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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병원 정보시스템을 이루는 하위 시스템인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

록관리시스템 정보의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의무기록관리시스템 중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의무기록과의 퇴원환자분석시스

템과 처방전달시스템의 진료 관련 기본 정보 입력 항목들을 비교하고

입력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비교함으로써 동일 기관 내에서 이루어

지는 정보의 입력과 관리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병원 정보시

스템의 정보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착 단계에 접어든 처방전달시스템(OCS)의 정보

를 양질로 관리하기 위해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되어지는 진료 정보의

정확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방전달시스템(OCS)의 정보와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 입

력되는 기본항목 42개를 비교한 결과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입퇴

원사항등의 원무과에서 입력한 12개 항목은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

다. 그러나 13개 항목에 있어서는 공통된 항목을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입력하고 있었다. 데이터의 입력 및 활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

복되는 입력항목은 입력과 관리의 업무로 분리하여 더욱 입력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각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입력되는 항목은 상호 보완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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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작성된 퇴원환자분석

시스템의 주진단과 수술관련 항목들의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주진단코드의

일치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는 입원경로, 생검 시행 여부, 입력

한 의사의 직위, 퇴원 직전의 주진단코드의 삭제여부, 재입원 여부였다.

외래에서 입력된 주진단코드의 일치도는 60%미만으로 나타났다. 외

래에서 주진단의 입력이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생

각하여 보면 이는 주진단의 개념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된다.

3. 수술관련항목의 일치도는 진단코드의 일치도보다 매우 높았다. 그

러나 마취종류의 일치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되는 마취종류의 구분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

시스템에 입력되는 마취종류의 구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입력 데이터의 내용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 처방전달시스템 정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의 입력과

관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

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저장되는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계

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

어 이를 병원의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연구기

관인 대학병원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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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배경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정보, 전산화시스템 등을

적용하지 않고는 경영이나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양질의 정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성장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직의 성장에도 불

구하고 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조직의 경영 성과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의 실패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은 필요

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최근 의료기관은 조직구성이나 기능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극심한

변화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결 방안

의 일환으로 환자관리, 연구, 교육,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병원 정보시스템(HIS :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

과 인력을 투입하여 왔다. 특히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원의

병원 관리비 절감, 수입누수 방지 및 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병원정보시

스템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곽연식 외 1997 ).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의 컴퓨터 도입은 1970년대 원무분야에 국한되

어 시작되었으나 현재에는 환자진료, 진료지원, 사무관리 부분 등에서 활용

되고 있고 각자 독립적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기

적인 연결을 통해 병원조직 전체의 정보체계를 구축하였다(채영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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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

의 경우 막대한 자원을 병원 정보시스템 개발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투

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 기술은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이라

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방편이 될뿐더러 나아가서는 경쟁 시장에서 우위

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목표의 도구로서 각광받고 있다. 정보화에 투자한

자본 비용을 보면, 미국 병원의 경우 수익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를 넘는 의료기관은 몇몇 신규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

며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 역량의 지속적 증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도 정보기술

의 도입에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리라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정보화 투자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반드시 이어진다

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그 결과가 단시일내에 쉽게 드러나 보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병원이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투자와

노력을 계속한다면, 비용-효과 면에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된

다(김명기 1997).

정보는 발생된 정보를 저장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생성된 정보를 활용

하여 각종 연구나 통계 기타 행정 관리상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산화를 통해 많은 데이터

가 저장되고 있지만 정보로서 활용가능한 데이터는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

춘 양질의 데이터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정보가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추

어야 하는 것은 정보가 관리되어지는 측면에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처방전달시스템(OCS : Order Communication System)은 대부분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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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3, 4

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

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료 중 발생하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는 그 활용 측면

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병

원과 같은 교육이나 연구의 목적을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기관에서의 환자

의 임상을 통해 얻게 되는 진료 정보는 매우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잘 관리만 된다면 부서간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인력의 투입이나 시간상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

료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정보는 환자 진료에 계속 활용되어 양질의 진

료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병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병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사

례 연구나 경제성 평가,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져 왔다.

그러나 병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몇 년간의 경험을 쌓아 온 현재의 시

점에서 병원 정보시스템을 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병원 정보시스템의 한 부분인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된 진

료정보의 정확성과 관리의 효율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

을 파악하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처방전달시스템의 정보관리는 진료 정보 생성 단계에서 정확성을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전 의료기관에 확대 실시될 예정인 포

괄수가제(DRG)에 있어서도 주진단명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서도 처방전달시스템의 정보관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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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정착 단계에 접어든 처방전달시스템(OCS)의

정보를 양질로 관리하기 위해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되어지는 진료 정보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의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

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병원 정

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서 입력

된 기본항목을 선정하여 비교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면서 정확한 데이터

의 입력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작성된 퇴원환자분석

시스템의 주진단 코드와 수술과 관련된 항목들의 일치도를 파악한 후 일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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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의 진료 및 행정업무에 관련된 정보의 관리를

보다 쉽게 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고안된 컴퓨터

를 활용한 정보처리 및 통신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병원정보시스

템은 자체 성격상 통합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통합적 병원정보시스템은

1960년대 중반에 미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몇몇 유럽 국가

들에서 처음 개발되었다(김창엽 외, 1999).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이 계기가 되어 주로 원

무행정 중심으로 병원전산화가 이루어졌다. 의료보험이라는 형태가 전국적

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의 특수성을 가져 전산화는 필수 불가결하게 여겨졌

던 것이다(김남현, 1999). 병원의 전산화도 이와 궤도를 같이하게 되었고,

1978년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공학센터에서 본격적인 병원 전산화시스템

을 개발하여 경희의료원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후 1차, 2차 개발을

통해 1981년 중대부속 성심병원에서 종합시스템이 처음 적용되었고 그 후

서울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병원 시스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일부 종

합병원들은 병원 자체에서 전산화를 추진하거나 외부 컴퓨터전문 용역회사

들을 통해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은 관리 측면의 개발이 주된 내용

이었다. 즉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업무가 대부분이었고 접수나 수납, 진료

비 계산, 각종 환자통계, 수입금 집계, 약품관리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 반

복되는 업무에서만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김영아, 1999).

일반적으로 병원의 정보시스템이 다른 서비스업종의 전산화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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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볼 때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병원업무의 전산화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과 자체 업무 성

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산화율을 일정 비율로 높이는데 드는

비용이 타 업무보다 많이 든다는 점, 병원업무의 다양성, 시스템을 사용하

는 의료전문직들의 취향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병원은 다른 일반 기업

과 같이 정보시스템이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로 의료기관들의 병원정보시

스템 도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1992년에 종합병원의 98.3%,

병원의 92.4%, 의원의 79.6%가 어떤 형태로든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

고, 1994년에 이루어진 8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한 병원정보시스템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응답 병원의 82%가 전산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시작된 것은 1982년

부터이지만 도입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였다. 1998년 현

재 94개 병원이 처방전달시스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엽 외,

1999).

김병익 외(2000)의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직 변화와 의료의

질 향상 연구 에 따르면, 우리나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원무관리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 의무기록관리시스템 - 처방전달시스템과 임상병리정보

시스템(LIS :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 진단방사선정보시스템(RIS :

Radiology Information System) - 영상정보시스템(PACS: Picture Arche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원무관리시스

템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광범위한 사용 후기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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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무자동화시스템도 이미 상당수의 병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자동화시스템은 병원조직의 기본적인 운영에 직결되어 있어 원무관리

시스템과 함께 일찍부터 병원에 도입되어 있었으며, 도입 시기와 확산 유

형이 원무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기록관리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정보를 신속하

게 수집, 분석, 보관하며 필요시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병원 의료정보의 전

산화 정도와 의료정보의 처리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의무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 역시 처방전달시스템의 도입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병원 정보시스템은 이처럼 병원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시스템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란 구현 가능한 정보기

술의 현재와 미래의 역량을 뜻한다. 그러나 병원의 정보기술은 그 대상이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의 특성과 운영체계, 그리고 그 곳에 종사하는 사람

들, 즉 조직화 된 구조 내에서 업무 처리과정과 자원으로서의 사람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정보기술, 사람, 처리과정을 한데 연계, 통합하여

병원운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여기에는 전략(strategy)을 수반하게 마련

이다.

목표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든 운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양질의 진료, 연구, 그리고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윤 추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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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명시적 목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재투자

를 위한 여유 자금으로서 사실상 이윤 추구 목적은 있게 마련이다. 일단

의료기관이 목표를 추구하자면 그 목표에 상응하는 전략, 이를테면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다거나 시설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등 수행 방법이 따르

게 된다. 이러한 전략이 설정될 때 비로소 정보기술, 사람, 처리과정을 어

떻게 엮을 것인가를 구체화하게 된다. 주지할 점은 정보기술 그 자체만으

로는 활용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성인의 조직화, 교육, 훈련,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 처리과정으로는 일처리 방법,

업무 수행 지침, 의사결정 방법, 환자의 흐름, 물자의 공급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은 크게 세 부문 즉 원무관

리, 진료와 연구, 그리고 일반 관리업무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

한 업무의 단위들은 순차적으로 관계가 엮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의 각종 업무는 순차적 관계로 물려 있으며 이들 업무들이 체계

적으로 엮일 때 병원 운영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를

계산하자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진료비가 계산되며, 진료비

수납이 확인되어야 해당 진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보험청구를 하자면

환자의 보험 적용 사항과 진료비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청구서를 작성

하게 된다. 진료지원 부문에서 진료에 대한 의사지시를 수행한 결과는 새

로운 처치와 의사지시를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되며, 이들 결과가 모여

서 의무기록 자료의 일부가 되며, 이는 임상연구를 위한 바탕자료로 사용

된다.

또한 사건(event) 발생의 특성상 반복하여 누적되는 정보가 많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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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내원하면 그 환자의 의무기록은 평생 보관되어야 하며 다음 내원

시에는 이전의 의무기록을 참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원의 정보화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 역량 정도에 따라 인건비 절

감 대상 업무부터 시작하여 물자관리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영분석 등의

업무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 단계 업무에 대한 정보체계가 견실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업무의 정보화도 부실하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 견

해이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시작된 개방형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업무

정보화의 단계적 순차 관계는 그 중요성을 다소 잃어가고 있다.

진료, 교육,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병원 업무와 거기에서 생성되

는 정보는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성된 정보의 활용 분야 역시

매우 다양하고 활용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되는 정보의

질(quality)을 관리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정확하고 신뢰성을 갖춘

데이터에서 양질의 정보가 생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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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진

료와 관련된 기본 항목 42개의 입력여부와 입력업무 담당자를 비교, 분석

하였다. 이는 효율적인 병원 정보시스템의 관리방안을 위해 각 시스템의

정보의 생성이나 보관, 관리에 중복이나 필수사항의 누락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퇴원 후 외래에서 입력된 외래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진단과 기타 진단

코드, 수술관련 정보, 의무기록과 퇴원환자분석 시스템의 주진단 코드를 비

교하여 일치도를 조사하고,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진료의 일반

적사항인 내원경위, 입원경로, 치료결과, 생검여부, 재입원여부에 대한 일치

도와 각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입력자 요인으로는 입력자의 직위를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여 입력자의 직위

와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병동

처방전달시스템에서 입력자가 환자의 퇴원직전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의 삭

제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삭제여부와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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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시스템의 관리체계 분석

OCS와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 기본 입력항목 비교

OCS와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 기본 입력자 비교

병원정보시 스템의 효율적 관리

χ2- test

주진단 및 수술 코드 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력된 진단코드의 삭제 여부

재입원여부, 내원경위, 입원경로

입력자 직위, 치료결과, 생검여부

교차분석

처방전달시스템 퇴원환자분석시스템

병 동 OCS

주진단 코드 일치도 비교 주진단 코드

기타진단코드 기타진단코드

외 래 OCS

주진단 코드

수 술관련사항 수술관 련사항

수술명 수술명

수술과 수술과

수술일자 수술일자

마취종류 마취종류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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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관련사항은 수술명과 수술과, 수술일자, 수술시 시행된 마취의 종

류의 일치도를 비교하였다.

주진단 코드와 수술관련사항의 일치도 조사를 통해 병원 정보시스템의

정보의 정확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

여 병원 정보시스템의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그림 1 )

2 .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1)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관리체계 검토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기본 입력 항목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정화(1996)의 의무기록의 표준화를 위한 퇴원

진료정보 분석 연구에서는 미국의 UHDDS(Uniform Hospital Discharge Data

Set)를 참고하고 700병상 이상의 3차 진료기관 12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

는 공통 퇴원분석항목 38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38개 항목 중 담당전공의,

주치의사, 의무기록사의 서명 항목 3개와 제왕절개표시, 의무기록완성일 항

목2개를 제외한 3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제왕절개표시는 수술코드나 수술

명으로 알 수 있는 항목이므로 제외하였다. 33개 항목 중 입퇴원사항에 병

동이동사항을 추가하여 6개 항목을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협의진료와

관련된 항목을 1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세분하였으며, 전출과 관련된

항목을 1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중환자실 관련 항목을 1개 항목에서 4

개 항목으로 세분하였다.(표 1) 따라서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

자분석시스템의 입력항목은 모두 4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항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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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두 시스템에서의 입력여부와 입력업무를 처리하는 입력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처방전달시스템의 입력항목과 입력업무 처리자에 대한 사항은 전산과

에 마련된 업무지침을 참고하였다.

2) 주진 단 코드 및 수술관련사 항의 일치도 조사

본 연구는 1999년 10월 현재 신생아용 70병상을 포함하여 1,580병상

규모의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

되어 있는 1999년 10월 1개월간의 퇴원 환자 중 입원과 퇴원이 당일 6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안과, 이비인후과의 특수병상의 환자들을 제외한 3,859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안과, 이비인후과의 특수 병상 환자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특정 질환과 수술의 환자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

상으로 임의 표본 추출한 744명 환자의 병동 처방시스템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 기타 진단 코드와 동일한 환자의 의무기록과 퇴원환자분석 시스템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 기타 진단 코드를 비교하여 일치정도를 조사하였다.

병동 처방전달시스템의 진단코드와 수술명, 퇴원 후 최초로 외래에 방문하

여 입력된 외래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진단 코드는 해당 대학병원의 전산과

에 보관된 데이터를 전산과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였다. 또한 환자들의 입

원경로, 내원경위, 치료결과, 수술여부, 생검여부, 입력자의 직위 등과 같이

주진단코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

환자분석시스템, 의무기록을 직접 검토하여 조사하였다. 수술명과 수술시

마취종류, 수술과, 수술일자등은 퇴원환자분석 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의무기록의 검토를 병행하여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된 동일

수술관련 사항들과의 일치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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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환자 744명중 2000년 4월30일까지 퇴원후 외래에 방문한 환자는

614명으로, 퇴원한 후 최초로 외래 진료실에서 입력된 주진단코드와 퇴원

당시의 주진단코드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3 . 조사내용

주진단 코드와 수술관련사항의 일치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처방전달시

스템과 의무기록과 퇴원환자분석시스템,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1) 종속 변수

첫째, 처방전달시스템(OCS)의 주진단 코드와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

스템의 주진단 코드의 다섯자리분류(4단분류)와 세자리분류(3단

분류)의 일치여부

둘째,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수술명의 일치여부

셋째, 퇴원후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외래 처방전달시

스템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와 입원당시 입력된 병동 처방전달시

스템의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

넷째, 외래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와 의무기록 퇴원환

자분석시스템의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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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 립변수

첫째, 대상 환자들의 입원경로, 내원경로, 재입원여부, 치료결과, 생검

여부, 재원일수, 입력자직위

둘째,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과(科)

셋째, 퇴원후 외래에 최초로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병동

처방전달시스템에서의 주진단코드 삭제 여부.

병동에 환자가 입원후 의사지시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진단코

드와 주진단명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미 입력된 주진단에 대한 확신이 없

을 때 의사가 퇴원직전에 주진단코드와 주진단명을 삭제하게된다. 이러한

삭제 여부와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4 . 분석 방법

조사한 자료는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조사하였으며, 코딩을 한 후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간의 유의성 검정을 위

해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은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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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기본 입력 항목 비교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과의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입력항목을 비

교하여 병원 정보시스템의 하부 시스템으로써 각각의 입력항목의 누락이나

중복여부를 파악하였다.

전체 42개 항목은 크게 환자정보, 입퇴원사항, 진료의 일반적 사항, 협

의진료 사항, 전과사항, 수술관련 사항, 중환자실 관련 사항, 신생아 관련사

항의 8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환자정보와 입퇴원사항의 12개 항목은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자분

석시스템 모두에 입력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12개 항목중 병동 이동 사

항은 처방전달시스템에서는 병동 이동 사항이 모두 입력되는 반면, 퇴원화

자분석시스템에서는 입원 병동과 퇴원 병동만이 입력되는 차이점이 있었다.

진료의 일반적 사항의 11개 항목에 대한 입력여부를 조사하였다. 처방

전달시스템은 11개 항목 중 6개 항목,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은 11개 중 9개

항목이 입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이들 중 4개 항목(진단명의 분류

코드, 선행사인코드, 부검여부, 생검시행건수)은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

자분석시스템 모두에 입력되고 있었다.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경우에는 진

단명이나 시술 및 처치명과 같이 텍스트형태의 데이터는 별도의 입력을 하

지 않고 각각 진단명, 시술명, 처치명에 해당하는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달시스템에는 시술 및 처치 분류코드와 치료결과, 퇴원형

태, 내원경위, 입원경로의 5개 항목은 입력항목이 없었다. 이중 치료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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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망여부는 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진료사항은 4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협의진료의 의뢰과와 의뢰의

사, 회신과와 회신의사에 대한 정보는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자 분석시

스템 모두에 입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진료를 의뢰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는 처방전달시스템에는 입력되었으나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는 입력되

지 않았다. 반면에 협의진료의 회신내용은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자분석

시스템 양쪽 모두에 입력되지 않았다.

전과사항은 모두 3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전출과(transfer out department)와

의사, 전입과(transfer in department)와 의사,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진 날짜에

관한 3개 항목이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자분석시스템 모두에 입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관련사항은 모두 5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5개 항목은 수술과와 집

도의사, 수술일, 수술시 마취종류, 수술명, 수술분류코드로 이중 수술명을

제외한 4개 항목은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자분석시스템 모두에 입력되고

있었으나 수술명은 텍스트형태의 데이터로 처방전달시스템에는 입력되었으

나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는 입력되지 않았다.

중환자실 관련 항목은 중환자실의 구분, 입실일, 퇴실일, 퇴실형태의 4

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4개 항목 모두 처방전달시스템에는 입력되지 않았

고,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는 입력되고 있었다.

신생아 관련 사항은 신생아의 재태기간(gestational period), 신생아 체

중, 사산아 수의 3개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중환자실 관련 항목과 같이 3개

항목 모두 처방전달시스템에는 입력되지 않고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만 입

력되고 있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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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기본 입력 항목 비교

입력 항목 OCS 퇴원환자분석시스템

환자 정보

등록번호(진찰권번호) ○ ○

환자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환자주소 ○ ○

전화번호 ○ ○

입 퇴원사항

입원일 ○ ○

입원과 ○ ○

입원주치의 ○ ○

퇴원일 ○ ○

퇴원과 ○ ○

퇴원주치의 ○ ○

병동이동사항 ○ ○

(입퇴원 병동만 입력)

진 료의 일반적 사항

진단명 ○ ×

진단명의 분류코드 ○ ○

선행사인 ○ ○

시술 및 처치명 ○ ×

시술 및 처치 분류코드 × ○

치료결과 × ○

퇴원형태 × ○

부검여부 ○ ○

내원경위 × ○

입원경로 × ○

생검시행건수 ○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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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항목 OCS 퇴원환자분석시스템

협 의진료 사항
협의진료 의뢰 과/의사 ○ ○

협의진료 의뢰 내용 ○ ×

협의진료 회신 과/의사 ○ ○

협의진료 회신 내용 × ×

전 과 사항

전출 과/의사 ○ ○

전출(입)일 ○ ○

전입 과/의사 ○ ○

수 술관련 사항

수술 과/의사 ○ ○

수술일 ○ ○

수술시 마취종류 ○ ○

수술명 ○ ×

수술 분류코드 ○ ○

중 환자실 관련 사항

중환자실 구분 × ○

입실일 × ○

퇴실일 × ○

퇴실형태 × ○

신 생아 관련 사항

신생아 gestational period × ○

신생아 체중 × ○

사산아 수 × ○

2 . 항목별 입력 업무 처리자

42개의 항목의 입력 업무 처리자를 살펴보았다. 이의 업무 처리 담당

자를 파악함으로써 입력 내용에 따른 업무의 적절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관

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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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42개 중 59.5%에 해당하는 25개 항목은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고 있었

다. 25개 항목 중 환자정보와 입퇴원사항의 12개 항목은 원무과에서 입력

한 사항을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서 함께 사용하고 저장

하고 있었다.

진료의 일반적 사항 11개 중 처방전달시스템에는 7개 항목이 의사에

의해 입력되었다. 이중 진단명의 분류코드는 진단명의 입력과 별도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단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때 해당 진단코드가 동시에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는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의무기록사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었다.

협의진료 사항과 전과사항의 입력은 처방전달시스템은 의사에 의해서,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은 의무기록사에 의해서 입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술관련 사항의 입력은 처방전달시스템에서는 5개 항목 모두 의사에

의해서 입력되었으며, 그 중 수술시 마취종류의 입력은 간호사도 함께 입

력을 하였다.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서는 4개의 입력항목을 모두 의무기록

사가 퇴원 환자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입력하였다.

중환자실 관련 사항 4개 항목과 신생아 관련 사항 3개 항목은 모두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 의무기록사에 의해서 입력되어지고 있었으며, 처방

전달시스템에는 입력되지 않고 있었다.

위의 42개 기본항목의 입력 여부 비교나 입력 업무 처리자의 비교는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만을 조사한 것이다.

42개 기본항목의 입력 업무 처리자를 살펴 본 결과 두 개의 시스템에 공

통으로 입력되어진 25개 항목중 환자정보와 입퇴원사항의 12개 항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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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13개 항목의 경우, 의사는 병동에서 의사지시를 통해 또는 업

무 처리과정 진행 중에 입력 업무를 시행하고, 의무기록사는 환자가 퇴원 한

후에 정리된 의무기록을 검토하면서 동일 내용의 정보를 다시 퇴원환자분

석시스템에 입력하는 중복된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2 . 입력업무 처리자

입력 항목 OCS 퇴원환자분석시스템

환자 정보 *

등록번호(진찰권번호) 원무과 원무과

환자이름 원무과 원무과

주민등록번호 원무과 원무과

환자주소 원무과 원무과

전화번호 원무과 원무과

입 퇴원사항 *

입원일 원무과 원무과

입원과 원무과 원무과

입원주치의 원무과 원무과

퇴원일 원무과 원무과

퇴원과 원무과 원무과

퇴원주치의 원무과 원무과

병동이동사항 의사 /간호사/원무과 의사 /간호사/원무과

* 입원수속 당시에 일괄적으로 원무과에 입력된 데이터를 공유함

진 료의 일반적 사항

진단명 의사 ×

진단명의 분류코드 의사 의무기록사

선행사인 의사 의무기록사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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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항목 OCS 퇴원환자분석시스템

시술 및 처치명 의사 ×
시술 및 처치 분류코드 × 의무기록사

치료결과 × 의무기록사

퇴원형태 의사 의무기록사

부검여부 의사 의무기록사

내원경위 × 의무기록사

입원경로 × 의무기록사

생검시행건수 의사 의무기록사

협 의진료 사항

협의진료 의뢰 과/의사 의사 의무기록사

협의진료 의뢰 내용 의사 ×

협의진료 회신 과/의사 의사 의무기록사

협의진료 회신 내용 × ×

전 과사항

전출 과/의사 의사 의무기록사

전출(입)일 의사 의무기록사

전입 과/의사 의사 의무기록사

수 술관련 사항

수술 과/의사 의사 의무기록사

수술일 의사 의무기록사

수술시 마취종류 의사 / 간호사 의무기록사

수술명 의사 ×

수술 분류코드 의사 의무기록사

중 환자실 관련 사항

중환자실 구분 × 의무기록사

입실일 × 의무기록사

퇴실일 × 의무기록사

퇴실형태 × 의무기록사

신 생아 관련 사항

신생아 gestational period × 의무기록사

신생아 체중 × 의무기록사

사산아 수 × 의무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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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인별 주진단 코드 일치율

1 ) 진료와 관련 된 특성에 따른 요인별 주 진단 코드 일치율

주진단의 일치율을 비교하여 보면 1999년 10월 퇴원환자 중 임의 추

출한 744명의 경우 질병 분류에 사용된 ICD-10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차 개정판)의 코드를 기준으로 다섯자리까지(4단분류 항목)의

상세분류 단위까지의 일치율은 328건으로 44.1%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세

자리까지(3단분류 항목)의 분류에서는 62.4%의 일치율을 보였다. 세자리까

지의 분류에서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이는 이유는 다섯자리까지의 분류가 더

세분화된 분류이기 때문이다. (표 3)

표 3. ICD-10th에 따른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

일 치(%) 불일치(%) Total(%)

주 진단 코드

4단 분류 항목 328(44.1) 416(55.9) 744(100)

3단 분류 항목 464(62.4) 280(37.6) 744(100)

진단과별 일치율은 외과계 환자의 주진단 코드일치율이 44.1%, 내과계

환자의 주진단 코드 일치율이 44.0%로 일치율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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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단과에 따른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외 과 계 180(44.1) 228(55.9) 408(100)

내 과 계 148(44.0) 188(56.0) 336(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985 )

내원경위에 따른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직접내원

한 경우가 698명으로 전체의 93.8%를 차지하였으므로 내원경위에 따라 주

진단 코드의 일치여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표 5. 내원 경위에 따른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직접내원 311(44.6) 387(55.4) 698(100)

산하병원을 통해 2(66.7) 1(33.3) 3(100)

타병원 15(34.9) 28(65.1) 43(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340)

- 24 -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으로 입원경로에 따른 주진단 코드의 일

치도의 차이를 보였다. 입원경로는 크게 응급실을 통한 입원과 외래를 통

한 입원, 기타의 입원이 있는데 기타의 입원은 신생아 출생과 같은 형태의

입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응급실을 경유한 입원이 조사대상 744명중 198

명으로 26.6%, 외래를 통한 입원이 516명으로 69.4%, 기타 신생아 입원이

30명으로 4.0%로 나타났고 이는 조사 대상 대학병원의 전체적인 입원경로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입원경로에 따라 의미있는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를 보였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보다는 외래를 통해 입원한 환자들의 경우 외래

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들을 통해 진단명을 미리 알고 입원하거나 진단명을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들보다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6)

표 6. 입원경로에 따른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응급실 경유 70(35.4) 128(64.6) 198(100)

외 래 경유 239(46.3) 277(53.7) 516(100)

기 타 19(63.3) 11(36.7) 30(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003 )

치료결과에 따른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치료결과와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와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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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치료결과에 따른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완 쾌 15(55.6) 12(44.4) 27(100)

경 쾌 297(43.7) 382(56.3) 679(100)

호전안됨 2(40.0) 3(60.0) 5(100)

진단뿐 9(64.3) 5(35.7) 14(100)

가망없는 퇴원 0( 0.0) 2(100) 2(100)

사 망 5(29.4) 12(70.6) 17(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262 )

입원기간 동안 생검(biopsy)을 시행했던 환자는 모두 104명으로 약

14.0%에 해당하였다. 생검여부에 따른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생검을 실시한 군에서 생검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주진단 코드의

일치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생검의

결과가 퇴원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생

검의 결과는 병동 처방전달시스템에서 입력업무를 처리하는 인턴이나 전공

의들이 생검의 결과를 알고 진단코드를 관리할 수 없는 업무처리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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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검여부에 따른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생검시행 33(31.7) 71(68.3) 104(100)

생검 시행하지 않음 295(46.1) 345(53.9) 640(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006 )

조사대상 환자 744명중 재입원환자는 모두 315명(42.5%)이었다.

재입원은 과거 조사대상 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는 환자는 모두 재

입원환자로 보았다. 재입원환자가 처음으로 입원한 환자에 비해 진단코드

의 일치율이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9)

표 9. 재입원여부에 따른 주진단 코드일치 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재 입 원 124(39.4) 191(60.6) 315(100)

처 음 입 원 204(47.8) 223(52.2) 427(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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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사 직위별 주 진단 코드 일치율

입력자는 모두 의사직종으로, 입력자는 입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본인의 직번을 입력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입력자의 직번으로 입력의

사의 직위를 나누고, 직위에 따라 주진단의 일치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환자 744명중 602명(80.9%)의 주진단 코드를 인턴이나

전공의 1년차에 의해서 입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질병분류체계 10차

개정판 (ICD-10th )의 4단분류 항목까지의 의사직위별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의사직위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인턴에서 점차 근무 경험이 늘어갈수록 진단명의 일치도는 점차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의 4년차와 전문의에서 일치도 분포는 그

숫자가 미미 하므로 그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표 10. 의사직위별 주진단 코드 일치도(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인 턴 108(38.3) 174(61.7) 282(100)

전공의 1년차 159(49.4) 163(50.6) 322(100)

전공의 2년차 36(40.4) 53(59.6) 89(100)

전공의 3년차 18(48.6) 19(51.4) 37(100)

전공의 4년차 3(37.5) 5(62.5) 8(100)

전 문 의 4(66.7) 2(33.3) 6(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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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진단코드 삭 제 여부에 따른 주진단 코 드 일 치율

의사의 진단코드의 삭제 여부와 주진단의 일치 여부를 비교하여보면

일치하는 그룹의 삭제 여부는 328건중 9건으로 2.7%이고 불일치하는 그룹

에서의 삭제여부는 416건중 64건으로 15.4%였다. 따라서 일치하는 그룹의

주진단 코드는 삭제되지 않고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328건중 319건으로

97.3%이고 불일치하는 그룹에서는 416건중 352건으로 84.6%으로 각각 일

치여부와 삭제여부간의 상관관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표 11. 삭제여부에 따른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삭 제 9(12.3) 64(87.7) 73(100)

무 삭 제 319(47.5) 352(52.5) 671(100)

계 328(44.1) 416(55.9)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000 )

세자리 분류(3단분류 항목)까지의 진단코드의 일치여부에서도 이후에

의사의 진단코드 삭제여부를 비교하여보면 일치하는 그룹의 삭제 여부는

464건중 23건으로 5.0%이고 불일치하는 그룹에서의 삭제여부는 280건중

50건으로 17.9%였다. 따라서 일치하는 그룹의 진단 코드는 삭제되지 않고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464건중 441건으로 95.0%이고 불일치하는 그룹에서

는 280건 중 230건으로 82.1%으로 삭제여부에 따른 일치율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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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삭제여부에 따른 주진단 코드 일치여부(ICD-10th 3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삭 제 23(31.5) 50(68.5) 73(100)

무 삭 제 441(65.7) 230(34.3) 671(100)

계 464(62.4) 280(37.6) 74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000 )

조사 대상 환자 744명중 2000년 4월30일 현재까지 퇴원과 외래를 방문

한 경험이 1회이상 있는 환자는 614명으로 82.5%였다. 614명의 외래환자들

의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와 외래 진료실에서

입력된 주진단 코드와의 일치율은 50.8%였다. 외래 진료실에서의 주진단

코드의 입력은 주로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병동에서의 처방

전달시스템의 주진단 코드 입력이 주로 인턴과 전공의 1년차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과는 구별된다. 입원당시 입력되는 병동의 처방전달시스템에서의

퇴원시점에서의 주진단 코드의 삭제 여부에 따른 외래 처방전달시스템에서

의 주진단 코드와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주진단 코드를 비교하여

본 결과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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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삭제 여부에 따른 병동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

석 시스템 의 주진단 코드 일치 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삭 제 32(54.2) 27(45.8) 59(100)

무 삭 제 280(50.5) 275(49.5) 555(100)

계 312(50.8) 302(49.2) 61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580 )

이와 더불어 마찬가지로 병동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진단 코드의 삭제

여부에 따른 외래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진단 코드와 병동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를 교차 분석하여 본 결과에서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부분에서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표 14. 삭제 여부에 따른 병동처방전달시스템과 외래처방전달시스템

의 주진단 코드 일치 여부(ICD-10th 4단분류 항목)

일 치(%) 불일치(%) Total(%)

삭 제 16(27.1) 43(72.9) 59(100)

무 삭 제 323(58.2) 232(41.8) 555(100)

계 339(55.2) 275(44.8) 614(100)

( Pearson Chi-square test : p=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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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술관련 사항 일치율

수술정보의 경우 진단정보에 비해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744명의 환자중 315명(42.3%)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고, 수술관련

사항의 항목에 있어서는 일치율만을 조사하였다. 수술명, 수술과, 수술날짜,

마취종류 항목의 일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마취종류 항목의 일치율이 기타

다른 3개 항목의 일치율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표 15. 수술 관련 항목의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

스템의 일치여부

일 치(%) 불일치(%) Total(%)

수 술 명 291(92.4) 24( 7.6) 315(100)

수 술 과 312(99.0) 3( 1.0) 315(100)

수 술 날 짜 312(99.0) 3( 1.0) 315(100)

마 취 종 류 226(71.7) 89(28.3) 3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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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처방전달시스템(OCS)에 입력된 주

진단 코드와 최종적인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주진단 코드 일치율

은 ICD-10th
의 4단분류기준으로 44.1%로 낮은 편으로 대학병원과 같이 임

상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주진단과 같은

진단코드를 잘 관리한다면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이나 시

간을 중복 투자하는 일은 줄어들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입력항목 42개 항

목을 살펴본 결과 환자정보의 5개 항목과 입퇴원사항의 7개 항목은 원무과

에서 입력되고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서는 원무과에서 입력한 사

항에 대해 오류나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와 같은 형태의 병원전체의 유기적 정보 공유와 관리는 매우 바람직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30개 항목중 처방전달시스템이나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의 어느 하나에만 입력되어지는 항목이 7개의 항목이

있었는데 이는 상호 보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2개

항목은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 양쪽에 모두 입력

저장이 되며, 중복적이고 개별적인 업무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발생을 확인

하고 입력하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1개 항목인 협의진료의 회신내용에 관

한 항목은 주로 수기로 기재되고 있었고, 이를 아직까지는 데이터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2개 항목에 대한 입력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파악하여 본 결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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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항목을 각기 다른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입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이에 동일 항목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먼저

병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중에 동일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정확성의 검토 및 관리의 역할을 하는 방식의

업무 분담을 한다면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기전부터 병원에서의 각종 데이터를 통한 통계치의 결과

를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동일한 내용의 통계를 작성하는 비효율적인 형

태를 보여왔고, 그 통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각

종 정보의 비효율성과 비정확성의 문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서의 주진단의 일치

도의 검토를 통해 처방전달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의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었다. 일단 주진단명이라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통일된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주진단명의 선정은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01년에 전

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DRG)의 시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ICD-10th 4단분류 항목에서 주진단 코드의 일치율이 44.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유용한 정보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

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진단을

잘못 입력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진단코드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면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가 진단코드에 대해 완전하

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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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을 종합해 보면 주진단의 일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입력자 요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진단명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에 주진단 코드에 대한 일치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발생하는 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 이후의 활용 측면을 생각하고

입력하는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면 현재의 데이터보다는 양질의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밖에 업무 처리과정에 문제점

이 있다면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처리과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생

각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짧은 입원기간동안 생검을 실시하고 퇴원

하였다가 결과를 외래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 퇴원이후에 생검의 결과로 진단이 확인이 된 이후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진단이 잘 못 되어 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현재의 어려운 의료여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

력의 한 방법으로 병원 정보시스템을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투자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병원 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여 정보를 이용한 병원의 경영개선 방법이나 업무 흐름의 효

율성으로 인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이다.

옛 속담에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난다. 는 말이 있듯이 정

확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야만 정확하고 활용가치를 지닌 정보가 생성

되는 것이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지닌 정보시스템에서 좋은

정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의료기관내에서 환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발생을 처리하는 부서 역

시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는 병원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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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내에 정보로서 이를 저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병원 정보시

스템의 관리가 일반 기업이나 서비스 업종에 비해 어려운 이유가 환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며 이를 입력 관리하는 인

력 역시 한정되지 않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청구 심사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진단코드가 정확

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업무시스템을 다시 검토하거

나 직접 의무기록을 찾아야하는 업무 등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

다.

처방전달시스템의 진료관련 정보 항목들은 앞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전자의무기록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며 앞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더 보완하고 현재 입력, 관리되고 있는 항목들의 경우에는 업무

의 권한을 더욱 분명히 하여 입력된 정보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어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지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진료정보와 관련된 사항과 기존의 의무기

록에서 관리되는 항목을 비교하여 전자의무기록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병원처방전달 시스템에 입력되어지고 있는 형태들은 크게 코드화된

정보와 텍스트형태의 정보, 수치화된 정보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코

드화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가 진단코드와 같은 형태이며, 텍스트형태의 대

표적인 예가 퇴원요약지나 방사선 판독지와 같은 형태이다. 또한 수치화된

정보의 대표적인 예는 임상병리 검사 결과와 같은 형태의 정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드화된 정보나 수치화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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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그 활용이 비교적 용이하고 활용 범위 또한 매우 넓다고 할 수 있

으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정보의 관리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임상병리결과와 같이 검사의 결과가 사람의 수(手)작업

을 통하지 않고 바로 입력이 되는 경우라면 정보의 정확성은 매우 높게 관

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단코드와 같이 수(手)작업을 통한

입력의 경우에는 일단 용어의 표준화와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계속

적으로 정보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 과정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텍스트 정보의 경우 정보의 활용이 수

치화되거나 코드화된 정보에 비해 용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

른 정보의 관리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처방전

달시스템에서 관리해야하는 정보의 형태는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PACS시스템과 같은 영상이미지와 같은 형태의 정보도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정보는 그 용량이 지금까지의 정보가

차지해왔던 정보의 용량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매우 큰 것으로 이의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의 진료항목 입력 및 작성을 비교해본 결

과 처방전달시스템의 항목의 입력과 의무기록의 수기 작성이 중복되어 이

루어지고 있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수기작성에 중점을 두어 작

성을 하게됨으로써 처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되어져야 하는 정보가 낮은 수준

의 정확성을 지닌 정보가 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중복되어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는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어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정보의 생명은 정확함에 있다고 할 수

- 37 -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이나 서비스 개선 측

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처방전달시스템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

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처방전달시스템 데이터

의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진단명, 진단코드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하

였다.

대부분의 경우 병동에서 환자의 주진단명을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

는 인력이 인턴이나 전공의 1년차였으며, 이들은 다른 직위의 의사 인력에

비해 임상경험이 적고 판단에 대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 처리과정에 있어서 주진단 코드 의 입력시 일치율을 높히기 위해 이

들의 정보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과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과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업무과정을 살펴보면 처방에 대한 업무권한은 대부분이 의사직에게

부여가 되어 있으며, 처방여부나 결과에 대한 조회에 대해서는 간호사직에

게도 업무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는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의 의무기록의 정질

량관리의 역할을 하는 의무기록사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환자의 정보를 현

재와 같은 의무기록의 정질량 관리라는 차원과 동일하게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데이터는 발생되는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에 의해서 직접 입력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처방전달시스템의 입력 업무 처리자는 대부분이 의사직으로 현

재와 같은 의료 현실에서 많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면서 데이터를 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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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를 의사직에게 모두 분담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저

장되기 전에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었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이터의 정질

량 관리 업무 과정이 의사직 이외의 직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훨씬 효율

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업무처리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보의 관리업무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며, 정보관리

의 업무를 담당할 적합한 업무영역을 현재의 병원 인력내에서 개발하는 것

은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외적인 측면을 전

산부서에서 관리한다면, 정보의 내적인 측면, 즉 정보의 정질량 관리는 지

금까지의 병원 내에서의 업무 경험이나 적절성으로 판단하여 보면 의무기

록사의 업무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병원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병원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과거

의 업무처리과정을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은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검토를 시행하여 병원 정보시스템 도입의 본래 목적인 병원 경영의 합리화

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료기관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좋은 시스템의 개발도 물론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정보들을 관리하는 많은 인력들은 자신들이 생성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병원내의 인력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병원은 끊임없는 교

육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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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병원 정보시스템을 이루는 하위 시스템들 중 대표

적인 처방전달시스템과 의무기록관리시스템의 정보의 관리 현황을 조사

하였다. 의무기록관리시스템 중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의무기록과의 퇴원환자분석시스템과 처방전달시스템의 진료 관련 기본

정보 입력 항목들을 비교하고 입력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비교함으

로써 동일 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입력과 관리의 효율성의 문제

를 파악함으로써 정보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항목으로 처

방전달시스템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와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 입력된

주진단 코드를 비교하여 일치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진단 코

드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

였다.

처방전달시스템과 퇴원환자분석시스템에 입력된 42개의 기본적인 항

목으로 입력 여부와 입력자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환자의 기본적인 인

적사항이나 입퇴원사항등의 원무과에서 입력한 12개 항목은 함께 공유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3개 항목에 있어서는 공통된 항목을 각

각의 업무 처리과정을 통해 입력하고 있었다. 병원 정보시스템에서의

데이터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데이터의 입력 및 활용에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진단 코드, 수술관련항목들의 일치도를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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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주진단 코

드의 일치도에 유의한 요인으로는 입원경로, 생검 시행 여부, 입력한 의

사의 직위, 퇴원 직전에 입력되어 있는 주진단 코드의 삭제여부, 재입원

여부가 있었다. 반면에 내원경위나 퇴원시 환자의 치료결과는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에서 입력된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는 60%미만으로 나타났다. 외

래에서 주진단의 입력이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주진단의 개념의 차이가 가장 큰 인으로 생각된다.

수술관련항목의 일치도는 진단코드의 일치도보다 매우 높았다. 그러

나 마취종류의 일치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방전

달시스템에 입력되는 마취종류의 구분과 의무기록 퇴원환자분석시스템

에 입력되는 마취종류의 구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앞으

로는 이러한 입력 데이터의 내용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어 이를 병원의 경영의 합

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개

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연구기관인 대학병원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양

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

금 정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를 입

력하는 담당자들의 업무처리과정을 검토하여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과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원 전

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데이터를 양질의 것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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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 있어 조사 대상이 한 대학병원으로 국한되어 처방전달시스

템의 항목들을 검토하였고,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를 검토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주진단 코드의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몇 가지의 요인으로 한정하여 각

요인별 주진단 코드의 일치여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주진단 코드의 일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밝혀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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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valuation of facts related to effective management and

accuracy of data in order communication system

and hospital discharge information system

of medical record department.

- Focuse on information about diagnosis and operation -

Sooyeon Choi

Departmen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of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o Hyun Cho, M.D., Dr. P.H)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formation of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and MIS(medical record information system of hospital discharge) in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Basic input items and person are compared

in OCS and MIS. It is possible to solve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information input. Quality data makes quality information. So,

it is important to take care of quality data in information system, especially in

OC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facts of taking care of quality and

accuracy. The following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obtained.

1. 42 data items are compared side-by-side between OCS and MIS. 12 in

a total of 42 items are held in two information systems. These are desirab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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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 systems. Otherwise, the remainder of the other 30 items are

managed with the gathering and storage of data respectively. Since this is

inefficient data management, this needs to be improved.

2. This study analyzes the consistency of items related to principal

diagnoses and operations of MIS and OCS.

A route of administration, biopsy, positions of doctors in charge of the

input process, deletion of codes of principal diagnosis right before discharge

and readmiss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nsistency rate of principal

diagnoses of outpatients is less than 60%.

The important thing to be noted is the difference of principal diagnosis

concept.

3. Consistency of operation items is higher than that of principal

diagnosis. But consistency of anesthesia is lower than other operation items.

This is because classification of anesthesia in OCS is different than it is

within the MIS system. Therefore there is a need of standardization of data

input in the future.

Finally, the working process should be improved to get data accuracy and

to avoid data duplication in OCS. The effective usage of information should be

continuously researched and developed.

Quality information of HIS will be beneficial in promoting efficiency and

rationalization of hospital management. It is also possible to improv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to patients and to maintain our reputation as a quality

university hospital as a premiere educational and research facility.

It is all important to educate people in charge about of information

knowledge to produce quality information of achieving the basic goals of

service at a univers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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