한 6개 직무영역에서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정도와 직
무 중요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영역

은 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이었으며,실제로 정보간호사의 직무 수행도
가 높은 영역도 자문,조정,촉진,통합영역의 업무였다.또한 정보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간호정보 전문교육
과정은 없으므로 간호협회나 병원간호사회 차원의 간호정보 전문교육과정
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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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집단별 직무 중요도

영역 세부영역 직 무 내 용
전산부서
부서장
(n=26)

간호부서
부서장
(n=23)

정보
간호사
(n=22)

전문가
집단
(n=7)

평균

정보화전략
수립

병원의 정보화 영역의 비전을 세운다. 3.92±0.804.22±0.674.05±0.904.14±0.904.06±0.80
정보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4.00±0.80 4.26±0.694.14±0.714.29±0.764.01±0.73
정보관련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파악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다.3.85±0.834.00±0.894.26±0.654.29±0.76 414±0.73

관리
영역

정보화전략
이행

전략적 계획,정책,절차,운영계획의 개발
및 수정 과정에 참여한다. 415±0.88 4.30±0.634.23±0.694.14±0.384.22±0.71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과 활동(시스
템의 평가,수행,테스트,분석 등)을 감독하
고 관리한다.

4.04±0.87 4.22±0.744.23±0.694.29±0.494.17±0.75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노력한다. 4.08±0.744.22±0.744.23±0.694.71±0.49 4.22±0.71
관련부서 예산편성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3.62±0.643.91±0.793.82±0.803.57±1.273.76±0.79
병원 내 정보개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서 역할을 수행한다. 3.81±0.694.22±0.854.36±0.494.43±0.534.14±0.72

정보화전략
평가 정보화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4.00±0.75 4.17±0.72 3.91±0.75 4.29±1.114.05±0.77

데이터
수집

진료 및 간호과정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다. 3.96±0.824.48±0.59 3.95±0.90 4.43±0.794.15±0.81
의학용어 뿐 아니라 NIC,NOC와 같은 간호
용어를 유효기간이나 적용성을 위해 주기적
으로 평가한다.

3.58±0.864.17±0.833.86±0.834.57±0.533.92±0.86

분석
영역

데이터
분석

발생한 데이터를 분류법이나 표준화된 언어
를 이용하여 분류 한다. 3.73±1.044.35±0.57 3.95±0.84 4.57±0.534.05±0.87
데이터웨어하우스 같은 대량의 데이터 저장
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위해 통계분석 등
을 이용한다.

3.62±0.854.17±0.833.91±0.874.14±1.073.91±0.89

데이터 마이닝이나 자동학습기법을 이용하
여 간호실무와 관련 있는 지식과 정보를 추
출한다.

3.58±0.954.30±0.824.05±0.724.29±0.763.99±0.88

업무흐름
분석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3.85±1.014.22±0.854.27±0.704.57±0.534.14±0.86
다양한 업무흐름의 분석을 통해 업무의 단
계를 세분화 한다. 3.58±0.764.26±0.814.09±0.814.14±0.693.97±0.82
반복적이고 중복된 절차를 제거한다. 3.77±0.824.35±0.574.00±0.824.43±0.794.06±0.78
업무의 과정을 이해하고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81±0.854.48±0.594.09±0.814.43±0.794.14±0.80

정책
이행
영역

최신
법적사항
습득

간호실무,심사기준,보건 분야의 이슈나 병
원정보시스템의 법적인 사항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습득한다.

3.69±0.794.22±0.744.18±0.804.14±0.694.03±0.79

시스템의 기능,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권한부여를 설정한다. 3.54±0.654.04±0.884.14±0.774.00±1.003.90±0.82

법규 준수

전산화된 정보에 관한 법적 사항을 준수한
다. 3.81±0.574.09±0.674.14±0.834.43±0.534.04±0.69

보건정보의 기밀성과 보완,데이터의 통합
뿐 아니라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에 따른 책
임을 진다.

3.88±0.654.13±0.814.32±0.654.29±0.764.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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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문
영역

요구사항
수렴 및
전달

간호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
자나 운영자에게 설명한다. 4.15±0.784.52±0.594.45±0.674.86±0.384.41±0.69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참
여하고 조정한다. 3.85±0.884.35±0.654.45±0.674.86±0.384.26±0.78

정보시스템
테스트

테스트를 위한 과정과 시나리오를 작성한다.3.69±0.744.09±0.794.41±0.674.00±0.584.04±0.76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테
스트한다. 3.77±0.594.17±0.894.50±0.604.14±0.694.13±0.74

부서간
중재,자문

부서 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 4.04±0.72 4.35±0.784.59±0.594.43±0.794.32±0.73
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
를 한다. 3.88±0.824.17±0.784.55±0.514.00±0.584.17±0.75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
내 타부서 직원에게 정보제공 및 자문역할
을 한다.

385±0.67 4.22±0.904.41±0.594.43±0.534.17±0.75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
외 관련자(관련업체 등)에게 정보제공 및 자
문 역할을 한다.

3.65±0.693.90±1.044.00±0.824.14±0.693.84±0.85

역량
개발
영역

최신지식
습득

간호학,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3.65±0.884.33±0.804.16±0.764.43±0.794.07±0.86
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
능,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필요
지식을 습득한다.

3.91±0.514.19±0.874.21±0.854.43±0.534.13±0.74

역할 개발
정보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개발한다. 3.52±0.734.43±1.034.21±0.794.57±0.794.09±0.93
정보전담 간호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한다. 3.35±0.834.24±1.004.11±0.744.57±0.793.94±0.95

유관학회
활동

내부 및 외부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을 도모한다. 3.52±0.854.29±1.014.21±0.854.29±0.494.01±0.92
전문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3.39±0.784.19±0.754.11±0.744.00±0.583.89±0.81

교육
영역

전산실무
교육실시

신규직원의 정기교육(신규간호사 실무교육)
을 실시한다. 4.00±0.674.52±0.604.21±0.794.29±0.954.24±0.73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기,비정기 교
육)을 실시한다. 3.78±0.744.48±0.684.05±0.854.29±0.954.11±0.8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09±0.954.24±0.893.74±0.994.00±0.823.70±1.03
타부서 직원(예:간호보조원,전공의,인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52±0.794.14±0.793.68±1.004.00±0.823.80±0.88

전산교육
계획수립

간호정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한
다. 3.70±0.974.43±0.684.16±0.694.57±0.534.13±0.83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한다. 3.57±0.794.38±0.744.21±0.634.29±0.764.06±0.80

매뉴얼
제작

간호사 대상의 사용자매뉴얼(책자 및 전산
file형태)를 개발하고 수정 보완한다. 3.61±0.784.57±0.604.00±0.824.43±0.984.09±0.85

연구
영역

관련연구
실시

간호정보 분야의 실용 가능한 연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게재한다. 3.39±0.784.14±0.793.95±0.784.14±0.693.84±0.83
간호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간 연
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문에 응한다. 3.39±0.844.14±0.854.00±0.584.43±0.533.89±0.83
병원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한다. 3.61±0.724.14±1.014.00±0.674.14±0.383.93±0.80

연구결과
적용,평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간호정보 분야의 질
향상 활동을 한다. 3.70±0.934.43±0.683.95±0.714.43±0.534.06±0.81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적
절하게 적용한다. 3.57±0.844.14±0.914.05±0.784.43±0.533.96±0.86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 작성에
참여하고 적절한 전문 저널에 기고한다. 3.30±0.764.14±1.024.00±0.794.14±0.693.9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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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집단별 직무 중요도 차이

*p-value<0.05,**p-value<0.01

영 역 세 부 영 역
전산부서부서장 간호부서부서장 정보간호사 전문가집단 p-value(n=26) (n=23) (n=22) (n=7)
M±SD M±SD M±SD M±SD

정보화전략 수립 3.92±0.65 4.16±0.65 4.24±0.71 4.24±0.71 .480
정보화전략 이행 3.94±0.63 4.17±0.63 4.17±0.49 4.23±0.50 .392

관리영역 정보화전략 평가 4.00±0.75 4.17±0.72 3.91±0.75 4.29±1.11 .562
평균값 333...999444±±±000...666000 4.17±0.62 4.14±0.53 4.24±0.59 .447

데이터 수집 3.77±0.77 4.33±0.60 3.91±0.77 4.50±0.58 .015*
데이터 분석 3.64±0.87 4.28±0.70 3.97±0.71 4.33±0.75 .025*

분석영역 업무흐름 분석 3.75±0.76 4.33±0.57 4.11±0.73 4.39±0.63 .020*
평균값 3.72±0.76 4.31±0.59 4.02±0.69 444...444000±±±000...666333 .014*

최신법적사항 습득 3.62±0.64 4.13±0.73 4.16±0.71 4.07±0.53 .022*
정책이행 법규 준수 3.85±0.56 4.11±0.71 4.23±0.65 4.36±0.63 .119
영역 평균값 3.73±0.52 4.12±0.69 4.19±0.32 4.21±0.55 .034*

요구사항수렴 4.00±0.77 4.43±0.55 4.45±0.65 4.86±0.38 .008**
정보시스템테스트 3.73±0.59 4.13±0.77 4.45±0.60 4.07±0.53 .003**

조정자문 부서간 중재,자문 3.86±0.63 4.18±0.75 4.39±0.46 4.25±0.54 .032*
영역 평균값 3.86±0.59 4.23±0.66 444...444222±±±000...444777 4.36±0.38 ...000000777******

최신지식 습득 3.79±0.60 4.26±0.75 4.16±0.79 4.43±0.61 .056
역할 개발 3.46±0.73 4.33±0.95 4.06±0.71 4.57±0.79 .001**

역량개발 유관학회 활동 3.50±0.69 4.24±0.82 4.06±0.74 4.14±0.48 .004*
영역 평균값 3.59±0.59 4.28±0.80 4.10±0.72 4.38±0.47 .002*

전산실무 교육실시 3.66±0.70 4.33±0.70 3.78±0.88 4.14±0.85 .019*
전산교육 계획수립 3.71±0.83 4.37±0.69 4.02±0.72 4.43±0.61 .013*
사용자매뉴얼 제작 3.69±0.79 4.52±0.59 3.86±0.89 4.43±0.98 .002*

교육영역 평균값 3.68±0.71 444...333777±±±000...666444 3.86±0.77 4.27±0.72 .007*
관련연구 실시 3.41±0.73 4.16±0.83 3.94±0.68 4.24±0.46 .002*

연구영역 연구결과 적용,평가 3.46±0.78 4.16±0.83 3.88±0.78 4.24±0.46 .011*
평균값 3.44±0.75 4.16±0.80 3.91±0.72 4.24±0.46 .004*

전체평균 3.72±0.50 4.25±0.59 4.09±0.54 4.33±0.4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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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보관리학을 전공하는 

윤수진입니다.  

 

본 설문지는 정보간호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최근 의료분야에 정보화는 급속도를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화 개발 업무 중 많은 

역할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보담당 

간호사의 자격기준이나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며 명칭이나 소속부서도 다양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보간호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정보간호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교육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합한 정보간호사의 표준 직무 

개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하게 제공해주시는 자료는 오직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일체의 

사항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귀하게 제공해주시는 자료는 정보간호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작성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7년 5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 전공 

연 구 자  윤 수 진 

(mobile phone: 011-731-0631, e-mail: ilsan107@yahoo.co.kr) 

 

지도교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호승희, 채영문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김인숙 



  

<전산부서장용> 

해당하는 칸에 √ 표 해주십시오. 

A. A. A. A. 병원의병원의병원의병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및및및및    규모에규모에규모에규모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  .  .      

1. 귀 병원의 종별은?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요양기관    □ 병원 

2. 귀 병원의 병상 수는?   

운영병상 ________병상, 허가병상 ________병상 

3. 귀 병원은 수련병원입니까? 

□ 인턴, 레지던트 수련    □인턴만 수련                

□ 비 수련병원              □기타 __________ 

4. 귀 병원의 간호등급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B. B. B. B.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개발개발개발개발    및및및및    운영현황에운영현황에운영현황에운영현황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5. 귀 병원의 정보화 운영 현황은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시) 

□ OCS운영          □ EMR 운영 

□ EMR 도입 준비단계       □ 정보화 전혀 안됨 

6. 귀 병원의 정보시스템 개발 형태는 는 어떠합니까? 

□ 병원자체개발     □ 정보개발업체로 아웃소싱  

□ 기타 _________________ 

C. C. C. C. 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    제도에제도에제도에제도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7. 귀하의 병원에는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간호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귀 병원의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간호사가 생긴 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_____년 

9. 귀 병원의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간호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전임(full-time) ____명    □ 겸임(정규직) ____명   

□ 기타_____   □ 해당없음 

10. 귀하는 정보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11.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임(full-time)   □ 겸임(정규직)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실무간호사(정보간호사)용>        

A. A. A. A. 응답자의응답자의응답자의응답자의    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일반적인    사항에사항에사항에사항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_____ 세 

3. 귀하의 근무 경력은? 

   총 간호사 근무경력 ___년 ___개월 중 정보간호사  ___년 ___개월 

4. 귀하의 학력은? 

□ 전문대 졸       □ 대학 졸 

□ 석사과정 중     □ 석사 졸 

□ 박사과정 중     □ 박사 졸 

    

BBBB. . . . 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정보간호사    제도에제도에제도에제도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5. 귀하의 병원 내 공식 직함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 

6. 귀하의 소속 부서는 어디입니까?  

□ 간호부       □ 전산관련부서 

□ 기타 ____________부서소속  

7. 부서 내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간호사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귀하의 근무 형태는? 다음 (1)에서 (4)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 한 곳에만 √ 

표시해 주십시오. 

(1) 정보간호사로 공식 발령을 받고 전적으로 정보간호사로서의 업무만 

수행한다. □ 

(2) 정보간호사로 발령 받았지만 다른 직책과 겸임하고 있다. □ 

   만약 그렇다면, 겸임하고 있는 직책은?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수간호사    □ 다른 영역의 전문간호사   

□ 기타 ____________     

(3) 전적으로 정보간호사로서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정보간호사가 아니다. □ 

만약 그렇다면, 공식적인 직책은?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수간호사    □ 기타 ____________  

(4) 공식적으로 정보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 

정보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만약 그렇다면, 공식적인 직책은? 



  

□ 일반간호사     □ 책임간호사     

□ 수간호사    □ 기타 ____________  

9. 8번의 설문에서 귀하의 근무 형태가 (2), (4)이라면 총 근무시간의 몇%를 정보담당 

업무에 할애하십니까? 

     □ 30%이하     □ 31-50% 

  □ 51-70%   □ 70%이상 

10. 귀하는 정보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11.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임(full-time)   □ 겸임(정규직)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12. 위 8번의 질문에서 귀하의 근무 형태가 (2), (4)이라면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보간호사(전임)로 일하고 싶습니까?  

□ 예    □ 아니오 

13. 정보간호사(전임)로 일하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하가 정보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귀하가 정보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도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간호부나 병원차원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C. C. C. 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    전전전전문문문문교육에교육에교육에교육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16. 귀하는 정보간호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7. 교육을 받은 기관, 교육명, 교육기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최소 8시간 이상, 

관련분야 석. 박사과정 포함) 

교육기관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 육 명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기간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D. D. D. 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정보간호사의    자격관리에자격관리에자격관리에자격관리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 . .     

18. 향후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간호사의 자격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해 모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학력 

총 임상경력 정보관련 경력 
소속 

□ 전문대 졸  

□ 학사 졸    

□ 석사 졸    

□ 박사 졸  

□ 3년 이하   

□ 3-5년      

□ 5-7년      

□ 7년이상  

□ 3년 이하   

□ 3-5년      

□ 5-7년      

□ 7년이상   

□ 간호부   

□ 정보관련부서 

□ 기타__________ 

자격관리 방법 자격관리 기관 

□ 자격증  

□ 교육과정 이수  

□ 기타______________________ 

□ 의료기관  

□ 관련 간호학회  

□ 대한간호협회  

□ 보건복지부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E. E. E. E. 전문전문전문전문지식에지식에지식에지식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인지인지인지인지    여부에여부에여부에여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설문입니다. . . . ((((각각각각    항목마다항목마다항목마다항목마다    예예예예, , , ,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로로로로    표시표시표시표시))))    

19~21 다음은 대한의료정보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호정보분야의 세부 교육영역입니다. 본인의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9. 교육과정 

이수 없이 

인지하고 있다 

20. 교육이수를 

통해 지식을 

습득했다 

21. 직무수행 

위해 추가교육이 

필요하다 
영  역 세  부  주  제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응용프로그램 (MS office 등)       

전산학기초 Principles of informatics       

데이터/정보 이론 Data/Information Theory       

네트워크/인터넷 Network/Internet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정보시스템 

시스템 분석과 설계 System analysis & design       

간호정보학의 역사와 개념 History and concept of nursing informatics        

의료(간호)용어 및 분류체계 Medical & nursing terminology/vocabulary system       

보건의료(간호) 정보의 표준화 Standard of health informatics       

긴호정보학  

기초영역 

정보검색과 근거중심 간호 Information retrieval and evidence-based nursing       

병원(임상)정보시스템 Hospital(clinical) information system       

컴퓨터기반 의무기록Computer-based health records       

간호학분야 전산프로그램의 활용 Applied nursing program       

보건의료(간호) 의사결정지원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보건의료(간호) 영상 및 멀티미디어 Multimedia       

간호정보학  

활용영역 

원격의료 Telemedicine       

소비자 보건정보학 Consumer health informatics       

지역사회간호학 Community health informatics       

자료의 보안과 기밀 Security/confidentiality of data       

공중보건/ 

사회적 

측면 
정보학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측면 Ethical and social effect of medical informatics        

 



<<<<정보간호사용정보간호사용정보간호사용정보간호사용>>>>

해당칸에 √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6

7

<수행빈도> ** 해당칸에 √ 표시해주십시ㅇ오.

1. 연단위업무       2.분기단위 업무       3.월단위 업무       4. 주단위 업무       5.일단위 업무

연단위 분기단위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 × 1 2 3 4 5 1 2 3 4 5

1 병원의 정보화 영역의 비젼을 세운다.

2 정보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3 전략적 계획,정책, 절차, 운영계획의 개발 및 수정 과정에 참여한다.

4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과 활동(시스템의 평가,수행,테스트,선택,분석등)을 감

독하고 관리한다.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 조사도구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 조사도구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 조사도구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 조사도구

no
수행여부

no

중요도

AdministrationAdministrationAdministrationAdministration((((관리관리관리관리))))

중요도

업무내용

수행빈도

Research(연구)

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정책이행)

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조정, 촉진, 통합)

Development(필요역량개발)

Evalu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교육)

Administration(관리)

업무영역

Analysis(분석)



연단위 분기단위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 × 1 2 3 4 5 1 2 3 4 5

no
수행여부

중요도

업무내용

수행빈도

5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6 정보화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7 관련부서 예산편성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

8
정보관련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

다.

9 병원 내 정보개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10 진료 및 간호과정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다.

11 발생한 데이터를 분류법이나 표준화된 언어를 이용하여 분류 한다.

12
데이터웨어하우스 같은 대량의 데이터저장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위해 통계분석

등을 이용한다.

13
데이터 마이닝이나 자동학습기법을 이용하여 간호실무와 관련있는 지식과 정보를 추

출한다.

14 시스템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15 다양한 업무흐름의 분석을 통해 업무의 단계를 세분화 한다.

16 반복적이고 중복된 절차를 제거한다.

17 업무의 과정을 이해하고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8
의학용어뿐아니라 NIC,NOC와 같은 간호용어을 유효기간이나 적용성을 위해 주기적

으로 평가한다.

19
간호실무, 심사 기준, 보건분야의 이슈나 병원정보시스템의 법적인 사항에 대한 최신

의 지식을 습득한다.

20 시스템의 기능, 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권한 부여 범위를 설정한다.

AnalysisAnalysisAnalysisAnalysis((((분석분석분석분석))))

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정책이행정책이행정책이행정책이행))))



연단위 분기단위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 × 1 2 3 4 5 1 2 3 4 5

no
수행여부

중요도

업무내용

수행빈도

21 전산화된 정보에 관한 법적 사항을 준수한다.

22
보건정보의 기밀성과 보완, 데이터의 통합 뿐 아니라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23 간호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설명한다.

24 병원정보시스템dmf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조정한다.

25 부서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

26 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를 한다.

27 테스트를 위한 과정과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8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테스트한다.

29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내 타부서 직원에게 정보 제공 및 자문 역

할을 한다.

30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외 관련자(관련업체 등)에게 정보 제공 및

자문 역할을 한다.

31 간호학, 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32
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필요 지식을 습득한다.

33 정보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개발한다.

34 정보전담 간호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한다.

35 내부 및 외부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을 도모한다.

36 전문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필요역량개발필요역량개발필요역량개발필요역량개발))))

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조정조정조정조정,,,,촉진촉진촉진촉진,,,,통합통합통합통합))))



연단위 분기단위 월단위 주단위 일단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 × 1 2 3 4 5 1 2 3 4 5

no
수행여부

중요도

업무내용

수행빈도

37 신규직원의 정기 교육(신규간호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38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기, 비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39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40 타부서 직원(예: 간호보조원, 전공의, 인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41 간호정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42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한다.

43 간호사 대상의 사용자매뉴얼(책자 및 전산 file형태)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한다.

44 간호정보 분야의 실용가능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재한다.

45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간호정보 분야의 질 향상활동을 한다.

46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하게 적용한다.

47 간호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문에 응한다.

48 병원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한다.

49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작성에 참여하고 적절한 전문 저널에 기고한다.

◈ 귀하의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작성자의 일반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성명: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mobile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교육교육교육교육))))

ResearchResearchResearchResearch((((연구연구연구연구))))



<<<<전산부서 부서장전산부서 부서장전산부서 부서장전산부서 부서장////간호부서 부서장용간호부서 부서장용간호부서 부서장용간호부서 부서장용////전문가용전문가용전문가용전문가용>>>>

1. 귀하의 소속부서 명칭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

2. 병원에서 귀하의 직함(직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3. 귀하의 연령은? 만_____________

4.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 전문대졸    □ 대학졸    □ 석사과정중    □ 석사졸    □ 박사과정중    □ 박사졸

해당칸에 √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않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 Administration(관리)

2 Analysis(분석)

3 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정책이행)

4 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조정, 촉진, 통합)

5 Development(필요역량개발)

6 Evalu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교육)

7 Research(연구)

해당칸에 √ 표시해주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1 병원의 정보화 영역의 비젼을 세운다.

중요도

AdministrationAdministrationAdministrationAdministration((((관리관리관리관리))))

중요도

업무내용

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조사도구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조사도구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조사도구정보간호사의 직무 중요도 조사도구

no

no 업무영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중요도

업무내용no

2 정보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3 전략적 계획,정책, 절차, 운영계획의 개발 및 수정 과정에 참여한다.

4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인력과 활동(시스템의 평가,수행,테스트,선택,분석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5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다.

6 정보화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7 관련부서 예산편성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

8 정보관련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다.

9 병원 내 정보개발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10 진료 및 간호과정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다.

11 발생한 데이터를 분류법이나 표준화된 언어를 이용하여 분류 한다.

12 데이터웨어하우스 같은 대량의 데이터저장소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위해 통계분석 등을 이용한다.

13 데이터 마이닝이나 자동학습기법을 이용하여 간호실무와 관련있는 지식과 정보를 추출한다.

14 시스템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15 다양한 업무흐름의 분석을 통해 업무의 단계를 세분화 한다.

16 반복적이고 중복된 절차를 제거한다.

17 업무의 과정을 이해하고 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8 의학용어뿐아니라 NIC,NOC와 같은 간호용어을 유효기간이나 적용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AnalysisAnalysisAnalysisAnalysis((((분석분석분석분석))))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중요도

업무내용no

19 간호실무, 심사 기준, 보건분야의 이슈나 병원정보시스템의 법적인 사항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습득한다.

20 시스템의 기능, 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권한 부여 범위를 설정한다.

21 전산화된 정보에 관한 법적 사항을 준수한다.

22 보건정보의 기밀성과 보완, 데이터의 통합 뿐 아니라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23 간호정보시스템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설명한다.

24 병원정보시스템dmf 수정, 보완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조정한다.

25 부서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

26 관련부서와 필요한 업무 협의 및 조정회의를 한다.

27 테스트를 위한 과정과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28  개발된 정보시스템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테스트한다.

29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내 타부서 직원에게 정보 제공 및 자문 역할을 한다.

30 병원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원외 관련자(관련업체 등)에게 정보 제공 및 자문 역할을 한다.

31 간호학, 보건의료 정보학에 대한 최신 경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32 최근의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관성 등의  필요 지식을 습득한다.

33 정보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개발한다.

34 정보전담 간호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한다.

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Development((((필요역량개발필요역량개발필요역량개발필요역량개발))))

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정책이행정책이행정책이행정책이행))))

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Coordination, facilitation and intergration((((조정조정조정조정,,,,촉진촉진촉진촉진,,,,통합통합통합통합))))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중요도

업무내용no

35 내부 및 외부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개발을 도모한다.

36 전문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 회원에 가입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37 신규직원의 정기 교육(신규간호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38 경력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기, 비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39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40 타부서 직원(예: 간호보조원, 전공의, 인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41 간호정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42 실시된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한다.

43 간호사 대상의 사용자매뉴얼(책자 및 전산 file형태)을 개발하고 수정보완한다.

44 간호정보 분야의 실용가능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재한다.

45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간호정보 분야의 질 향상활동을 한다.

46 간호정보 분야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적절하게 적용한다.

47 간호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문에 응한다.

48 병원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한다.

49 병원정보시스템에 관한 발표나 자료작성에 참여하고 적절한 전문 저널에 기고한다.

◈ 귀하의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작성자의 일반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성명: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mobile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Educati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교육교육교육교육))))

ResearchResearchResearchResearch((((연구연구연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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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tudyonDutyAccomplishmentandImportanceoftheDutyfor
DevelopmentofJobStandardsofHospitalInformaticsNursesinKorea

SooJinYoon
GraduateSchoolofPublicHealth

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SeungHeeHo,Ph.D.)

Thepurposeofthisstudyistodevelopmentofjobstandardsof
HospitalInformaticsNursesin Korea.Thisstudy wasconducted to
analyzed the generalcharacteristicsand rolesofInformaticsNurse.
Surveyofthecurrentstatusofnursinginformationsystemsinhospitals
and theimportanceofHospitalInformaticsnurses'rolesaswellas
theircurrentroleswereconducted forthemanagersofinformation
centers,managersofnursingdepartments,Informaticsnurses,andthe
nursinginformaticsspecialistgroup.Datawerecollectedfrom 35outof
200hospitalswithover300beds(responserateof17.5%)from May25,
2007toJune20,2007.TheywereanalyzedbyusingSPSSprogram.
Totalof49nursingroleswerecategorizedintosevendomainsbased

on theliteratureand validated by thespecialistgroup.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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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analysis, compliance and integrity management,
coordination, consultation, facilitation and integration, development,
educationalandprofessionaldevelopment,andresearch.
Theresultswereasfollows;

First, only 18 out of 35 hospitals were implementing nursing
information systems. Roles of Informatics Nurse were exclusively
nursinginformaticsfor10hospitalsandnotexclusivefortheremaining
8hospitals. Theseweresignificantlyrelatedwiththesizeofhospitals.
Second,the degree ofinformaticswork performance forInformatics
Nurses were significantly betterfor hospitals with EMR (electronic
medicalrecords)than thosewith CPOE(computerized physician entry
system)only.Third,degreeofnurse’sperceptionofnursinginformatics
was35.2%,acquisitionofknowledgewas26%,andeducationaldemand
was68.8%.Especially,educationaldemandontheinformaticswasvery
high. Fourth,averagescoreoftheimportanceofnursinginformatics
rolewas4.04±0.59, thedomainofcoordination,consultation,facilitation
and integration was 4.17±0.60, administration was 4.09±0.59,and
anaylsiswas4.04±0.72. Fifth,thedegreeofwork performanceand
these importance sco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for alldomains
exceptresearch. Finally,importantrole domainswere consultation,
coordination,facilitationandintegration.Andthesewerealsoareasof
highperformanceforinformaticsnurses.
Wealsofoundthatdemandforbettereducationwashigh.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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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educationprogram aboutnursinginformaticsisinadequate
and thereforethereisaneed fortheprofessionaleducationprogram
organized b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or Hospital Nurses
Association. Thefindingsofthisstudyislimitedbyalow response
rateandthereforethefuturestudyincludemorehospitals.

keyword:HospitalInformaticsNurses,dutyaccomplishmentofInformatics
Nurse,jobstandardsofHospitalInformatics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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