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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많은 병원들은 OCS, PACS, EMR과 같은 정보시스템에 투자하며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의 목적은 P 병원의 HIS(병원정보시스템)를 정보경제 방법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있다. 특히 EMR을 통해 외래환자 대기시간의 감소를 평가하

였으며, EMR을 포함한 P 병원의 HIS의 5년 동안의 B/C ratio(비용-편익 비

율)와 IRR(내부수익률), 그리고 NPV(순현재가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

로 주요 요인과 정책변수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MR에 따른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는 EMR을 도입하지 않은 P 병원과 

EMR을 도입하였지만 원무시스템이 비슷한 S 병원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

다. B/C ratio와 IRR 그리고 NPV는 편익항목을 5가지(직접편익, 가치가속, 

가치연결, 가치재구성, 가치혁신)로 구분하는 정보경제방법을 통해 나타내

었으며, 비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장비에 해당하는 시스템 비용과 이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5개년에 대한 B/C 

ratio는 1.51이었으며, 편익의 항목 중 환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외한 병

원의 편익에 대한 B/C ratio는 1.18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은 모두 경제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으로 P 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을 5개 병원으로 확장할 경우 B/C ratio는 

1.89이며, 10개 병원으로 확장할 경우 1.95로 B/C ratio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P 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보경제방법에 의해 구분된 편익을 모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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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정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과 P 병원 

한 병원만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차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며, 특성이 다른 병원

을 몇 군데 선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정보경제,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병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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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업무 및 운영방법 등이 변화되고 있

으며 정보기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사회의 

여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료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의료정보기술 분

야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업무 및 운영방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어 의료수요가 급증하

였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전하게 되어 대

단위로 발생하는 의료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에 의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날로 치열해져가는 의료시장 경쟁은 의료기관으

로 하여금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박웅

섭, 2007). 또한 의료환경 및 의료정책의 변화로 인해 단순한 업무처리 수

준의 전산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의료 및 진료정보와 병원경영정보를 공

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의 병원정

보시스템의 필요성 또한 강조 되었으며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하

게 되었다(최준영, 2009). 

  병원정보시스템이 도입된 후 약 20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

나, 민간주도로 병원조직에 따라 제각기 추진되어온 만큼 병원정보시스템

의 발전단계와 발전정도는 병원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영철 

외, 2000).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내의료기관 정보화현황 실태조

사에서 종합병원급 이상은 정보화수준이 높았으며, 중소규모병원의 정보화 

수준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외래 OCS 76.5%, 입원 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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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PACS 47.1%, 외래 EMR 20.7%로 EMR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OCS와 PACS는 모두 100% 구축

하였으며, EMR은 77%가 도입하였다(김은숙, 2010). 

  현재 미국에서는 처방전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이 17%이고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7.6%에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 

비해 병원정보화가 크게 뒤떨어져 있다. 미국 병원들이 정보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74%가 구입을 위한 적절한 자본, 44%가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우려, 36%가 의사들의 저항, 32%가 투자에 대한 불분명함이라

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0%가 정보기술을 가진 staff의 부족이라고 답하

였다(Jha 등, 2009).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의료보험(NHI) 실시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병원의 정보화와 전 국민의 전자건강기록부(EHR) 등

록을 발표한 이후 병원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20조원씩을 병원정보화를 위해 병원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EHR을 도입하지 않는 병원은 2015년부터는 의료보험비를 1% 삭

감하고, 2016년에는 2%,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씩을 추가로 삭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채영문, 2010).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건분야 정보화를 추진하고

자 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정보시스템의 구축, 도입실태 및 과정, 

사용자의 만족도 및 경제성에 대한 측정과 평가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새로운 병원정보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였을 경우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

과 병원운영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최준영, 2009). 또한 대부분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에 따른 효과, 

의료의 질 향상 등 간접적인 효과가 크지만 이에 대한 연구방법이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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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직접적인 효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치중한 

경향이 있었다(김형미, 1999; 정우진 등, 2002). 그리고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한 연구들은 모든 편익항목들을 산출할 때 주로 가정치를 사용하거나 

간접적인 효과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분석하였으며(채영문, 1991; 강성홍, 

1997; 유승윤, 2004), 또는 직접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간접적인 가치

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즉, 새로운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나타나는 병원의 수입의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의 요구는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

을 도입을 해야 하기에 도입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병원정보시스템이 

실제적인 환자진료 및 병원업무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요인 또는 부정적인 

요인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이 병원운영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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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을 때의 비용-편익 비율을 

비교하여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나타내며, 민감도분석을 하여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외래대기시간을 측정한다.

   둘째,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의 경제성 성과분석을 한다.

   셋째,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의 주요 편익항목의 가정과 정책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하며,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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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병원정보시스템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은 병원 내의 모든 

의료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외래접수 및 수납, 입원등록 및 퇴원, 병동관리, 안내 및 정보관리, 처방

등록 및 행위별 관리, 약국 및 진료지원부서관리, 구매 재고관리 등을 전

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병원업무관리시스템이다.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병원 경영 합리화로 인한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강성홍, 2002).

  병원정보시스템은 일반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과 달리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하며 다양한 업무(크게 진료, 진료지원, 행정업

무로 구분)를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며 의사결

정 및 업무지원을 위해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가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 

  병원정보시스템은 환자의 병원체제시간,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재원기간

을 단축하는 등의 환자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진료측면에서 

효과적인 환자의 데이터관리를 통해 검사의 신속화와 진료 종사자의 사무

부담 경감, 진료 데이터의 효율적 전달, 획득 및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관리수준 향상을 통해 약가, 진료보수시스

템 변경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각종 통계 관리 자료의 내용 충실 및 

작성의 신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기시간의 단축과 

재원기간의 단축으로 병원에서는 환자의 증가효과를 가져오며, 업무의 자

동화로 인한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은 인건비의 절감 효과와 관리비용의 절

감효과를 가져온다(채영문, 1991; 강성홍, 1997). 그리고 회계업무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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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조도 (김동수 등, 2004)

향상과 오류 감소, 청구서 작성업무의 신속화 및 효율화, 미수금 관리 향

상, 인건비 절감, 재고관리의 향상 및 재고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학 연구 측면에서는 종전에 수작업으로 처리하였던 많은 임

상자료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구를 하며, 새로운 

임상연구 또한 할 수 있게 된다. 

  병원정보시스템은 기능에 따라서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경영정

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임상병리검사정보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LIS)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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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분석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경제성 분석이란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투입이란 보건

의료자원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산출이란 투입을 통해 증가하는 수익 

및 환자 수 변화, 업무 프로세스 향상 등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런 경제성 평가가 투입과 산출의 모든 항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하여 제한된 예산을 통해 합리적으로 자원을 

사용토록 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 정보경제학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경제성분석에서 비용-편익 분석이 가장 널리 이용

되었지만, 시스템의 경제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편익을 직접적인 영향이 나

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산

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Parker(1990)는 경제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무

형의 가치의 측정문제와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 방식

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경제성 분석은 측정의 문제가 중요한데, 특히 비용보다는 편익

의 측정이 문제가 된다. 이에 Parker 등(1990)은 경제성을 편익개념에서 

확대한 가치(Value)의 관점에서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ics)라는 새

로운 틀에 맞추어 분석 및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개념이 Poter(1980, 1985)의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

이다. 이는 가치사슬을 경제성의 효과 측면에서 가치가속(Value 

Acceleration), 가치연결(Value Linking), 가치재구성(Value 

Restructuring), 혁신으로 인한 가치(Innovation Valuation)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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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경제학에서 일컫는 좁은 의미의 경제성

과 넓은 의미의 경제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라 하겠다(박은

아, 2008).

  경제성 측정에서 소요경비 및 이용가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평

가항목을 찾아야 하며 실제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좁은 의

미에서 경제성 측정이라고 하며 좁은 의미의 경제성은 정량화 가능한 평가

만을 고려해 넣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성적 변수의 경우는 측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해 넣어야 한다. 따라서 넓은 의

미의 경제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부정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가 공공부문의 경제성을 측정하는데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유승윤, 

2004). 

1) 직접편익

  직접편익이란 원가대체(Cost Replacement), 원가회피(Cost Avoidance)

와 같이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절감되는 가시적인 편

익을 말하며, 이 편익은 가시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측정

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2) 가치가속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정보의 전달을 신속하게 해주어 의사결정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신속성의 증가가 

가져오는 조직의 가치향상을 시스템의 가치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

치가속화에 근거한 경제성 평가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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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연결

  가치연결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관련 업무에서 중복 입력을 막아주

며, 또한 업무간의 연계성을 향상시켜 원가의 회피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

나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직의 효율성의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4) 가치재구성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조직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기존 조직보다 개선

된 형태의 조직구조와 작업구조의 형성을 가능케 해준다. 이러한 가치의 

증가를 고려한 경제적 평가방법이 가치재구성에 의한 경제성 평가방법이

다. 

5) 혁신에 의한 가치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은 조직의 가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혁신

으로 인한 가치변화라 한다. 

나.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특히 효율성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비용-편익 분석의 기본적인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용-편익 분석 방법은 국가의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

정하는데 있어 혹은 민간부문의 각종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이 공공부문의 

사업평가에서 중요시되는 이유는 사경제부문과는 달리 시장 메커니즘에 의



- 10 -

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객관적인 평가의 기법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박은아, 2008). 즉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각각의 

분석에 사용되는 항목이나 대안들 중에서 어느 것이 비용대비 편익이 가장 

높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편익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개별정부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다. 개별사

업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이나 정책 자체를 비교, 평가하는 것도 넓은 의미

의 비용-편익 분석에 속하지만 여기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별사

업단위에 대한 것이다.

  둘째, 기업차원의 재무적 분석과는 달리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

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한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 새로운 사

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타당성 검토와 비교해 볼 때 접근방법은 비슷하

다고 하더라도 개념적으로는 아주 다르며 비용과 편익의 성격과 내용에 근

본적인 차이를 가진다.

  셋째,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 시

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물론 민간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시간

이라는 변수는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에서의 시간변수는 공공사업의 시간변

수와 같을 수 없다. 즉, 공공사업이 훨씬 더 길며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넷째, 비용-편익 분석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방법이

다. 기본적인 분석의 논리는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

실적용을 위해 많은 응용이 분석과정에서 채택된다. 또한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치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약 등 현실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

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다섯째, 비용-편익 분석은 객관적인 분석방법이다. 비용-편익 분석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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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의사결정수단의 하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공되는 모든 정

보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내려진 

결론이 항상 채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결정자가 합리적인 다른 가치판

단에 의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라도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객관

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단

계를 따른다. 첫째, 분석되어져야 할 대상사업의 구체화 단계이다. 둘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게 될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현재 및 미래

의 모든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가치를 금전적 단

위로 환산하는데 긍정적 영향은 편익으로, 부정적 영향은 비용으로 간주된

다. 넷째,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편익을 계산한다. 다섯째, 의사결정

자가 선호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이 행해져야 한다.

  비용-편익 분석의 경제성 및 효율성 평가를 위해 고려하고 있는 기법들

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회계적인 방법과 계량적인 방법, 그리고 

정성적인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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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회계적 방법

(Accounting   

Methods)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PPM)

- 투자수익률법(Return On Investment, ROI)

-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

-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IRR)

계량적 방법

(Quantitative 

Methods)

-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 시뮬레이션

  (Simulation Approach for Evaluating MIS)

- 의사결정이론

  (Bayesian Statistical Decision Theory)

정성적 방법

(Qualitative 

Methods)

- 사용자 주관적 평가

  (Subjective Estimation from People)

- 전문적 평가(Delphi Technique)

- 점수배정방식(Scoring Method)

표 1. 비용-편익의 평가방법의 종류

1) 회계적 방법

  회계적 방법은 투자대비 효과를 회계학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

이며 회수기간법(PPM), 투자수익율법(ROI),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

율법(IRR) 등이 사용된다.

  회수기간법은 초기투자액을 연간 발생하는 편익 즉, 효과금액으로 나눔

으로써 초기투자액을 회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

용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

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직에서 계산방식의 용이성 때문에 많이 활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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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수익율법은 투자 사업에 대해 연평균 현금흐름(Cash Flow)을 초기투

자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투자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효과를 전체적인 효과로 보기 때문에 현금흐름의 연도별 차이액이나 시간

가치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순현재가치법은 투자 사업에 대해 순현금 흐름을 파악하여 일정 시점에

서의 누적된 총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에 대해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여 초기투자액을 차감함으로써 순 현금 흐름의 현

재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내부수익율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해 현금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방

법이다. 내부수익률은 정해진 평가기간 동안의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

인율로 표현된다.

  회계적 방법은 비용과 효과에 대한 현금흐름(Cash Flow)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적 계산이 쉽다는 점 때문에 많

은 조직에서 도입 운용되고 있다. 회계적 방법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비

용 및 효과금액에 데이터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무형의 이익(Intangible)

은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진다.

  회계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은 다음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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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장  점 단  점

회수기간법

(PPM)
- 계산이 단순하고 쉬움

- 현금흐름과 현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투자수익율법

(ROI)

- 투자사업별 현금 흐름분석

- 계산이 용이

- 현금흐름의 연도별 차이

액,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음

순현재가치법

(NPV)

- 투자의 현재가치 계산

- 기회비용을 반영

- 현금흐름에 대한 시장가치

(이자율)을 반영치 못함

내부수익율법

(IRR)

- 현금의 시장가치 고려

- 상호 배타적인 투자 대안 

비교 유용

- 할인율에 기회비용개념 미

반영

표 2. 회계적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2) 계량적 방법

  계량적 방법은 투자대비 효과를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으

로 정보 이론적 방법, 시뮬레이션, 통계적 의사결정방법 등이 사용된다.

  정보 이론적 방법은 정보경제학적(Information Economics) 개념을 이용

하고 있는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정보의 획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금액을 차감하여 나타나는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 효과를 산

정하는 방식이다(Parker, 1990).

  시뮬레이션 방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시스템의 구

축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여러 차례의 실험적인 개발과 응용을 통해 전

산화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의 평가를 통해 소요된 비용

과 성과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무형의 효과(Intangible Benefit)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적 의사결정방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연간 

발생하는 효과나 실적 데이터를 표본조사로부터 추출하여 평균과 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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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함으로써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전산화의 비용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방

법이다.

  계량적 방법은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의해 전산

화의 효과를 산정하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한계로서 비용과 효과

에 대한 데이터의 표본 및 측정범위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으

며, 성과측정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나 애매성으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3) 정성적 방법

  정성적 방법은 계량적인 비용대비 효과보다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

용자나 전문가로부터 주관적으로 인식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

자의 주관적인 평가,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점수배정방식 등이 

사용된다.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방법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나 이해집

단 혹은 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델파이기법은 해

당 시스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비용이나 효

과를 산정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전문가나 컨설턴트가 

기존의 경험이나 이론적으로 정립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점수배정방식은 전산시스템의 비용이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나 효과에 대

해서는 조직에 필요한 효과항목을 사전에 정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항

목에 대해 서열(Ranking)을 매김으로써 필요한 효과를 점수로 산정하는 방

식이다.

  정성적 방법은 비용대비 효과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사용

되는 방법이 아니며 회계적 방법이나 정량적 효과 산정방식에 대해 평가방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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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및 효율성 평가 방법 중에 계량적 방법은 비용과 효과에 대한 데

이터의 표본 및 측정범위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정성적 방법은 

계량적인 비용대비 효과보다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용자나 전문가로

부터 주관적으로 인식된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기존의 연구 동향

  기존 연구 중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병원정보시스템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아닌 병원정보시스템에 

속하는 각각의 세부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에

서도 비용-편익 분석을 사용한 연구보다는 정성적 방법인 설문을 통한 만

족도를 연구하거나 편익의 산출의 어려움 때문에 비용만을 산출하는 연구

들이 대부분이다. 

  우선 처방전달시스템(OCS)은 병원정보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

로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를 중심으로 일련의 흐름을 전산화한 것으로 

크게 입원과 외래를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Kaushal et al.(2006)은 처방

전달시스템의 비용-편익 분석을 보스톤에 있는 720병상 규모의 3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7백만달러를 남긴다는 결과를 통해 처

방전달시스템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Bates(1999b)는 의료인들에게 

의사결정지원 기능을 통해 약물 부작용과 용량 또는 투여방법을 부적절하

게 지시한 것과 같은 처방오류를 감소시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리고 채영문 등(1991)은 비용-편익 분석과 정보경제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민감도분석도 함께 한 결과 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이 경

제성의 외적환경인 인플레이션의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인건비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시스템개발은 인건비 감소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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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할 것을 제안 하였다. 정우진 등(2002)은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의료이용자, 의료기관, 약국에 어떤 비용과 편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순편

익을 증대시킬 것인지를 알고자 분석하여 5년간 사회 전체적으로 5조 

8,918억원의 순편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추계하였다.

  둘째로 임상병리정보시스템(LIS)은 병원에서 수행되는 검사건수의 대부

분을 담당하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

료정보의 많은 부분을 처리하기에 필수적인 병원정보시스템이다. Bates 등

(1999a)은 오차를 관리하는 정도관리를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에 귀중한 시

간과 노동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의 도움으로 신속하

고 정확한 정도관리를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은 첨단 영상전보통신 기술을 바탕

으로 병원 내의 각종 진료영상을 디지털 형태로 취득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진료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Reiner 등(2000)

은 PACS 도입 이후 방사선 검사 이용실적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영상서

비스의 횟수를 증가시키고 판독되지 않는 영상검사를 감소시켜 병원의 외

래와 입원수입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최준영(2009)은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병원운영성과를 병원특성과 병원정보시스

템의 운영방식에 따라 비교한 것으로 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5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원활한 자금회전이 가능하게 하

고 처방전달시스템보다 적은 관리비용이 지출되어 지출비용보다 수익증대

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업무감소로 인한 인력

비용이 절감되고 원활한 자금회전을 가능하게 하며 처방전달시스템보다 적

은 관리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양섭 등(2000)

은 1999년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하여 적용한 이후 2개의 도입병원과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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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입병원의 자료를 비교한 5년간의 분석에서 흑자를 창출하였으며 병원 

내 타 직종 인건비 절감, 양질의 의료제공, 그리고 인력관리의 효과 등 간

접효과를 포함한 이익은 더욱 큰 흑자를 창출시킨다고 하였다.

  넷째로 전자의무기록(EMR)은 Wang et al.(2003)은 일차 진료에서 EMR 시

스템의 비용과 편익의 평가를 위해 과거 연구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현재가치가 최소 $8,400를 가진다는 결과를 통해 

EMR 시스템의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강성홍(1997) 의

무기록 전산화의 모형을 개발하고 500병상 규모를 대상으로 경제성분석을 

하였는데 외래와 입원의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챠트

보관공간 절감, 인건비 절감 등의 항목을 통해 외래와 입원을 동시에 전산

화 한 경우 편익-비용의 비는 4.3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환자

수의 증가와 인력절감이 주요 영향 변수라고 하였다. 

  이외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로 최원호

(2003)는 병원의 전자구매조달시스템이 조사병원과 병원계 전체에 미치는 

순편익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여, 종합병원 4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조

사병원의 전자구매조달 확대 폭이 32.6% 기준으로 5년간 4개 병원은 약 29

억원의 순편익을 얻으며, 전자구매조달 확대폭이 늘어날 경우 순편익 규모

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형미(1999)는 병원급식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급식시스템 개선으로 나타나는 투자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으로 5년

간의 발생하는 순현재가치가 약 5억원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영

향요인으로 외적환경의 변화보다는 내적환경인 인건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은아(2008)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의 성과분석

을 통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10개월간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바우처 서비스는 비용 감소효과 및 편익이 경

과연수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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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틀

그림 2. 연구의 틀  

나. 연구 대상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병원마다 운영

형태 및 환경이 다르므로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개 병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성분석에서는 연구대상병원(P병원)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내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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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며, 비용-편익 비율을 사용하여 타 병원에서도 적용 및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병원인 P병원은 지리적으로 부산의 서쪽인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역(기차역)에서 버스로 약 10~20분 거리에 있으며 부산 근교의 군, 소

도시들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국립병원으로 약 

2,000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하루에 약 3,500명 정도의 외래환자를 진료

하고 있으며, 약 1,100병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2. 외래대기시간 측정

  경제성분석을 위한 편익항목의 사전 분석으로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로 많이 알려진 외래대기시간을 측정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강성홍, 1997). 

  대상병원 P 병원에서 2010년 7월 13일(월요일) ~ 7월 14일(화요일) 

양일간 외래환자 대기시간을 측정하였다. 월요일(13일)은 일주일 중 가

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는 요일이며, 화요일(14일)은 일주일에 대한 평

균에 해당하는 환자가 내원하기에 양일을 측정하였다. 측정대상은 초진

환자 426명, 재진환자 691명, 내과환자 142명, 외과환자 89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외래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내과는 순환

기내과와 호흡기내과를, 외과는 정형외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진

환자와 재진환자의 경우 접수대기시간과 접수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였으며, 내과환자와 외과환자는 진료대기시간과 진료에 걸리는 시간을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EMR)을 도입한 후 외래대기시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도입하였으며 P 병원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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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자수와 원무접수 절차가 유사한 S 병원을 선정하여 2010년 10월 6

일(수요일) 하루 동안 외래환자의 대기시간을 측정하였다(표 3). 서울

에 위치한 S 병원의 측정대상은 초진, 재진환자의 구분 없이 1층 접수 

및 수납 창구를 이용한 228명, 호흡기내과환자 59명, 정형외과환자 4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  분 P 병원 S 병원 (EMR 도입병원)

병상 수(2009년) 1,143병상 717병상

1일 외래 환자 수 3,513명 3,265명

1일 입원 환자 수 931명 656명

표 3. 두 조사병원의 특성 비교

3. 경제성평가 항목의 선정

가. 비용항목의 선정

  비용항목은 초기 개발비용과 운영유지비로 구분되는데, 장비, 시간 및 

사람 등 투자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량화 될 수 있는 요소가 대부

분이므로 편익항목보다 쉽게 산출할 수 있다. 

  Wang et al.(2003)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 도입비용, 운영유지비

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개발원(2008)은 크게 초기투자비와 운

영 및 유지보수비로 구분하였으며 초기투자비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의 구입비용과 개발비 등이 포함되며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운영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성홍(1997)은 시스템 도입비용과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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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드웨어 비용, 운영유지비용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개발원(2008)의 구분에 따라 비용항목을 산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항  목

하드웨어 구입비 전산장비

통신장비

정보보호장비

주변기기(Disk Storage)

기타장비(PC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DB구축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초기개발비

확산구축비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일반솔루션

보안솔루션

개발솔루션

기타솔루션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네트워크 구축비

정보시스템 감리비 감리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10%)

DB 및 상용SW유지보수비(10%)

네트워크 유지보수비(10%)

SW운영외부업체 운영용역비

표 4. 비용항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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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익항목의 선정

  정보화로 인한 효과는 형태에 따라서 정량화가 쉬운 효과와 정량화하기 

어려운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라는 관점에서 

효과를 비용절감 및 수익증가 등 경제적 지표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보화

에 따른 의사 결정 능력 향상, 업무 기능성 향상, 관리 효율 증대, 고객 

인지도 향상, 경쟁력 향상 등 효과는 원가 감소 또는 수익증가의 결과로 

나타낸다. 이러한 항목을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정의하고, 

정보화 효과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기업 정보화 효과 지표를 산출한다(최영

식, 2006).

  정우진 등(2002)은 원외 처방전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처방전 발행비용 

절감, 입력요원 인건비 절감, 처방조제 인건비 절감, 보험청구 기각률 감

소에 따른 재청구 인건비 절약으로 구분하였으며, 유승윤(2004)은 환자 증

가 및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편익, 환자 중복검사 감소로 인한 편익, 인력 

및 근무시간 절감, 환자 회송 및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병상회전율 증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경제학 방법에 의해 편익항목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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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직접편익 인건비절감으로 인한 편익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

소모품절감으로 인한 편익

가치가속
외래환자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편익

외래환자 증가에 의한 편익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

가치연결 투약오류 등으로 인한 편익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

가치재구성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익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문 감소에 따른 편익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가치혁신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리 감소에 의한 편익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외래 Radiology(X-ray)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

표 5. 편익항목의 종류

다. 관련지표의 선정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가치로의 환산을 위한 할인율이나,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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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내용연수 등의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된다.

1) 사업의 내용연수

  사업의 내용연수는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해당 

투자사업의 효과가 몇 년이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사업의 내용연수는 50년 미만으로 보며 투자사업의 경제

성 평가는 미래의 편익과 비용흐름을 할인율에 적용하여 현재 가치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먼 장래의 수익과 비용은 사실상 투자사업

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기간은 해당사업 또는 시

설물의 내용연수와 같거나 또는 그보다 짧게 보는 것이 통례이다(최영식, 

2006).

  이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무기록 전산화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한 

강성홍(1997), 전자의무기록의 비용-편익 분석을 한 Wang et al.(2003), 

대학병원의 영양부서의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한 김형미

(1999),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비용-편익 분석을 한 정우진 등

(2002), 처방전달시스템의 경제성분석을 한 채영문(1991)의 연구 모두 내

용연수를 5개년으로 선정하여 분석 하였으며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공공의료정보화사업의 예비타당성보고서에는 10년을 내용연수로 선

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내용연수로 사용한 5년을 선정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2) 할인율

  편익과 비용의 측정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편

익과 비용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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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2008). 투자 사업은 현재의 자원을 투입하여 미래의 수익을 얻는 

과정으로 표현되므로 투자 사업에 소요되고 산출되는 자원의 가치가 여러 

기간에 걸쳐 있을 때, 투자사업의 가치 흐름을 하나의 계량지표로 표현하

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간의 가치를 특정 기간의 가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다양한 기간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전환하는데 사용되는 계수가 

할인율이다(최영식, 2006).

  이 할인율을 너무 높게 잡으면 순현재가치가 작아지며, 반대로 너무 낮

게 잡으면 순현재가치가 높아져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그렇기에 할인율로서의 고려대상은 시장이자율(Market Rate of 

Interest), 정부공채이자율(Government Borrowing Rate), 기업할인율

(Corporate Discount Rate), 개인적 할인율(Personal Discount Rate), 사

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을 들 수 있다(김동건, 2008).

  Kaushal et al.(2006)은 사회적 할인율을 따라 7%로 선정하였으며, Wang 

et al.(2003)은 5%로 선정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2008)은 사회적 할인율

로 5.5%로 선정하였으며, 강성홍(1997)은 항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

였지만 대체적으로 10%의 할인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08년~2009년 동안의 금리의 평균

인 3.69%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4. 평가지표의 선정

가. 비용-편익 비율

  비용-편익비율(B/C Ratio)은 편익/비용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가장 통상적인 평가기준으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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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분석기준과 같이 단일계산 분석법이며, 특정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사업의 최적규모를 결정할 때, 그리고 최적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이는 투자 사업기간동안 총수익의 현재가치와 총비

용의 현재가치와의 비율로서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이 다른 경우에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 측정은 가능하나 다양한 사업간 상대적 수익 척도로는 불충

분하다는 단점이 있다.

 





   
 

 





   
 

 : 기간  에서의 편익 

  : 기간  에서의 비용

  : 흐름의 최종기간

   : 할인율

나. 순현재가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란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순편익의 합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 순현재가치가 

정(Positive)으로 나타나면 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순현재가치 분석은 모든 타당한 경제적 자료를 단일 

계산화하여 심사(Screening)나 순위 매김(Ranking)이 가능하나 미래에 발

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할인율 산정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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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에서의 현재가치흐름 

     : 흐름의 최종기간

   : 잔존가치 또는 최종가(Salvage value)

      : 할인율

다. 내부수익률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란 투자 사업이 원만히 진

행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대되는 예상수익률로서 투자사업의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순현재가치(NPV)

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즉, 미래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

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내부

수익률(R)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r)보다 크다면 그 투자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    
 

 : 기간  에서의 현재가치흐름 

     : 흐름의 최종기간

      : 내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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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감도분석

가. 민감도분석의 목적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변동 상황이 발생하며 각

종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정보시스템의 경제성분석의 사업을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할 때 이와 같은 변동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이것이 사업의 성

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렇게 변동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최종판단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

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동 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이라고 한다.

나. 민감도분석의 접근방법

  민감도분석을 행하는 데는 대체로 아래의 3가지 접근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1) 주관적 예측

  주관적 예측이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변동 상황을 주관적인 느낌으

로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신속하고 간편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분석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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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민감도 분석

  앞의 방법이 순전히 주관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면, 선택적 민감도분

석(Selective Sensitive Analysis)이란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변동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상황들을 

선택하고 이들의 변화가 사업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방법을 말한다.

3) 일반적 민감도분석

  일반적 민감도분석(General Sensitive Analysis)은 사업의 순현재가치 

또는 내부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Key Parameters)들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나열하고 이 가능성 하나하

나에 대하여 확률을 부여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민감도분석은 사

업효과에 대한 확률분석(Probability Analysi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종

의 위험분석(Risk Analysis)이라고 할 수도 있다.



- 31 -

구 분 가정치 근 거

비용항목

운영 및 유지보수비
구입비용의 

10%

- 강성홍(1997), 박은아(2008) : 10%

- Wang et al.(2003) : 12~18%

직접편익

인건비절감으로 인한 편익

단순인력 업무 감소율 50%
- 연구자의 가정 : EMR을 통해 대체 

또는 없어질 것으로 가정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

챠트보관 공간 240평 - 강성홍(1997) : 500병상에 120평

평당 건축비 700만원

- 강성홍(1997) : 700만원

- 노은지(2008) : 700만원

- 류광현(2008) : 850만원

표 6. 경제성 분석 가정치

IV. 연구 결과 

1. 가정

  병원정보시스템의 경제성분석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투입된 비용과 효과로 나타나는 편익의 값 모두 실제 금액을 사용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대상 병원과 대상 시스템에 대한 가장 정

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의 경우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가

감 없이 적용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지만, 편익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산

출할 수 있는 항목과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편익으로 구분되기에 실제 금액

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간접적인 편

익을 산출하기 위한 가정치 및 가정비율을 선정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32 -

소모품절감으로 인한 편익

종이 1장 가격 8원
- 인터넷 판매 종이 한 장 가격 : 

6~10원

입원환자 1일 종이 사용량 5장 - P병원 의무기록실

외래환자 1일 종이 사용량 3장 - P병원 의무기록실

폴더 1개 가격 1,141원
- 강성홍(1997) : 800원

- 통계청 : 물가인상률 3% 적용

1년간 폴더 사용량 100,000개 - 강성홍(1997) : 500병상에 5만장

가치가속

외래환자 증가에 의한 편익

외래환자 증가율 0.2% - 강성홍(1997) : 1%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

입원환자 증가율 0.2% - 강성홍(1997) : 2%

재원기간 단축률 0.2% - 강성홍(1997) : 2%

가치연결

투약오류 등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

투약오류 감소율 5%

- Girosi(2005) : 15.2%

- Bates et al.(1999b) : 80%

- Kaushal et al.(2006) : 32~80%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

입원기준 단순 청구 오류 조

정건율
0.1% - 심사평가원(2009) : 0.49%

가치재구성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익

업무 감소율 50% - 한국개발연구원(2008) : 50%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예약업무 FTE
6.875명 - 한국개발연구원(2008) : 6.875명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문 감소에 따른 편익

포털기능을 통한 제 증명 대

체비율
14.3%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4.3%

포털기능을 통한 제 증명 대

체비율에 대한 가중치
0.5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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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제 증명 연간 

평균 발급 건수
24,260건 - 한국개발연구원(2008) : 24,260건

공공의료기관 1회 방문시 발

생비용
20,253원 - 한국개발연구원(2008) : 20,253원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외래환자 1인당 챠트 업무 

감소시간
0.026시간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026시간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인

력 연평균 업무 수행시간
2,080시간 - 한국개발연구원(2008) : 2,080시간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행정업무처리시간 감소율 30% - 한국개발연구원(2008) : 30%

관리비 40% - 한국개발연구원(2008) : 40%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감소율 33% - 한국개발연구원(2008) : 33%

관리비 40% - 한국개발연구원(2008) : 40%

가치혁신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리 감소에 의한 편익

장애처리 요청 건수 15건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5건

건당 장애처리 Man/Hour 20시간 - 한국개발연구원(2008) : 20시간

시간당 장애처리 비용 11,949원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1,949원

감소율 75% - 한국개발연구원(2008) : 75%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의뢰/회송 목적의 타기관 의

무기록 필요비율
13%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3%

의무기록 챠트 발급 시간 0.067시간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067시간

챠트 발급 시간당 가치액 7,045원 - 한국개발연구원(2008) : 7,045원

챠트 발급 시간 감소율 62.5% - 한국개발연구원(2008) : 62.5%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병원간 교류 시스템 이용한 

사람 비율
0.0054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0054

불필요한 외래 Lab 재검사

율
14.3%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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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

검사 감소율
52%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52

외래 Radiology(X-ray)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환자당 X-ray검사 이용 수 0.3062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3062

X-ray검사 평균 비용 29,582원 - 한국개발연구원(2008) : 29,582원

전체외래환자 중 공공의료기

관 환자의 역수
14.084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4.084

병원간 교류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0.54%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0054

불필요한 외래 Radiology 

재검사율
14.3%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4.3%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

검사 감소율
49.8%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498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외래 CT 검사 총 비용 1,811백만원
- 한국개발연구원(2008) : 

                   278,897백만원

외래 MRI 검사 총 비용 580백만원
- 한국개발연구원(2008) : 

                    89,360백만원

병원간 교류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0.54%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0054

불필요한 외래 Radiology 

재검사율
14.3%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4.3%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

검사 감소율
49.8%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498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1.85% - 한국개발연구원(2008) : 1.85%

정보화로 인한 재입원 감소

율
3.1% - 한국개발연구원(2008) : 3.1%

병원간 교류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0.26% - 한국개발연구원(2008) : 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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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래대기시간 분석

  P 병원과 S 병원을 대상으로 외래환자 대기시간을 측정하여 원무과(초

진, 재진환자), 내과(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외과(정형외과)로 구분하

여 환자 1인당 소요되는 대기시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표 7).

  원무과 접수 및 수납에서 P 병원은 2분 13초가 소요되었지만 S 병원은 

53초가 소요되어 P 병원에 비해 60%가 단축되었다. 내과 접수의 경우 S 병

원은 P 병원에 비해 66%가 단축된 12분 1초가 소요되었으며, 외과 접수의 

경우 S 병원은 P 병원에 비해 56%가 단축된 14분 30초가 대기시간으로 소

요되었다.

구  분 P 병원
S 병원

(EMR 도입)
단축률

원무과 접수 및 수납 2분 13초 53초 60%

내과 접수 35분 10초 12분  1초 66%

외과 접수 33분 10초 14분 30초 56%

표 7. 두 병원간 외래대기시간 비교

3. 비용의 산정

  비용은 크게 시스템 도입비용과 유지보수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가. 시스템 도입비용

  시스템 도입비용의 항목은 2008년 공공의료정보화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

원에서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표 4과 같이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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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의 산정은 대상병원인 P 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 도

입에 따른 실제 금액을 도입비용 항목에 맞추어 산정하였다. 이 금액을 기

준으로 경제성분석을 하게 될 때, 투자비용 계산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내용연수는 5개년으로 잡았다.

 

나.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은 시스템도입비용과 같이 표 4과 같이 항목을 선정하였으

며, 대상병원인 P 병원의 실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경

제성분석을 할 때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초기년도 1년은 무상하자 보수 기

간으로 2012년부터 적용하며, 시스템 투자비의 10%로 추정한 다음 연간 

3.69%씩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하지만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 중 PC에 해당하는 비용은 무상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지만, 

서버에 해당하는 비용은 무상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이므로 하드웨어 유지보

수 비용 중 일부는 5개년 추정시 2014년부터 산정된다. 시스템 유지비용을 

10%로 잡은 근거는 표5와 같으며,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이 평균적으로 

구입가격의 10%이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연간 12억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P 병원 양산병원이 이와 비슷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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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값

도입비용

하드웨어 구입비용 3,106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40 

소프트웨어 개발비 8,705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828 

네트워크 구축 및 설계비 281 

정보시스템 감리비 30 

유지보수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비 1,676 

비용 항목 총액 15,166 

표 8. 비용의 산정                                   (단위 : 백만원)

 

4. 편익의 산정

  편익의 항목은 표 5와 같이 선정하였으며, 정보경제방법을 적용하여 직

접편익, 가치가속, 가치연결, 가치재구성, 가치혁신으로 구분하였다. 

  

가. 직접편익

1) 인건비절감으로 인한 편익

  챠트를 관리하는 인력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함으로 인해 챠트관리에 사

용하였던 업무시간이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업무시간단축을 기

본으로 하여 계산하는 비용이다. 챠트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순인력(챠트 

전달하는 업무)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으로 인해 단

순인력이 담당하였던 대부분의 업무가 단축되어 인력이 감소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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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지만 일부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50%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정하였

다.

  P 병원의 챠트를 관리하는 인원수에 이들 1인당 연평균 인건비를 곱한 

후 업무시간 단축에 의해 감소되는 비율 50%를 곱하여 인건비절감으로 인

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2)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은 의무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해 오던 공간

에 대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평당 건축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강성홍(1997)은 500병상을 대상으로 120평이 의무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필요면적이라는 연구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대상병원은 약 1,100병상

으로 병상수가 약 2배이기에 보관면적 또한 2배로 가정 하였다. 평당 건축

비는 강성홍(1997)과 노은지(2008) 기사에서 병원의 평당 건축비가 700만

원이라고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P 병원의 의무기록 보관 공간 넓이 240평에 평당 건축비 700만원을 곱하

여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3) 소모품 절감으로 인한 편익

  병원정보시스템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의무기

록으로 사용하던 종이와 입원 및 외래 의무기록 보관에 필요하였던 폴더의 

사용이 줄어들어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종이의 경우 1장당 가격이 8원으로 가정 하였으며, 이는 현재 유통되는 

종이 중 많이 사용되는 종이가격의 평균값이다. 종이의 사용량은 외래환자

의 경우 하루 3장, 입원환자의 경우 하루 5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는 P 병원의 의무기록전문가들과 면담을 통해 추정하였다. 하지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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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일부 사용되는 종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

여 80%만 줄어들 것으로 보정하였다.

  폴더의 사용량은 500병상 규모의 병원에 5만개의 폴더가 필요하다는 연

구를 근거로 하여(강성홍, 1997), P 병원의 병상수가 약 1,100병상으로 약 

2배이므로 폴더 사용량도 10만개로 보았다. 폴더 1개당 비용은 800원으로 

추정한 과거 연구를 근거로 하여(강성홍, 1997), 약 12년이 흐른 현재의 

물가를 적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2009년 물가인상률 4개년의 

평균(3.06%)을 구하여 12년 동안의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였다. 폴더 사용 

또한 종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사용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80%만 줄어들 것

으로 보정하였다.

  종이 절감으로 인한 편익은 P 병원의 1년간 종이사용량에 종이 1장당 가

격을 곱한 후 보정비율을 적용하였으며, 폴더 절감으로 인한 편익은 P 병

원의 1년간 폴더 사용량에 1개당 가격을 곱한 후 보정비율을 적용하였다. 

소모품 절감으로 인한 편익은 이 두 편익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항  목 값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편익 75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 1,680

소모품 절감으로 인한 편익 207 

종이값 116  

폴더 91  

직접편익 항목 총액 1,961 

표 9. 직접편익의 편익산정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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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치가속

1) 외래환자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편익

  외래환자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편익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외래환자

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회비

용의 감소를 말한다. P 병원에 방문한 연간 외래환자 수는 2009년 하루 평

균 외래환자 수에 내원일수를 곱하여 구하였으며, 방문한 외래환자의 시간

가치는 1시간에 8,984원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한국개발연

구원, 2008). 평균 진료대기시간은 P 병원에서 양일간 실제 측정한 시간으

로 0.57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대기시간 단축률은 약 

60%이지만(표 7) 정보시스템 도입 이외의 영향변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 

40%의 단축률을 적용하였다.

  P 병원의 1년간 외래환자 수에 환자의 시간당 가치금액을 곱하고, 평균 

진료대기시간에 대한 단축되는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외래환자 진료대기시

간 단축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2) 외래환자 증가에 의한 편익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으로 환자가 진료과에 진료를 받기 위해 접

수할 시 챠트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지

고, 진료시간 및 대기시간 단축 효과가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외

래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외래환자 증가율은 선행연구에서는 1%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 하였지만(강성홍, 1997), 본 연구에서는 P 병원이 이

미 많은 환자를 모든 시간에 진료를 하고 있기에 1/5인 0.2%만이 상승할 

것으로 가정 하였다.

  P 병원의 2009년 외래환자 동 진료비에 외래환자 증가율을 곱하여 외래

환자 증가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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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 및 진료에 대한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재원일수가 감소하며, 이에 대한 편익이 발생한다. 

강성홍(1997)은 의무기록 전산화를 통해 재원일수 감소되는 만큼 입원환자

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 2%의 입원환자 증가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

만 전산화의 적응 및 상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건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

여 1/10에 해당하는 0.2%만큼의 입원환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본 연구에서

는 가정하였다.

  P 병원의 입원환자 총 진료비 금액에 입원환자 증가율을 곱하여 재원일

수 감소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항  목 값

외래환자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편익 1,727

외래환자 증가에 의한 편익 107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 293

가치가속 항목 총액 2,127

직접편익+가치가속 4,089 

표 10. 가치가속의 편익산정                              (단위 : 백만원)

 

다. 가치연결

1) 투약오류 감소로 인한 편익

  투약오류 감소로 인한 약제비 감소에 따른 편익은 의무기록 전산화가 이

루어져서 환자에게 투약되는 오류가 감소하는 만큼 약제비가 감소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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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투약오류 감소율은 Girosi 등(2005)이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투

약오류를 15.2% 감소시킬 수 있다는 RAND 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을 고려하여 1/3인 5%를 가정하였다. 또한 Bates 등(1999b)은 EMR 

도입으로 인해 투약오류를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Kaushal 등

(2006)은 OCS를 통해 약물에 따라 32~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P 병원의 연간 약제비 총수입에 투약오류 감소율을 곱하여 투약오류 감

소로 인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2)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은 병원에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청구건에 대해 승인되지 않아 청구 금액에 대해 받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 중에 지극히 단순한 이유는 청구 내용

이 아니라 단순한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런 오류를 의무기록 전산화

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입원기준 단순청구 오류조정건율로 

0.1%를 가정하였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산출한 입원기준 

단순청구 오류 조정건율이 0.49%이었지만, 단순청구 오류에 대한 모든 청

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청구항목을 수정하여 일부만 삭감된다

고 가정하여 1/5인 0.1%를 가정하였다.

  P 병원인 연간 입원환자 총 진료비에 입원기준 단순청구 오류조정건율을 

곱하여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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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값

투약오류 등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 243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 147 

가치연결 항목 총액 390 

직접편익 + 가치가속 + 가치연결 4,479 

표 11. 가치연결의 편익산정                              (단위: 백만원)

라. 가치재구성

1)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익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익은 의무기록 전산화로 인해 병원의 일부 업

무 프로세스의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편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예약을 

하는 환자들의 감소로 인해 병원에서 예약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가 

줄어들어 나타나는 편익이다. 업무감소율은 50%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가

정하였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08),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예약업무 

FTE(Full-Time Equivalent)는 6.875명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가정하였

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P 병원의 진료예약 담당인력 연간 인건비에 업무 감소율을 곱한 후 공공

의료기관 유형별 평균 예약업무 FTE를 곱하여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

익을 산출하였다.

2)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문 감소에 따른 편익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문 감소에 따른 편익은 환자들이 진료확인

서 등 제 증명 발급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환자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편익이다.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제 증명 연간 발급 건수(24,260건)와 포털 

기능을 통한 제 증명 대체 비율(14.3%), 포털 기능을 통한 제 증명 대체 



- 44 -

비율에 대한 가중치(0.5),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1회 방문 시 발생 비용

(20,253)은 한국개발연구원(2008)에서 산출한 수치와 동일하게 가정하였

다.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제 증명 연간 발급 건수에 포털기능을 통한 제 증

명 대체비율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곱한 후 공공의료기관 1회 방문 시 발생

하는 비용을 곱하여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문 감소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였다.

3)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은 병원정보시스템인 EMR을 도입함으로 

챠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감소함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에 대

한 편익이다. 한국개발연구원(2008)은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인력 평균 

업무수행시간은 2,080시간이며, 외래환자 1인동 챠트업무 감소시간은 

0.026시간이라는 연구를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공공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인력 평균 업무수행시간에 P 병원의 의무기록

사 연평균 인건비를 곱한 값에 P 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를 나눈 후 감소

시간을 곱하여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4)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은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의 

프로세스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감소에 대한 인건비를 편익으로 선정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8)은 행정업무의 관리비가 40% 절감, 처리시간 

감소율을 30%로 가정하였다.

  P 병원의 행정직 급여의 총금액에 40%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더하여 업

무 처리시간 감소비율을 곱하여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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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은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 업무

에 변화가 생겨 담당하는 직원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 직원

들에 대한 인건비를 편익으로 선정하였다. 업무 관리비용으로 40%, 업무 

감소비율을 33%를 가정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2008). 

  P 병원의 재고관리직원 연평균 인건비에 P 병원 재고관리 직원 수를 곱

한 후 인건비 중 관리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후 업무 감소율을 곱

하여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항  목 값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익 80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문 감소에 따른 편익 35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306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2,583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29 

가치재구성 항목 총액 3,032 

직접편익+가치가속+가치연결+가치재구성 7,511

표 12. 가치재구성의 편익산정                             (단위: 백만원)

  

마. 가치혁신

1)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리 감소에 의한 편익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리 감소에 의한 편익은 원격으로 오류를 처리

하는 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의 업무 감소에 대한 인건비를 편익으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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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8)의 연구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형 Interface 장

애처리 요청건수를 15건, 건 당 장애처리 시간당 인원수를 20명, 시간당 

장애처리 비용은 11,949원, 업무감소율을 40%로 사용한 가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공공의료기관 대형 Interface 장애처리 요청건수에 시간당 인원수를 곱

한 후 시간당 장애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율을 적용하여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리 감소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2)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은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의뢰 및 회송 목적으로 타 기관에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건수를 파악하고, 

해당 의무기록 챠트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편익

으로 선정하였다. 의뢰/회송 목적의 타 기관 의무기록 필요 비율인 13%와 

챠트발급 시간 0.067시간, 챠트발급 시간당 가치 금액인 7,045원, 그리고 

챠트발급 시간 감소율 62.5%를 한국개발연구원(2008)의 연구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P 병원의 연간 외래환자 수에 의무기록 챠트발급 시간과 시간에 대한 금

액, 그리고 감소율을 곱한 후 의뢰/회송 목적의 타 기관 의무기록 필요 비

율을 곱한 비용이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이다.

3)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은 정보교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발생

하는 불필요한 재검사 비용에 대한 감소를 편익으로 선정하였다. 병원 간 

교류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0.0054, 불필요한 외래 Lab 재검사율

은 0.143,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검사 감소율은 0.52를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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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08)의 연구와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Kaushal 등(2006)은 처방전달시

스템(OCS)을 사용하여 Lab 검사비용을 4.5% 감소시켜 1.9백만달러의 편익

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Wang 등(2003)은 전자의무기록(EMR)의 의사결

정지원을 통해 연간 2,400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P 병원의 연간 Lab 검사비용에 병원 간 교류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

율을 곱하고 불필요한 외래 Lab 재검사율을 곱한 후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검사 감소율을 곱하여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

였다.

4) 외래 Radiology(X-ray)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외래 Radiology(X-ray)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은 정보교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발생하는 Radiology(X-ray)의 불필요한 재검사 비용을 편익으로 

선정하였다. 병원 간 교류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인 0.0054, 불필요

한 외래 Radiology 재검사율 14.3%,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검사 감소

율 0.498, 전체외래환자 중 공공의료기관 환자수의 역수 14.084를 한국개

발연구원(2008)과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Wang 등(2003)은 X-ray와 CT/MRI

를 구분한 것이 아닌 전자의무기록(EMR)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Radiology의 사용을 14%를 감소시켜 매년 8,300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P 병원의 연간 X-ray 검사비용에 전체외래환자 중 공공의료기관 환자수

의 역수를 곱하고 교류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곱하고, 불필요한 

재검사율을 곱한 후,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검사 비율을 곱하여 외래 

Radiology(X-ray)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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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은 정보교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발생하는 Radiology(CT/MRI)의 불필요한 재검사율에 대한 비용을 

편익으로 선정하였다. 교류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0.0054, 불필요

한 재검사율 14.3%,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검사 감소율 0.498은 한국

개발연구원(2008)과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P 병원의 CT 검사비용과 MRI 검사비용을 합한 금액에 교류시스템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곱하고, 불필요한 재검사율을 곱한 후 정보화 수준 향상에 

따른 재검사 감소율을 곱하여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6)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은 환자가 퇴원한 후, 환자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교류로 인해 30일 이내에 재입원한 비율을 감소시키

기 위한 것으로 재입원율 감소에 따른 비용을 편익으로 선정하였다. 계획

되지 않은 재입원율 1.85%, 정보화로 인한 재입원 감소율 3.1%, 교류시스

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 0.0026을 한국개발연구원(2008)과 동일하게 가정

하였다.

  P 병원의 연간 총 입원 진료비에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을 곱하고, 정

보화로 인한 재입원 감소율을 곱한 후 교류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곱하여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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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값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리 감소에 의한 편익 3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34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4

외래 Radiology(X-ray)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71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0.006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 0.2

가치혁신 항목 총액 111

직접편익+가치가속+가치연결+가치재구성+가치혁신 7,623

표 13. 가치 혁신의 편익산정                             (단위: 백만원)

5. 경제성 평가 항목의 계산

가. 5년간 비용-편익 추정

  5개년동안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항목에 따

른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비용의 경우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나누어 

비용이 5년 동안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년 비용이 산정 

될 때에 시세를 적용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2008~2009년 금리의 

평균인 3.69%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리고 유지보수비의 경우 2011년 1년

간은 무상하자보수 기간이므로 2012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시스템 투자비용의 10%로 가정하였다. 이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비용이 평

균적으로 구입가격의 10%이기 때문이다(강성홍, 1997). 하지만 유지보수비

용 중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서 PC를 제외한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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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므로 2012년에는 PC에 대해서만 산정이 되며, 

2014년에는 서버에 대한 비용도 산정이 된다.

  2011년에는 3,898백만원, 2012년에는 4,378백만원, 2013년에는 4,540백

만원, 2014년에는 4,847백만원, 2015년에는 5,025백만원이 발생하여 5년간 

발생하는 총비용은 22,689백만원이 산정되었다.

  편익의 경우 Porter(1985)의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을 이용하여 항

목들을 구분하였는데, 2011년에는 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가시적인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직접편익에 대한 항목만이 발생하며, 2012년에는 정보시스템

의 안정화로 인해 가치가속, 가치연결, 가치재구성의 편익이 발생하며, 

2013년에는 가치혁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1년에는 직접편익에 속하는 인건비(단순인력) 절감, 공간절감, 소모

품 절감에 의한 편익에 의해 1,96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용-편익비율은 

0.50으로 1보다 작으므로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는 적자상태임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외래환자 증가와 입원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가치

가속, 약제비감소와 보험삭감액 감소 등으로 인한 가치연결, 행정업무 단

축 등 프로세스 변화에 의한 가치재구성의 편익들이 발생하여 7,584백만원

이 발생하였으며, 비용-편익비율이 1.73으로 1보다 크므로 경제적인 타당

성을 가지는 흑자 상태로 전환됨을 나타났다. 2013년에는 정보교류 등으로 

인한 가치혁신의 편익이 더해져 7,97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용-편익비

율이 1.76으로 역시 경제적으로 타당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2014년에 하

드웨어 유지보수 비용 중 서버관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되면서 비용-편

익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다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5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은 22,689백만원이며, 편익은 

34,365백만원이다. 비용-편익비율은 1.51로 1보다 크므로 P 병원의 정보시

스템 도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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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시스템 도입비용

하드웨어 구입비 621 644 668 693 718 3,344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08 112 116 120 125 581 

소프트웨어 개발비 1,741 1,805 1,872 1,941 2,012 9,371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66 172 178 185 192 892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비 56 58 61 63 65 303 

정보시스템 감리비 6 6 6 7 7 32 

소계 2,698 2,798 2,901 3,008 3,119 14,523 

유지보수비용

하드웨어 유지보수비(10%) 172 178 323 335 1,008 

DB 및 상용SW

유지보수비(10%)
137 142 147 153 578 

네트워크 유지보수비(10%) 28 29 30 31 119 

SW운영외부업체  

운영용역비
1,200 1,244 1,290 1,338 1,387 6,459 

소계 1,200 1,581 1,639 1,839 1,907 8,165

시스템 도입비용 + 유지보수

비용
3,898 4,378 4,540 4,847 5,025 22,689 

직접편익

인건비절감으로 인한 편익 75 77 80 83 86 402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 1,680 1,742 1,806 1,873 1,942 9,043 

소모품절감으로 인한 편익 207 215 223 231 240 1,116 

소계 1,962 2,034 2,109 2,187 2,268 10,560 

B/C ratio 0.50 0.46 0.46 0.45 0.45 0.47 

표 14. 5년간 비용-편익의 5개년 추이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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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속

외래환자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편익
1,727 1,791 1,857 1,925 7,300 

외래환자 증가에 의한 편익 107 111 115 119 453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 293 304 315 327 1,240 

소계 2,127 2,206 2,287 2,372 8,992 

직접편익 + 가치가속 4,162 4,315 4,474 4,639 19,552 

B/C ratio 0.95 0.95 0.92 0.92 0.86 

가치연결

투약오류 등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
243 252 261 271 1,027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
147 152 158 163 620 

소계 390 404 419 434 1,647 

직접편익+가치가속+가치연

결
4,551 4,719 4,893 5,074 21,199 

B/C ratio 1.04 1.04 1.01 1.01 0.93 

가치재구성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익
80 83 86 90 340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

문 감소에 따른 편익
35 36 38 39 148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306 317 329 341 1,294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2,583 2,678 2,777 2,879 10,916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29 30 31 32 121 

소계 3,033 3,145 3,261 3,381 12,819 

직접편익+가치가속

+가치연결+가치재구성
7,584 7,864 8,154 8,455 34,018 

B/C ratio 1.73 1.73 1.68 1.6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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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혁신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

리 감소에 의한 편익
3 3 3 8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34 36 37 107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

한 편익
4 4 4 11 

외래  Radiology(X-ray) 재

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71 73 76 219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0.01 0.01 0.01 0.02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
0.22 0.23 0.24 0.68 

소계 111 115 120 346 

직접편익+가치가속+가치연

결+가치재구성+가치혁신
7,975 8,269 8,575 34,365 

B/C ratio 1.76 1.71 1.71 1.51 

나. 편익을 환자편익과 병원편익을 구분한 경제성분석

  Porter(1985)의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을 이용하여 구분한 편익의 

항목에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항목과 해당 병

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실제 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편익 항목은 무엇이

며, 이 항목들에 의해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

한 경제성분석이다. 

  병원에 해당하는 편익과 환자에 해당하는 편익의 구분은 표 15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편익을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은 표 16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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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편익의 구분은 편익항목의 명칭에 의해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각 편

익항목들의 산출식에 포함된 항목들의 값이 병원이나 병원의 직원을 대상

으로 하였는지,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전체 비용은 표 14에서 분석한 5개년에 대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분석

하였기에 비용은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환자의 편익은 직접편익에 속한 편

익이 없으므로 2012년부터 발생하며 2012년에 1,762백만원, 2015년에는 

2,044백만원이 발생하여 총 7,680백만원이 발생하였다. 병원의 편익은 직

접편익에 속한 편익을 포함하므로 2011년부터 발생한다. 2011년에 1,962백

만원이 발생하여 비용-편익비율이 0.50으로 적자를 나타내었으나 2012년에

는 5,822백만원이 발생하여 비용-편익비율이 1.33으로 흑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병원편익의 5년간의 총금액은 26,685백만원이며 비용-편익비율은 

1.18이다. 편익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편익비율인 1.51에 비하여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병원편익만으로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

다.

  환자편익에 대해 비용-편익비율을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시스템 도

입에 대한 투자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에, 편익만 구분하여 

병원에 해당하는 편익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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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편익항목

환자편익

가치가속

1) 외래환자 진료대기시간 단축에 의한 편익

가치재구성

1) 제 증명 발급을 위한 고객 방문 감소에 따른 편익

가치혁신

1) 외래 Lab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2) 외래 Radiology(X-ray)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3) 외래 Radiology(CT/MRI) 재검사 감소에 의한 편익

4) 정보교류에 의한 재입원율 감소에 의한 편익

병원편익

직접편익

1) 인건비절감으로 인한 편익

2) 공간절감으로 인한 편익

3) 소모품절감으로 인한 편익

가치가속

1) 외래환자 증가에 의한 편익

2)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

가치연결

1) 투약오류 등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

2) 보험삭감액 감소로 인한 편익

가치재구성

1) 온라인 진료예약에 의한 편익

2) 챠트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3)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4) 재고관리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가치혁신

1) Interface 프로그램 장애처리 감소에 의한 편익

2) 의뢰관리/회송 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표 15. 대상에 따른 편익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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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비용

계 3,898 4,378  4,540  4,847  5,025  22,689  

환자편익

계 0 1,762  1,901  1,972  2,044  7,680  

병원편익

계 1,962 5,822  6,074  6,298  6,530  26,685  

B/C ratio 0.50  1.33 1.34 1.30 1.30 1.18 

전체편익(환자편익 + 병원편익)

계 1,962 7,584  7,975  8,269  8,575  34,365  

B/C ratio 0.50  1.73 1.76 1.71 1.71 1.51 

표 16. 편익 구분에 따른 비용-편익의 5개년 추이 

                                                           (단위 : 백만원)

6. 민감도분석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동 상황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이라 한다.

가. 비용-편익의 총금액 변화에 따른 민감도

  한국개발연구원(2008)의 예비타당성보고서에서 분석한 방법으로 정보시

스템 도입으로 인해 소요된 전체 비용과 발생한 전체 편익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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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가치를 나타내었으며, 할인율 또는 수익률의 변동

에 따른 변화도 분석하였다. 전체 비용과 편익은 5년 동안 발생한 총금액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할인율은 3.69%를 적용하였다.

  비용의 변동(±20%)에 따른 비용-편익비율은 1.26~1.89로 변동의 폭을 

가졌으며, 순현재가치는 5,705백만원~14,458백만원의 변동의 폭을 가졌다. 

편익의 변동(±20%)에 따른 비용-편익비율은 1.21~1.82의 변동을 가졌으

며, 순현재가치는 3,689백만원~16,474백만원의 변동을 가졌다. 할인율의 

변동(±20%)에 따른 비용-편익비율은 1.51~1.52의 변동을, 순현재가치는 

9,856백만원~10,309백만원의 변동의 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편익, 그리고 할인율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비율의 변동 폭을 살

펴보았을 때, 비용의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폭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할인율이 가장 적은 변동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순현재가치

의 변동은 편익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큰 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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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B/C ratio
NPV 

(단위:백만원)

비용

80% 1.89 14,458 

90% 1.68 12,269 

100% 1.51 10,081 

110% 1.38 7,893 

120% 1.26 5,705 

편익

80% 1.21 3,689 

90% 1.36 6,885 

100% 1.51 10,081 

110% 1.67 13,278 

120% 1.82 16,474 

할인율

(3.69%)

80% 1.52 10,309 

90% 1.52 10,195 

100% 1.51 10,081 

110% 1.51 9,968 

120% 1.51 9,856 

표 17. 비용-편익의 민감도 분석

※ 100%의 기준을 5개년 자료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함.

※ NPV의 할인율 또는 수익률은 3.69%로 2008~2009년의 한국은행에서 공

시한 금리를 따름.

나. 주요 요인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전체 편익의 금액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가치재구성의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이다. 이 항목에 대한 변화(±10%)에 따른 비용-편익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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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각각의 편익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편익항목이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이다. 가장 많은 금액은 미래 상황이 변하여 분석에 사용

한 가정 수치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에, 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

가치의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같인 비율로 편익의 변동이 생긴다면,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의 저위수준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면 다른 편

익항목 역시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의 산출식에서 주요 가정인 행정업무 처리시

간 감소율을 30%를 가정하였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를 중위수준으

로 하였다. 저위수준은 중위수준의 -10%인 27%를, 고위수준은 +10%인 33%

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은 가치재구성에 속하므로 2012년부터 편익의 

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2011년의 각 수준에 따른 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가치의 값은 동일하다. 차이가 발생하는 2012년의 저위수준에서의 

비용-편익비율은 1.67, 순현재가치는 2,591백만원이며, 고위수준에서의 비

용-편익비율은 1.79, 순현재가치는 3,071백만원이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에는 적자였지만,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5년간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가치는 저위수준에서 1.47, 9,066백만

원, 중위수준에서 1.51, 10,081백만원, 고위수준에서 1.56, 11,097백만원

을 나타내어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의 가정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타

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수익률은 저위수준일 때 

6.4%, 중위수준일 때 7.0%, 고위수준일 때 7.5%로 할인율 3.69%보다 크므

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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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저위수준 　 　 　 　 　 　

IRR 　 　 　 　 　 6.4%

NPV(백만원) -1,935  2,591 2,790 2,759 2,861 9,066 

B/C ratio 0.50 1.67 1.70 1.65 1.65 1.47 

중위수준 　 　 　 　 　 　

IRR 　 　 　 　 　 7.0%

NPV(백만원) -1,935  2,831 3,039 3,017 3,129 10,081 

B/C ratio 0.50 1.73 1.76 1.71 1.71 1.51 

고위수준 　 　 　 　 　 　

IRR 　 　 　 　 　 7.5%

NPV(백만원) -1,935  3,071 3,288 3,275 3,396 11,097 

B/C ratio 0.50 1.79 1.82 1.76 1.76 1.56 

표 18.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의 민감도분석 

※ 저위, 중위, 고위수준은 행정업무 단축에 의한 편익 가정의 ±10%를 적용함 

※ NPV의 할인율 또는 수익률은 3.69%로 2008~2009년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금

리를 따름.

2)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의 산출식에서 주요 가정인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입원환자 증가율을 0.2%를 가정하였으며(강성홍, 1997) 이를 중위수

준으로 사용하였다. 저위수준은 중위수준의 -10%인 0.18%를, 고위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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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0.22%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은 가치가속에 속하므로 2012년부터 편익의 

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2011년의 각 수준에 따른 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가치의 값은 동일하다. 차이가 발생하는 2012년의 저위수준에서의 

비용-편익비율은 1.73, 순현재가치는 2,804백만원이며, 고위수준에서의 비

용-편익비율은 1.74, 순현재가치는 2,858백만원이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에는 적자였지만,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5년 동안의 전

체 금액에 대한 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가치는 저위수준에서 1.51, 9,966

백만원, 중위수준에서 1.51, 10,081백만원, 고위수준에서 1.52, 10,197백

만원을 나타내어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의 가정변화에 따라 경제적으

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수익률은 저위수준일 때 

6.9%, 중위수준일 때 7.0%, 고위수준일 때 7.0%로 할인율 3.69%보다 크므

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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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저위수준 　 　 　 　 　 　

IRR 　 　 　 　 　 6.9%

NPV(백만원) -1,935  2,804 3,011 2,988 3,098 9,966 

B/C ratio 0.50 1.73 1.75 1.70 1.70 1.51 

중위수준 　 　 　 　 　 　

IRR 　 　 　 　 　 7.0%

NPV(백만원) -1,935  2,831 3,039 3,017 3,129 10,081 

B/C ratio 0.50 1.73 1.76 1.71 1.71 1.51 

고위수준 　 　 　 　 　 　

IRR 　 　 　 　 　 7.0%

NPV(백만원) -1,935  2,858 3,067 3,047 3,159 10,197 

B/C ratio 0.50 1.74 1.76 1.71 1.71 1.52 

표 19.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의 민감도분석

※ 저위, 중위, 고위수준은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 가정의 ±10%를 적용함 

※ NPV의 할인율 또는 수익률은 3.69%로 2008~2009년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금

리를 따름.

3) 투약오류 감소로 인한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투약오류 감소에 의한 편익의 산출식에서 주요 가정인 투약오류 감소율

을 5%를 가정하였으며(Girosi, 2005) 이를 중위수준으로 사용하였다. 저위

수준은 중위수준의 -10%인 4.5%를, 고위수준은 +10%인 5.5%를 가정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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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투약오류 감소에 의한 편익은 가치가속에 속하므로 2012년부터 편익의 

값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2011년의 각 수준에 따른 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가치의 값은 동일하다. 차이가 발생하는 2012년의 저위수준에서의 

비용-편익비율은 1.73, 순현재가치는 2,809백만원이며, 고위수준에서의 비

용-편익비율은 1.74, 순현재가치는 2,854백만원이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에는 적자였지만,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됨을 알 수 있다. 5년 동안의 전

체 금액에 대한 비용-편익비율과 순현재가치는 저위수준에서 1.51, 9,986

백만원, 중위수준에서 1.51, 10,081백만원, 고위수준에서 1.52, 10,177백

만원을 나타내어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의 가정변화에 따라 경제적으

로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부수익률은 저위수준일 때 

6.9%, 중위수준일 때 7.0%, 고위수준일 때 7.0%로 할인율 3.69%보다 크므

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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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저위수준 　 　 　 　 　 　

IRR 　 　 　 　 　 6.9%

NPV(백만원) -1,935  2,809 3,016 2,993 3,103 9,986 

B/C ratio 0.50 1.73 1.75 1.70 1.70 1.51 

중위수준 　 　 　 　 　 　

IRR 　 　 　 　 　 7.0%

NPV(백만원) -1,935  2,831 3,039 3,017 3,129 10,081 

B/C ratio 0.50 1.73 1.76 1.71 1.71 1.51 

고위수준 　 　 　 　 　 　

IRR 　 　 　 　 　 7.0%

NPV(백만원) -1,935  2,854 3,063 3,042 3,154 10,177 

B/C ratio 0.50 1.74 1.76 1.71 1.71 1.52 

표 20. 투약오류 감소로 인한 편익의 민감도분석 

※ 저위, 중위, 고위수준은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 가정의 ±10%를 적용함 

※ NPV의 할인율 또는 수익률은 3.69%로 2008~2009년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금

리를 따름.

다. 정보시스템 도입병원 확장에 따른 민감도분석

  P 병원에서 도입한 정보시스템을 타 의료기관으로 확산할 경우의 비용-

편익비율 변화를 보기 위한 민감도분석이다.

  정보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은 P 병원의 5년 동안의 편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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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으며, 비용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30%만 투자금액으로 산정된다. 나머지 70%의 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

용된 비용이기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도

입하게 될 경우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비용으로 30%만이 산정된다. 

즉, 2번째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하게 될 경우 투자비용은 P 병원에 소요되

었던 22,689백만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뺀 14,689백만원이 비용으

로 산정이 되며, 10개 의료기관으로 확산하였을 경우 총 176,487백만원이 

비용으로 산정된다.

  10개 의료기관으로 확산하였을 경우 직접편익만을 계산한 비용-편익비율

은 0.60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치가속 포함되어 

비용-편익비율이 1.11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치연

결, 가치재구성, 가치혁신까지 포함하게 되면 비용-편익비율은 1.95로 나

타나며, 이는 1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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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병원 5개 병원 10개 병원

비용 22,689 91,043 176,487 

직접편익 10,560 52,802 105,604 

B/C ratio 0.47 0.58 0.60 

가치가속 8,992 44,960 89,921 

직접편익 + 가치가속 19,552 97,762 195,525 

B/C ratio 0.86 1.07 1.11 

가치연결 1,647 8,235 16,470 

직접편익 + 가치가속 +

가치연결
21,199 105,997 211,995 

B/C ratio 0.93 1.16 1.20 

가치재구성 12,819 64,095 128,190 

직접편익 + 가치가속 +

가치연결 + 가치재구성
34,018 170,092 340,185 

B/C ratio 1.50 1.87 1.93 

가치혁신 346 1,732 3,464 

직접편익 + 가치가속 +

가치연결 + 가치재구성

+가치혁신

34,365 171,825 343,649 

B/C ratio 1.51 1.89 1.95 

표 21. 도입병원 수 증가에 따른 민감도 분석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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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및 결론

  병원정보시스템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각 병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왔지만 새

로운 병원정보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였을 경우 기존의 병원정보시스템과 병원운영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이루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최준영, 2009). 미국의 병원경영자들도 정보화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중 32%가 투자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이라고 하였으며(Jha et al, 2009), 우리나라

의 병원 경영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정보경제방법을 이용하여 편익을 선정하여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경

제성분석을 하였으며, 대상병원으로는 P 병원을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P 병원에

서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투자금액(비용)에 대한 성과(편익)의 항목을 

Poter(1980, 1985)의 정보경제방법을 통해 편익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직접

편익(Direct Benefit), 가치가속(Value Acceleration), 가치연결(Value 

Linking), 가치재구성(Value Restructuring), 혁신으로 인한 가치

(Innovation Valuation)로 구분이 된다. 편익항목을 가치개념을 도입하여 

구분한 이유는 비용-편익 분석이 널리 이용되는 경제성분석 방법 중의 하

나이지만 계량화 할 수 없는, 생산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Parker(1990)는 경제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무형의 가치

의 측정문제와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정보경제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분석에 앞서 

EMR 도입으로 인한 외래대기시간 단축효과를 추정 및 비교하기 위해 EMR을 도입하

였지만 1일 외래환자 수와 접수 및 진료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가 유사한 S 병원의 

대기시간을 측정하여 P 병원과 비교하였다. 

  정보경제방법을 통해 병원정보시스템의 경제성분석을 한 연구는 강성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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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채영문 등(1991), 유승윤(2004), 채영문 등(2010), 최원호(2003)

가 있으며, 병원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사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연구는 Bates et al.(1999b), Wang et al.(2003), 정우진 등

(2002)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비용-편익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을 사용하였으며, 민감도분석을 통해 미래의 예기치 못

한 변동 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간 금리를 통한 비용을 제외한 총금액은 약 150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각 편익의 발생금액은 직접편익에 속한 항목들이 약 20

억원, 가치가속으로 인한 항목들이 약 21억원, 가치연결로 인한 항목들

이 약 4억원, 가치재구성에 의한 항목들이 약 30억원, 가치혁신으로 인

한 항목들이 1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5개년으로 산출한 

결과 비용-편익비율이 1.51로 1보다 크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하지만 편익의 항목에는 병원에만 이익을 발생시키는 편

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항목도 포함

되어 있다. 병원에 대한 편익만을 구분하였을 때의 비용-편익비율은 

1.18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비용의 5개년에 대한 비용이 20%가 상승이 되더

라도 비용-편익비율이 1.26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이 20% 감소하더라도 

비용-편익비율이 1.21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편익의 각 항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행정업무 단

축에 의한 편익을 ±10% 적용한 민감도분석의 저위수준에서도 비용-편

익비율이 1.47로 나타났다. 또한 재원일수 감소에 의한 편익을 ±10% 

적용한 비용-편익비율은 저위수준에서 1.51로 분석되었으며, 투약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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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로 인한 편익의 민감도분석의 비용-편익비율은 저위수준에서 1.51

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미래의 예측하기 힘든 상황변화에 대한 분석에서도 경제적으

로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상황변수인 정보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확장에 대

한 분석을 통해 1개 의료기관만 도입했을 경우 비용-편익비율이 1.51이

었지만 5개 의료기관에 도입했을 때는 1.89, 10개 의료기관에 도입했을 

때는 1.95로 경제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확장을 할수록 경제성은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5개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성홍(1997)은 의무기록 전산화를 통해 비용-편익비

율이 4.3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채영문 등

(1991)의 처방전달시스템의 경제성분석에서도 순현재가치가 약 70억원

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양섭 등(2000)은 PACS의 비용효과분

석을 통해 직접적인 효과를 통한 비용-편익비율이 1.26, 간접적인 효과

를 통한 비용-편익비율이 5.54로 경제적인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Wang et al.(2003)은 EMR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순현재가치(NPV)가 

$86,400가 있다고 하였으며, Kaushal et al.(2006)은 OCS의 투자분석을 

통해 $167,000,000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2008)의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의 조사에서는 비용-편익비율이 0.3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정보경제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경제성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 강성홍(1997)은 편익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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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할 때 가치개념 중 가치재구성과 가치혁신의 편익을 포함하지 않았지

만, 외래대기시간 단축의 가정치 등 편익항목에 대한 여러 가정치의 수준

을 높게 사용하여 비용-편익비율를 4.3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개발

연구원(2008)에서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이 0.3으로 분석된 것은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직접편익 등(단순

인력 인건비 절감, 외래환자 증가 및 재원기감 감소, 투약오류 감소 등)의 

중요 편익 항목들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통해 P 병원은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챠트 보관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챠트 관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던 의무기록사와 간호사, 그

리고 의사들은 본래의 업무인 환자 진료업무에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 효율

적인 시간 사용으로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증가에 따른 환자의 관리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직원들

이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변경된 업무의 프로세스에 적응할 수 있는 방

안을 통해 의료의 질 또한 함께 상승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많은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치의 계량화의 문제이다. Porter(1980, 1985)의 

가치사슬 모형을 통해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산출하였지만, 실제 금액이 아

닌 가정치를 이용한 분석이 많았기에 가치의 산출에 대해 정확한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둘째, 가정치를 사용하여 분석을 할 때에 일부 항목에 대

해서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P 병원을 통한 

결과는 하나의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업무 프로세스 및 특성이 다

른 병원에서 참고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

  앞으로의 연구는 실제 값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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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뢰성을 가진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의 병원을 대

상으로 하는 분석이 아닌 업무 프로세스와 특성이 다른 병원을 선정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제성분석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

로 EHR 사업의 확산 및 발달을 통해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가 활발히 일어

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병원간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표준화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병원 경영자들에게 정보시스템 도입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병원정보화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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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many hospitals are adopting a variety of information systems such as 

OCS, PACS, EMR, investment on these systems were not well justified by 

economic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economic 

analysis for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 for B hospital by using 

information economics.  Specifically, a reduction in waiting time due to EMR 

was estimated, five-year projection of benet/cost (B/C) ratios, IRR (internal rate 

of return), and NPV (net present value) for HIS including EMR at B hospital 

were calculated, and a sensitivity analysis for key parameters and policy 

variables was conducted.

   Reduction in waiting time for outpatient due to EMR was estimated by 

comparing the outpatient waiting time between B hospital (without EMR) and 

S hospital (with EMR).  B/C ratios, IRR, and NPV were projected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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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economics approach which accounts for five benefit items 

(direct benefits, value acceleration, value linkage, value restructuring, and 

innovation valuation). Costs were comprised of system costs (harware, 

software, database, and network) and maintenance cos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otal cumulative B/C ratio from 2011 to 2015 

for HIS was 1.51 for both B Hospital and patients; and 1.18 for B Hospital 

only. A sensitivity analysis for key hypothetical parameters all showed 

economic feasibility. Finally, if the HIS for B Hospital was disseminated to 5 

hospitals, the B/C ratio would be 1.89; and increased to 1.95 if it would be 

disseminated to 10 more hospitals.

  In conclusion, HIS for B hospital was economically feasible project if we 

included all benefit items by using information economics.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use of hypothetical parameters and use of only B hospital for 

economic analysis.  In the future, therefore, we should use actual costs/benefit 

data for economic analysis and include several other hospitals in order to 

account for a variety of hospit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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