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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각 의료기관의 EMR과 CDSS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에 

의해 측정된 각 병원의 업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 대상으로 44개의 상급 종합 병원과 94개의 종합병원을 조사하

였다.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2004년부터 2009년의 의료기관평가 결과 자료를 사용

하였다. 의료기관평가의 세부 항목 중에서 진료체계, 질 향상 체계, 의료정보

/의무기록, 응급, 검사, 약제 항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MR과 CDSS 도입 

현황은 2005년과 2010년에 실행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이번 연구에서 추가

로 조사하여 파악하였다.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를 사용하여 EMR과 

CDSS 도입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1차와 2차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EMR과 CDSS의 도입이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상급 종합 병원과 종합병원 모두 EMR을 의료기관평가 1차, 2차 

때 모두 도입한 기관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1차 평가 후에 EMR이 도입된 기관

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상급 종합 병원 일수록 EMR과 CDSS 도입으로 의료기

관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기관 평점의 각 세부 항목에 대

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응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항목 부문에서 EMR과 CDSS 모두 평가 점수 향상

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항목에서는 EMR 도입만이 점수 향상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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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EMR과 CDSS가 병원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관평가나 국외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인증을 위한 대비책과 의료의 질, 운영

성과 향상을 위해 EMR과 CDSS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핵심 용어 : 의료기관평가, CDSS, EMR, 의료 서비스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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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료에 관한 시스템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병원에서 비전 제시와 장기 전략

계획 수립 및 업무의 효율화, 경영 혁신, 진료 서비스 개선 등의 목표를 고려

할 때 병원 정보화는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로 간주되어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과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Wullianallur, 2002). 

  의료에 관한 시스템 중에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은 현재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병원정보 시스템, 임상정보 시스템,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보건의료 정보망, 그리고 의학 지

식 기반의 구축 등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부구조를 이루므로 현시점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채영문, 2010). EMR 사용에 의해 

재활용 가능한 의료 정보가 생성됨에 따라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의 도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EMR과 CDSS 도입에 대한 활동으로 민간 기관은 각 조직이 정보화 사업을 추

진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996년 6월부터 2000년까지 진료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였다. 2002년

에는 정보통신부의 제 3차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에 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정

보화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정보통신부, 2002). 그리고 국가 보건 의료 정보

화를 목표로 EHR 사업단이 2005년에 출범하여 2010년 10월 25일에 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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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보건소 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병원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EMR 도입율은 최근 연구에서 2009년 상급 종합 병원이 77.3%, 종합 병원은 

67.5%으로 나타났고 CDSS는 최근에서야 도입되기 시작하여 상급 종합 병원 

27.3%, 종합병원 10.8%으로 EMR에 비하여 낮은 도입율을 보이고 있다(김은숙, 

2009). 

  하지만 각 민간 병원마다 제각기 EMR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발

전 단계, 발전 정도, 데이터 표준 등이 병원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

다(정영철 외, 2000).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업은 보건소 등의 한정된 범위에

서 이루어져왔다. 게다가 최근에 정부 주도의 정보화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

에 아직 EMR 도입은 부족한 실정고 조사 대상이 종합 병원 이상인 점을 감안

하면 아직 도입이 미진하다.

  EMR과 CDSS의 도입율이 낮은 이유로는 병원 실무를 정보화로 하기에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박명수, 2003). 또한 EMR이 분명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있

음에도 이를 잘 인지하지 않고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입을 꺼리

는 병원이 많다(Adler MJ, 2008). 여전히 병원 종사자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

에 기술적 교육과 재정적 지원이 병원의 EMR 사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Ashish KJ, 2009; Simon SR, 2008). 그리고 다른 병원과 연계가 없거나 학교

등과 연계되지 않은 병원을 EMR을 덜 사용하는데 이는 비용적인 측면과 교육

과 실습에서 EMR 사용 여부에 따라 EMR 사용빈도가 나뉘었다(Simon S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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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EMR의 도입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EMR을 

사용하였을 때 데이터 관리 효율이 증가하고 투약 오류가 감소한다. 특히 예

방 관련한 측면에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수록 효율이 좋아진다(Chaudhry B, 

2006). EMR을 도입하여 건강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운용하는 것이 비용 편익 

모델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Jan W, 2005). 의학적 의사 

결정에는 PACS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EMR은 입력 시간을 단축시키고 입력 시 

오류를 감소하여 신뢰도를 상승시켜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만든다(최준영, 

2009). CDSS 사용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도 선행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

다. CDSS를 사용하였을 때 건강관리 및 만성 질환 관리의 향상과 비용 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Osheroff JA, 2007).

  EMR과 CDSS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이 증명 되었지만 아직 최고 경

영자에게 이러한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최종적으로 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는 최고 경영자는 실제 정보 시

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관리직이고 정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실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운 직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민

간 기관이므로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병원 정보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서정욱, 2006; 류호성, 2009).  EMR 도입 이전과 이후 의무기록의 전

체 평균 기재 정보량을 양적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노영아, 

2007) 연구도 있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에 하던 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을 일반적이고 이는 의사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현

상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부터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기관평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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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도입하였다. 매년 평가 개수는 바뀌지만 약 15개의 평가 부문은 의료 기

관 평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었다. 이 의료기관평가를 위하여 각 병원은 

앞 다투어 준비한다. 평가 점수는 언론과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낱낱이 공개된

다. 

  관리직과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관의 평가 점수에 대한 것은 

무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평가를 대비하여 전담팀과 사전에 자체

적으로 평가를 대비하여 준비한다. 준비 과정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문 기사로 

보도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는 대외적으로 공지되기 때문에 병원인지도 형성

에 주력하는 최고 경영자와 병원 관리직의 주 관심사가 된다. 병원정보시스템

은 의료기관평가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 방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EMR과 

CDSS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관련성을 평가함으로써 합

리적인 병원경영의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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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의 EMR과 CDSS도입 수준을 조사하고 EMR과 CDSS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써 EMR과 CDSS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수행한다.  

첫째, 각 의료기관별의 일반적 특성과 의료기관평가 점수를 조사한다.

둘째, 각 의료기관별 의료기관평가 시점의 EMR과 CDSS 도입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EMR과 CDSS 도입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점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의료기관평가 점수에 대한 EMR과 CDSS의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향후 EMR과 CDSS의 도입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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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결과 와 처방

내역에 관한사항을 텍스트 혹은 이미지기반으로 디지털화하여 대용량 저장매

체에 저장한 후 모든 내용을 의료진 및 환자 모두가 진료내역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는 시스템이다(임형주, 2007).

   전자의무기록의 도입효과는 첫째, 데이터 접근성의 향상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같은 정보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

고,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어 환자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자료의 표준화와 입력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진료정보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셋째, 진료 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환

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진료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다. 다섯째,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통계자료를 임상연구 및 환자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수준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섯째, 의무기록 작성 시 중복작업, 수작업, 자료보관 공

간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

무로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노인석, 2000).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에 따른 의료정보화 및 전자건강기록(EHR)실현을 위해 2003

년 미국의 IOM Report(Tang P, 2003)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8개의 중심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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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해 정의했는데 첫째, 건강정보 및 데이터로 환자의 진단내역, 알러지, 실

험결과, 조제사항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한 즉각적 접근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명쾌한 

의학적 판단을 시기적절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결과 관리로 다각도

의 환자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과거 및 현재의 결과에 대한 즉각적 접근은 환자의 

안전성 및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셋째, 지시 관리에 대한 기능으로 조제에 관

한 지시 및 타 지시의 내용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은 문자 판

독의 명확성,  이중 업무의 감소, 그리고 업무 속도를 증가시킨다. 넷째, 의사결

정지원의 기능으로 연계성 있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기시키는 기능, 즉각적 조언 

기능, 경고 기능 등을 사용함으로써 컴퓨터에 기반이 된 의사결정 보조시스템은 

최상의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며, 정기 검진과 타 예방의료 행위에도 용이한   

작용을 한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약물작용을 구별 할 수 있게 

해주며 진단과 진료를 용이하게 한다. 다섯째, 전자 의사소통과 접속성의 기능으로 

의료 행위 제공자와 환자들에게 효율성, 안정성, 즉각적 의사소통은 치료의 연속성

을 증대시켜 주며, 진단 및 치료계획을 제시,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발생빈도를 

줄여준다. 여섯째, 환자 지원의 기능으로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기록에 접속 

할 수 있게 하며,  상호 환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가 검진도 가능하게 해주

므로 만성질환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일곱째,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능으로 계획시

스템과 같은 전산화된 병원행정 기능은 병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여덟째, 보고의 기능으로 표준화된 데이

터의 기준을 저장한 전자데이터는 정부에서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전자의무기록이 의료 정보화와 전자건강기록의 실현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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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정보화 될 수 있는 자료의 입력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산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는 진료지원 기능이 있어야하고, 자료의 보안을 위한 각종 기능을 갖추어야 한

다(조한익, 2001).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들은 병원 전산화, 특히 전자건강기록에 

대한 개발 표준의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에 의한 정보 

호환성이 부족하여 의료 정보 공유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서정욱, 2005). 

2. 임상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임상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병원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계획, 운영 및 통제 기능을 지원해 주는 

정보체제이다. 즉, 방대한 분량의 의학지식과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임

상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받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인 선택

과 습득, 그리고 유지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의 지원을 받는다. 진료정

보 등을 분석해 의료진의 진료를 돕는 시스템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약물중복, 약물상호작용, 과용량 및 특정연령대 

금기처방 검색프로그램과 약물이상반응 감시프로그램 등의 CDSS 와 연

동되는 CPOE(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시스템을 개발, 구

축하여 가동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도 CPOE와 함께 CDSS

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창원 파티마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퍼스

트디스에서 개발한 CDS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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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약물코드가 다르고, 용어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으며 환자정

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 병원 간 상호공유가 가능한 CDSS개발이 필요

한 상황이다(백진이, 2008).

3. 의료기관평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

상을 도모하고 의료 기관 이용상의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1994년 의료기관보장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을 당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라는 명칭이었으나 2002년 3월 의료법 제 47조 2

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

여야 한다'라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기관평가’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06).

 의료기관평가는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서비스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

셋째, 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에 부응한다.

넷째, 의료 서비스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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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는 진료 및 운영체계와 부문별 업무 성과로 2개로 나뉜다. 세부 

항목으로는 1주기 때는 매년 조금씩 변경되고 2주기 때는 2007, 2008, 2009년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 연도별 평가 부문의 변화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1주기 의료기관평가 이후 각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정보완하자

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어서 결론적으로 2차 평가 부문에서는 기존의 평가 

부문 중 외래, 방사선검사를 타 부문으로 통폐합하고, 시설환경관리, 환자진

료 등으로 세부 평가 기준 및 평가 부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하였

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절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였다

는 지적을 토대로 폐렴, 수술 감염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모성과 신생하 

등 4개 부문에 대한 임상질 지표를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환자 권리와 편의 업

무 수행 및 성과, 시설/인력 수준에 대하여 평가 기준을 개선하였다. 1차 평

가 기준과 2차 평가 기준의 세부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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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1 주기 평가 부문 2 주기 평가 부문

2004 2005 2006 2007 - 2009

1. 

진료 및 

운영체계

1.1 환자의 권리와 

편의

1.1 환자의 권리와 

편의

1.1 환자의 권리와 

편의

1.1 환자의 권리와 

편의

1.2 인력관리 1.2 인력관리 1.2 인력관리 1.2 인력관리

1.3 진료체계 1.3 진료체계 1.3 진료체계 1.3 진료체계

1.4 감염관리 1.4 감염관리 1.4 감염관리 1.4 감염관리

1.5 시설관리와

    안전

1.5 시설관리와

    안전

1.5 시설관리와

    안전

1.6 안전관리 1.5 안전관리

1.6 질 향상 체계 1.7 질 향상체계 1.6 질 향상 체계 1.6 질 향상 체계

2. 

부문별 

업무성과

2.1 병동 2.1 병동 2.1 입원생활 2.1 환자 진료

2.2 외래 2.2 외래

2.3 의료정보/

    의무기록

2.3 의료정보/

    의무기록

2.2 의료정보/

    의무기록

2.2 의료정보/

    의무기록

2.4 영양 2.4 영양 2.3 영양

2.5 응급 2.5 응급 2.3 응급 2.4 응급

2.6 수술 2.6 수술관리체계 2.5 수술관리체계

2.7 검사 2.7 검사 2.6 검사 2.6 검사

2.8 방사선검사 2.8 방사선검사

2.9 약제 2.9 약제 2.5 약제 2.7 약제

2.10 중환자 2.10 중환자 2.6 중환자 2.8 중환자

2.11 모성과 신생아 2.11 모성과 신행아 2.9 모성과 신생아

표 1. 연도별 평가부문의 구성 변화

 최종적으로 현재 첫째 영역인 진료 및 운영체계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 인력

관리, 진료체계, 감염관리, 시설관리과 안전관리, 질 향상 체계 등 6개 부문

이다. 둘째 영역인 부서별 업무 성과는 환자 진료, 의료정보/의무기록, 영양, 

응급, 수술 관리 체계, 검사, 약제, 중환자, 모성과 신생아 등 9개 부문으로 

이루어져있었다. 

 1주기와 2주기 평가 영역, 평가 부문별 평가 기준과 1주기에서 2주기 변경 

내역은 <부록 1>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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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각 의료기관별의 일반적 특성과 의료기관평가 점수 조사

-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침상별, 병원 종별, 재단별, 지역별 특성 조사 

- 보건복지부에 고시된 각 의료기관의 의료기관평가 1차, 2차 점수를 조

사한다.

⇓
각 의료기관별 의료기관평가 시점의 EMR과 CDSS 도입 현황 조사

- 1,2 주기 의료기관별 EMR과 CDSS 도입 현황을 조사한다.

- 1주기 이후 EMR 신규 도입 현황을 조사한다.

⇓
EMR과 CDSS 도입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점수 차이 분석

-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 로 EMR과 CDSS의 도입 여부와 의료기관

평가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다.

⇓
의료기관평가 점수에 대한 EMR과 CDSS의 영향을 분석

- 의료기관평가 각 세부항목 점수와 그에 대한 EMR과 CDSS의 영향을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한다.

⇓
EMR과 CDSS의 도입 전략을 제시한다.

- 향후 병원의 업무 성과 증대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EMR과 CDSS 

도입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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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틀 

2. 연구 대상 

가. 의료기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 1차, 2차에 모두 포함된 병

원으로 총 142개 병원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138개 병원 중 이미 병원의 

2009년 정보화 현황 자료를 확보한 78개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60개 병원

에 대해서 전화로 EMR과 CDSS 도입 여부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지역, 병상 규모별, 재단별, 병원 

종별로 나누었다. 지역으로는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9도로 3가지 구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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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었다. 병상 규모는 대한병원협회의 병상 수 기준으로 100병상 미

만, 100병상에서 300병상, 300병상에서 500병상, 500병상 이상으로 나누었

다. 재단 구분은 심평원 병원평가정보에 나타난 구분을 기준으로 민간 단

위인 개인과 의료법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그 외 공립과 학교법인으

로 나누었다. 병원 종별 역시 심평원의 병원평가정보에 나타난 정보를 기

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 대상에서 

병원인 의료기관의 수는 5개 병원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종합병원 집단에 

편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 의료기관평가 항목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의료기관평가 항목으로는 진료체계, 질향상 체계,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검사, 약제 평가 총 6개와 총점을 사용하였다.  

  6개의 사용 항목은 EMR 및 CDSS에 연관이 있는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각 

항목의 세부 구분은 표 7,8,9에 표시하였다. 

  총점 계산에는 세부 항목의 개수를 맞추기 위하여 2004년, 2005년에 한

시적으로 따로 시행되었던 방사선 검사 항목과 시설관리 항목에서 2005년

에 분리되었다 다시 2006년에 시설관리 항목으로 포함된 안전 관리 항목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용한 의료기관평가 항목의 자료에는 각 항목의 점수가 A,B,C,D로 나타

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를 4점, B를 3점, C를 2점, D를 1점으로 변환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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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세부 항목 평가 목적

진료체계

예약제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외래진료, 검

사예약을 통일하여 예약 가능

진료관련서비스
관행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위임하

고 있는 업무에 대해 병원 인력의 제공

입퇴원 환자관리체계 효율적인 입퇴원 환자 관리 체계

진료의뢰체계
효율적인 진료과간 혹은 의료기관간 진

료의뢰, 협력진료

의료사업서비스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

선택진료제 선택진료제 준수

의료기관 회계원칙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질 향상 

체계

질 향상 활동

지원 체계

질 향상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

원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및 전담 조

직, 인력

질 향상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개선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질 향상 활동 

직원 이해도

질 향상 과제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직원 간 공유

질 향상 활동 성과 효율적인 부문별 개선활동 성과

환자안전 관리체계
환자 안전에 대한 개선,

예방전략 관리체계

환자안전 보장활동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활동

심폐소생술 및

비상지원체계

모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여부 및 심폐소생 비상체계

표 2. 진료체계, 질향상체계 세부항목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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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세부 항목 평가 목적

의료정보/

의무기록

진단명 기록 적합도 진단명 기록 정확도 및 관리

정보 생성 환자진료 정보 적시 제공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정보 관리 체계

환자진료, 병원 경영 및 외부 기관등에

서 필요로하는 정보 요구도를 파악하여 

자원으로서의 정보 효율적 관리

의무기록 검색

및 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체계적 보관, 관리 

여부

대출/열람 및 반납 의무기록의 이용 및 안전 관리 효율성

정보보안 및

안전관리
환자진료정보 보호

응급

응급환자

기록 충실성
응급 진료기록 충실성

응급이송서비스 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 이송시 조치

응급실 체류 시간 불필요한 응급환자 체류 시간 감소

입원소요시간
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결정 신속성과 

불필요한 체류시간 감소

응급실 시설 수준 응급실내 필요시설 및 편의시설

응급실

의료기기 수준
응급처치에 요구되는 장비

표 3.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세부항목과 목적



- 17 -

항목명 세부 항목 평가 목적

검사

진단검사의학

검사 관리
검사 운영체계 및 검사 소요시간

검체관리 적정성 검사 규정 준수 여부, 검체 관리

필름관리 및 판독의 

충실성
판독 충실성, 영상 보관 관리

검사요청지 및 결과

기재 충실성
검사 요청지 및 검사 결과지 충실성

검사외부 의뢰체계 외부 기관의 검사 의뢰 체계

진단/기능 검사의 신

속성
검사 대기시간, 결과보고의 신속성

진단검사의학

검사정도관리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시행

진단검사의학 검사실

신임인증심사

검사실의 업무 수행 능력 및 검사서비

스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인증심사

병리 검사실

외부정도관리
병리검사실 업무수행 능력 및 기술수준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검사 서비스 질 향상 정도관리

혈액관리 효유렁 혈액관리 장비, 관리체계

수혈관리 적정성 수혈전 검사 및 수혈관자 관찰 적정성

혈액사용 정확성 혈액사용 정확성

약제

의약정보제공 및

의약품 사용관리체계

약물요법 적절성, 약물 선정, 약물사용

평가, 사용관리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의약품 보관 및 관리

고위험군 및 고주의

약품 관리
고위험군 및 고주의 약품 관리

조제관리체계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관리체계

산제조제 안전관리 조제 오류 및 교차오염 안전성

주사제 무균조제 주사약 안전성을 위한 무균주제 여부

복약관리 및 약물 부

작용 모니터링
약제사용 관련 오류 감소

표 4. 검사, 약제 세부항목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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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SAS 9.1.3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각 의료기관

별 일반적 특성과 의료기관평가 점수를 빈도 분석하였다. 각 의료기관별 

EMR과 CDSS 도입 현황과 일반적 특성을 빈도 분석하고 Chi-square test하

였다. EMR과 CDSS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점수 차이를 분석할 때는 

Wilcoxon Rank Sum test를 하였다. 의료기관평가 점수에 대한 EMR과 CDSS

의 영향을 분석할 때는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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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의료기관평가 점수

가. 일반적 특성

 2005년 정보화 현황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를 확보하고, 의료기관 평가 1

차, 2차 자료를 확보하고 2009년 정보화 현황 자료와 추가로 설문조사 한 것을 

모두 합한 총 138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병원의 정보 시스템과 병상 수와 병원 종별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왕

경해, 2005) 병상 규모를 일반적 특성으로 편입하였다.

 EMR, CDSS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 중 하나인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것이기 때

문에 (Adler MJ, 2008) 재단 유형별로 병원을 구분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역시, 그 외 9개도로 구분하였다.

특성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 계

< 100 0 (0.00) 2 (2.13) 2 (1.45)

병상규모 100 - 300 1 (2.27) 35 (37.23) 36 (26.09)

300 - 500 1 (2.27) 25 (26.60) 26 (18.84)

500 ≦ 42 (95.45) 32 (34.04) 74 (53.62)

개인 + 의료법인 7 (15.91) 58 (61.70) 65 (41.10)

재단유형 공립 5 (11.36) 19 (20.21) 24 (17.39)

학교법인 32 (72.73) 17 (18.09) 49 (35.51)

서울 16 (36.36) 21 (22.34) 37 (26.81)

지역 광역시 13 (29.55) 29 (30.85) 42 (30.43)

9도 15 (34.09) 44 (46.81) 59 (42.75)

계 44 (31.88) 94 (68.12) 138 (100)

표 5. 조사대상 전체 의료기관의 특성      (단위: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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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평가 점수 현황

  조사 대상의 1차, 2차 의료기관평가의 점수 현황은 표 11과 같다. 모든 항목

이 의료기관평가 1차 때에 비해서 2차 점수가 크게 향상했다. 

구분 1차 2차

진료체계

A 48 (34.78) 114 (82.61)

B 72 (52.17) 23 (16.67)

C 17 (12.32) 1 (0.72)

D 1 (0.72) 0 (0.00)

질향상체계

A 19 (13.77) 113 (81.88)

B 65 (47.10) 15 (10.87)

C 42 (30.43) 8 (5.80)

D 12 (8.70) 2 (1.45)

의료정보
의무기록

A 59 (42.75) 113 (81.88)

B 46 (33.33) 18 (13.04)

C 28 (20.29) 6 (4.35)

D 5 (3.62) 1 (0.72)

응급

A 5 (3.62) 102 (73.91)

B 54 (39.13) 33 (23.91)

C 78 (56.52) 3 (2.17)

D 1 (0.72) 0 (0.00)

검사

A 44 (31.88) 116 (84.06)

B 65 (47.10) 22 (15.94)

C 28 (20.29) 0 (0.00)

D 1 (0.72) 0 (0.00)

약제

A 48 (34.78) 93 (67.39)

B 59 (42.75) 27 (19.57)

C 25 (18.12) 13 (9.42)

D 6 (4.35) 5 (3.62)

표 6. 1차, 2차 의료기관평가 점수 현황

  표 12를 보면 각 항목별로 절반 이상의 기관의 점수가 증가하였거나 최고점



- 21 -

을 유지하였다. 점수가 감소된 기관은 소수였다. 약제 부문에서 24개 기관 

(17.39%), 영양 부문에서 16개 기관 (16.16%)의 점수가 하향했으며 그 외의 

항목에서는 10% 이하의 기관만이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

평가 이후 2차 의료기관평가 때에는 점수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점수가 증가 혹은 상위 유지(지속적으로 A로 평가된 경우)

인 기관의 비율이 70%가 넘었다.

구분 기관수

상위유지 40 (28.99)

진료체계
증가 79 (57.25)

변화없음 11 (7.97)

감소 8 (5.8)

상위유지 15 (10.87)

질향상체계
증가 109 (78.99)

변화없음 6 (4.35)

감소 8 (5.8)

상위유지 50 (36.23)

의료정보 증가 71 (51.45)

의무기록 변화없음 7 (5.07)

감소 10 (7.25)

상위유지 5 (3.62)

응급
증가 118 (85.51)

변화없음 14 (10.14)

감소 1 (0.72)

상위유지 38 (27.54)

검사
증가 86 (62.32)

변화없음 8 (5.80)

감소 6 (4.35)

상위유지 28 (20.29)

약제
증가 74 (53.62)

변화없음 12 (8.70)

감소 24 (17.39)

표 7. 1차 평가 후 2차 의료기관평가 점수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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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평가 시점의 EMR, CDSS 도입 현황

  138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EMR 도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EMR 조사 대상으로는 

Image, Text EMR을 모두 포함하였고, 외래 EMR, 입원 EMR을 모두 포함하였다. 

  1차 의료기관평가 때는 병상이 800대 이상인 병원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 도입

(11개 기관, 37.93%) 했었다. 재단 유형 구분 중에서는 개인과 의료법인에서 

EMR을 도입한 비율이 19개 기관 65.5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역

시의 EMR 도입 비율이 9도 보다 더 높았다.

특성 구분
EMR 도입 유무

계 χ² p
미도입 도입

병상

규모

< 100 1 (0.92) 1 (3.45) 2 (1.45)

100 - 300 32 (29.36) 4 (13.79) 36 (26.09)
4.65 0.200

300 - 500 18 (16.51) 8 (27.59) 26 (18.84)

500 ≦ 58 (53.21) 16 (55.17) 74 (53.62)

재단

유형

개인 + 의료법인 46 (42.20) 19 (65.52) 65 (47.10)

공립 21 (19.27) 3 (10.34) 24 (17.39) 5.03 0.081

학교법인 42 (38.53) 7 (24.14) 49 (35.51)

병원

종별

상급종합병원 32 (29.36) 12 (41.38) 44 (31.88)
1.52 0.217

종합병원 + 병원 77 (70.64) 17 (58.62) 94 (68.12)

지역 

서울 28 (25.69) 9 (31.03) 37 (26.81)

광역시 32 (29.36) 10 (34.48) 42 (30.43) 1.03 0.598

9도 49 (44.95) 10 (34.48) 59 (42.75)

계 109 (78.99) 29 (21.01)

표 8. 1차 의료기관평가시 EMR 도입 유무와 일반적 특성    (단위: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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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 1차 때 비해서 2차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는 77개 병원이 새로이 

EMR을 도입하였다. 병상 규모, 재단 유형, 병원 종별, 지역 구분의 항목 모두에

서 공통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하여 1차 의료기관평가 때는 EMR 도입이 

21.01% 였지만 2차 의료기관평가 때는 76.81%로 크게 증가하였다. 병상 규모적

으로는 1차 때의 EMR 도입 결과에 비해 모든 병상 수 구분에서 고른 분포로 EMR

을 도입하였다. 재단 유형에서는 1차 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의료법인

인 병원의 EMR 도입율이 가장 높았다. 병원 종별로는 종합병원과 병원에서의 

EMR 도입이 1차 때 17개 기관에서 2차 때 71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 구

분에서는 서울과 광역시의 EMR 도입보다 9도에 위치한 병원의 EMR 도입이 크게 

늘었다. 1차 때 9도의 EMR 도입 병원 수는 10개뿐이었지만 2차 때는 43개 병원

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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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EMR 도입 유무

계 χ² p
미도입 도입

병상

규모

< 100 0 (0.00) 2 (1.89) 2 (1.45)

100 - 300 10 (31.25) 26 (24.53) 36 (26.09)
1.41 0.739

300 - 500 5 (15.63) 21 (19.81) 26 (18.84)

500 ≦ 17 (53.13) 57 (53.77) 74 (53.62)

재단

유형

개인 + 의료법인 15 (46.88) 50 (47.17) 65 (47.10)

학교법인 6 (18.75) 18 (16.98) 24 (17.39) 0.060 0.971

공립 11 (34.38) 38 (35.85) 49 (35.51)

병원

종별

상급종합병원 9 (28.13) 35 (33.02) 44 (31.88)
0.27 0.603

종합병원 + 병원 23 (71.88) 71 (66.98 94 (68.12)

지역 

서울 7 (21.88) 30 (28.30) 37 (26.81)

광역시 9 (28.13) 33 (31.13) 42 (30.43) 0.963 0.618

9도 16 (50.00) 43 (40.57) 59 (42.75)

계 32 (23.19) 106(76.81)

표 9. 2차 의료기관평가시 EMR 도입 유무와 일반적 특성   (단위:개소 %)

  EMR을 신규로 도입한 병원에 대한 현황은 다음 표 15와 같다. 의료기관평가 1

차시기의 EMR 도입에서 2차시기까지 EMR 신규 도입 여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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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EMR 도입 유무

계 χ² p
미도입 신규

병상

규모

< 100 0 (0.00) 1 (1.30) 1 (0.92)

100 - 300 10 (31.25) 22 (28.57) 32 (29.36)
0.493 0.921

300 - 500 5 (15.63) 13 (16.88) 18 (16.51)

500 ≦ 17 (53.13) 41 (53.25) 58 (53.21)

재단

유형

개인 + 의료법인 15 (46.88) 31 (40.26) 46 (42.20)

학교법인 6 (18.75) 15 (19.48) 21 (19.27) 0.444 0.801

공립 11 (34.38) 31 (40.26) 42 (38.53)

병원

종별

상급종합병원 9 (28.13) 23 (29.87) 32 (29.36)
0.033 0.855

종합병원 + 병원 23 (71.88) 54 (70.13) 77 (70.64)

지역 

서울 7 (21.88) 21 (27.27) 28 (25.69)

광역시 9 (28.13) 23 (29.87) 32 (29.36) 0.536 0.765

9도 16 (50.00) 33 (42.86) 49 (44.95)

계 32 (29.36) 77 (70.64)

표 10. 1차 의료기관평가 후 EMR 신규 도입 현황과 일반적 특성 (단위:개소 %)

  CDSS의 범위로는 약물사용 사전 심사, 진료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정하였다. 

2차 의료기관평가시 27개(19.57)의 기관에 CDSS가 도입되었다. 이는 EMR 도입율

(76.81%)에 비하면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병상 규모가 증가할수록 CDSS의 도입

이 증가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상급 종합 병원의 41.9%가 CDSS를 도

입하였고 종합병원과 병원인 병원은 17.5%만이 CDSS를 도입하였다. 이는 카이제

곱 검정 상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3). 지역 구분에서도 

서울과 9도의 도입율이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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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CDSS 도입여부

계 χ² p
미도입 도입

병상

규모

< 100 1 (0.90) 1 (3.70) 2 (1.45)

100 - 300 32 (28.83) 4 (14.81) 36 (26.09)
7.759 0.051

300 - 500 24 (21.62) 2(7.41) 26 (18.84)

500 ≦ 54 (48.65) 20 (74.07) 74 (53.62)

재단

유형

개인 + 의료법인 54 (48.65) 11 (40.74) 65 (47.10)

학교법인 20 (18.02) 4 (14.81) 24 (17.39) 1.17 0.557

공립 37 (33.33) 12 (44.44) 49 (35.51)

병원

종별

상급종합병원 31 (27.93) 13 (48.15) 44 (31.88)
4.09 0.043

종합병원 + 병원 80 (72.07) 14 (51.85) 94 (68.12)

지역 

서울 24 (21.62) 13 (48.15) 37 (26.81)

광역시 40 (21.62) 2 (7.41) 42 (30.43) 11.57 0.003

9도 47 (42.34) 12 (44.44) 59 (42.75)

계 111 (80.43) 27 (19.57) 138 (100.0)

표 11. 2차 의료기관평가시 CDSS 도입여부

 : Fisher's Exact Test =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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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SS와 EMR의 도입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점수 차이 분석

  먼저 EMR과 CDSS 도입 여부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였다. 1차 의료기관평가 당

시 EMR 도입 여부와 2차 의료기관평가 당시 EMR 도입 여부에 따라 3가지 구분

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2차 의료기관평가 당시 CDSS 도입 여부에 따라 2가지 

구분으로 나누었다. EMR 도입 구분은 다음 표 12과 같다.

구분 1차 평가 EMR 2차 평가 EMR

EMR 미도입 ☓ ☓
EMR 신규도입 ☓ ◯
EMR 기도입 ◯ ◯

표 12. EMR과 CDSS 도입 여부에 따른 구분 기준

  EMR과 CDSS 도입에 따른 5가지 구분과 의료기관평가 점수의 증감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1차 의료기관평가시에 상급 종합 병원 집단의 EMR 기도입 집단은 점수가 가

장 높았지만 종합병원, 병원 집단에서는 EMR을 기도입한 집단의 점수가 EMR 

미도입한 집단의 점수보다 높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구분에서 1차 총점에서 2차 총점은 모두 증가하였다. 표 

13, 14를 살펴보았을 때 상급 종합 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EMR을 도입한 

곳이 EMR을 도입하지 않은 곳보다 2차 총점과 점수의 증가량의 평균이 더 높

았다. 병원 종별 구분 없이 1차 의료기관평가 때부터 EMR을 사용하고 있던 병

원의 총점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1차 의료기관평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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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MR을 도입한 병원이다. EMR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은 1차 의료기관평가 때

에 비해서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총점은 EMR을 도입한 기관에 비해 

낮다. 단 상급 종합 병원의 EMR 도입 여부에 따른 총점 차이는 크지만 종합병

원과 병원의 EMR 도입 여부에 따른 총점수 차이는 미미하다.

  CDSS를 도입한 기관의 총점은 CDSS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더 높다. 상

급 종합 병원의 경우 CDSS 미도입한 병원의 총점은 47.97점인데 비해 CDSS를 

도입한 병원의 총점은 51.54점으로 차이가 나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CDSS 미도입 병원의 총점이 50.16점이고 CDSS를 도입한 병원의 총점은 50.86

으로 CDSS에 따른 영향이 미비하다.

구분 N 1차 총점 2차 총점 증감량 W p

EMR 미도입 9 34.00± 7.45 46.00± 7.24 12.0± 5.22 6.90 0.001

EMR 신규도입 23 35.26± 8.92 48.78± 7.50 13.5± 10.67 6.08 <.001

EMR 기도입 12 37.00± 6.62 51.75± 5.31 14.75± 4.79 10.67 <.001

CDSS 미도입 31 34.45± 8.20 47.97± 6.96 13.51± 7.26 10.36 <.001

CDSS 도입 13 37.92± 7.06 51.54± 6.88 13.62± 10.93 4.49 0.001

계 44 35.48± 7.96 49.02± 7.05 13.55± 8.37 10.73 <.001

표 13. 상급 종합 병원의 의료기관평가 총점과 EMR, CDSS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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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1차 총점 2차 총점 증감량 W p

EMR 미도입 23 36.61± 8.81 49.04± 8.50 12.43± 7.75 7.69 <.001

EMR 신규도입 54 39.48± 7.92 50.43± 6.97 10.94± 8.35 9.63 <.001

EMR 기도입 17 37.00± 10.58 51.41± 5.94 14.41± 8.34 7.12 <.001

CDSS 미도입 80 38.23± 8.84 50.16± 7.04 11.94± 8.24 12.96 <.001

CDSS 도입 14 38.93± 7.90 50.86± 8.16 11.93± 8.48 5.26 0.002

계 94 38.33± 8.67 50.27± 7.18 11.94± 8.23 14.07 <.001

표 14. 종합병원과 병원의 의료기관평가 총점과 EMR, CDSS 도입 여부

  EMR과 관련 있는 진료체계, 질향상 체계, 응급 진료 체계, 의무/의료기

록, 검사, 약제 평가 항목의 총점을 따로 추려내어 EMR과 CDSS 도입 전후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총점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1차 평가 후 2차 

총점은 모두 증가하였고 (p<0.05) 전체 총점과 같은 양상으로 EMR을 기도

입하고 CDSS를 도입한 기관의 점수 평균이 가장 높다. 하지만 전체 총점과

는 반대로 1차 때 EMR 기도입한 집단의 점수는 병원 종별을 가리지 않고 

EMR 미도입 집단의 점수보다 낮았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상급 종합 

병원에 비해 EMR 도입에 따른 점수 차이 폭이 적었다. EMR 신규도입을 하

였어도 점수가 EMR 미도입 기관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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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1차 총점 2차 총점 증감량 W p

EMR 미도입 9 18.11± 3.18 20.89± 2.76 2.78± 3.11 2.68 0.028

EMR 신규도입 23 17.30± 2.98 22.43± 2.33 5.13± 4.05 6.08 <.001

EMR 기도입 12 17.33± 3.20 23.17± 1.53 5.83± 2.95 6.85 <.001

CDSS 미도입 31 17.68± 2.98 21.97± 2.48 4.29± 3.50 6.82 <.001

CDSS 도입 13 17.00± 3.19 23.15± 1.72 6.15± 3.93 5.64 0.001

계 44 17.48± 3.02 22.32± 2.33 4.84± 3.69 8.70 <.001

표 15. 상급 종합 병원의 EMR 관련 항목 총점과 EMR, CDSS 도입 여부

구분 N 1차 총점 2차 총점 증감량 W p

EMR 미도입 23 17.65± 2.98 22.48± 2.69 4.83± 3.56 6.50 <.001

EMR 신규도입 54 18.11± 3.12 22.35± 2.16 4.24± 4.23 7.36 <.001

EMR 기도입 17 16.71± 3.55 23.18± 1.51 6.47± 3.00 8.89 <.001

CDSS 미도입 80 16.68± 3.12 22.49± 2.23 4.81± 3.74 11.51 <.001

CDSS 도입 14 18.14± 3.59 22.79± 2.12 4.64± 5.06 3.43 0.005

계 94 17.74± 3.18 22.53± 2.21 4.79± 3.93 11.80 <.001

표 16. 종합병원과 병원 EMR 관련 항목 총점과 EMR, CDSS 도입 여부

 

 다음 장의 표 22,23,24,25의 각 세부항목별 점수와 증감현황을 보았을 때 

양쪽 병원 종별 모두 EMR을 도입한 쪽이 EMR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각 

항목의 평균과 점수 증가량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진료체계의 경우 상급 종합 병원, 종합병원과 병원 모두 EMR 미도입, 신

규도입, 기도입 순으로 점수가 높아진다.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EMR을 도

입하지 않았을 경우 1차 때의 점수와 2차 때의 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681). CDSS를 도입한 병원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하지만 

종합 병원과 병원의 경우 CDSS 미도입 집단과 CDSS 도입 집단간 점수 차이

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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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향상체계 점수의 경우 상급 종합 병원에서는 EMR 집단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종합 병원과 병원에서는 EMR을 신규 도입한 기관들의 

평균이 3.74 ± 0.65 점으로 가장 낮고 EMR을 기도입한 기관들의 평균 점수

가 3.88 ± 0.49 점으로 가장 높았다. 양쪽 병원 규모 구분 모두 CDSS를 도

입한 기관들의 점수 평균과 증가량이 CDSS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료정보/의무기록 점수 분야에서 상급 종합 병원인 기관에서 EMR을 사

용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점수가 하향한 것으로 나타

났다(p=0.76). 그리고 EMR 신규도입 기관의 점수가 소폭이지만 EMR을 기도

입한 기관보다 높았다. 상급 종합 병원에 비해 종합병원, 병원에서는 EMR

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의 점수가 EMR을 신규도입한 병원의 점수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EMR을 기도입한 집단이다.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CDSS를 도입한 기관은  최고점을 모두 받았지만 CDSS 미

도입 기관의 점수는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 병원에서는 CDSS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점수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CDSS를 도입한 집

단은 1차 점수와 2차 점수 간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p=0.137).

  응급 평가 항목의 경우 상급 종합 병원은 EMR 도입에 따른 점수 분포가 

기도입, 신규도입, 미도입 순으로 낮아진다. CDSS를 도입한 기관의 점수가 

소폭이지만 CDSS를 미도입한 기관보다 높았다. 반면 종합병원, 병원에서는 

EMR을 기도입한 기관의 점수만이 제일 높았고 나머지 집단은 EMR 미도입 

기관과 CDSS 미도입 기관이 근소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검사 평가 항목에서도 EMR을 기도입한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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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DSS를 도입한 기관이 CDSS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상급 종합 병원에서 EMR 미도입한 기관의 점수와 EMR을 신규도입

한 기관의 점수가 같게 나왔다. 종합 병원, 병원에서는 EMR 미도입 점수가 

EMR을 신규도입한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약제 평가 항목에서는 종합 병원, 병원인 기관이 EMR을 도입하지 않을 

때와 CDSS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CDSS를 도입

함에 따라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유의성 테스트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p=0.120). EMR을 미도입한 집단에서도 1차 점수와 2차 점수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62). 상급 종합 병원의 경우 EMR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과 CDSS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마찬가지로 최하점을 

얻었다. 그리고 EMR 미도입(p=0.73)과 CDSS 미도입(p=0.174) 모두 1차 점

수와 2차 점수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EMR 

기도입과 CDSS를 도입한 기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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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구분 N 1차 점수 2차 점수 증감량 W p

진료체계

EMR 미도입 9 3.44 ± 0.73 3.56 ± 0.53 0.11 ± 0.78 0.43 0.681

EMR 신규도입 23 3.26 ± 0.62 3.78 ± 0.42 0.52 ± 0.67 3.76 0.001

EMR 기도입 12 3.17 ± 0.58 3.83 ± 0.39 0.67 ± 0.65 3.55 0.005

CDSS 미도입 31 3.29 ± 0.64 3.71 ± 0.46 0.42 ± 0.72 3.24 0.003

CDSS 도입 13 3.23 ± 0.60 3.85 ± 0.38 0.62 ± 0.65 3.41 0.005

질향상체계

EMR 미도입 9 2.44 ± 0.73 3.33 ± 0.71 0.89 ± 0.78 3.41 0.009

EMR 신규도입 23 2.48 ± 0.73 3.74 ± 0.62 1.26 ± 1.10 5.52 <.001

EMR 기도입 12 2.67 ± 0.78 3.92 ± 0.29 1.25 ± 0.62 6.97 <.001

CDSS 미도입 31 2.48 ± 0.72 3.61 ± 0.67 1.13 ± 0.92 6.86 <.001

CDSS 도입 13 2.62 ± 0.77 3.92 ± 0.28 1.31 ± 0.95 4.98 0.001

표 17. 의료기관평가 진료 및 운영체계 개별 항목 점수와 상급 종합 병원의 EMR, CDSS 도입 여부

평가항목 구분 N 1차 점수 2차 점수 증감량 W p

진료체계

EMR 미도입 23 3.30 ± 0.63 3.87 ± 0.34 0.57 ± 0.73 3.72 0.001

EMR 신규도입 54 3.15 ± 0.74 3.81 ± 0.39 0.67 ± 0.85 5.79 <.001

EMR 기도입 17 3.12 ± 0.70 3.94 ± 0.24 0.82 ± 0.64 5.34 <.001

CDSS 미도입 80 3.18 ± 0.71 3.85 ± 0.36 0.68 ± 0.76 7.95 <.001

CDSS 도입 14 3.21 ± 0.70 3.86 ± 0.36 0.64 ± 0.93 2.59 0.022

질향상체계

EMR 미도입 23 2.78 ± 0.85 3.83 ± 0.65 1.04 ± 0.98 5.13 <.001

EMR 신규도입 54 2.76 ± 0.87 3.74 ± 0.65 0.98 ± 1.07 6.72 <.001

EMR 기도입 17 2.53 ± 0.87 3.88 ± 0.49 1.35 ± 0.79 7.10 <.001

CDSS 미도입 80 2.73 ± 0.86 3.78 ± 0.66 1.05 ± 0.98 9.59 <.001

CDSS 도입 14 2.71 ± 0.91 3.86 ± 0.36 1.14 ± 1.17 3.66 0.003

표 18. 의료기관평가 진료 및 운영체계 개별 항목 점수와 종합 병원, 병원의 EMR, CDSS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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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구분 N 1차 점수 2차 점수 증감량 W p

의료정보
의무기록

EMR 미도입 9 3.44 ± 0.88 3.33 ± 0.71 -0.11 ± 1.05 -0.32 0.760

EMR 신규도입 23 2.91 ± 1.00 3.87 ± 0.34 0.96 ± 0.93 4.94 <.001

EMR 기도입 12 3.08 ± 0.90 3.83 ± 0.39 0.75 ± 0.87 3 0.012

CDSS 미도입 31 3.13 ± 0.96 3.65 ± 0.55 0.52 ± 1.00 2.89 0.007

CDSS 도입 13 2.92 ± 0.95 4.00 ± 0.00 1.08 ± 0.95 4.07 0.002

응급

EMR 미도입 9 2.56 ± 0.53 3.56 ± 0.73 1.00 ± 0.87 3.46 0.009

EMR 신규도입 23 2.30 ± 0.47 3.74 ± 0.45 1.43 ± 0.73 9.45 <.001

EMR 기도입 12 2.50 ± 0.67 3.83 ± 0.39 1.33 ± 0.65 7.09 <.001

CDSS 미도입 31 2.45 ± 0.51 3.71 ± 0.53 1.26 ± 0.73 9.61 <.001

CDSS 도입 13 2.31 ± 0.63 3.77 ± 0.44 1.46 ± 0.78 6.79 <.001

검사

EMR 미도입 9 3.00 ± 0.71 3.78 ± 0.44 0.78 ± 0.83 2.8 0.023

EMR 신규도입 23 3.26 ± 0.69 3.78 ± 0.42 0.52 ± 0.73 3.43 0.002

EMR 기도입 12 2.92 ± 0.90 3.92 ± 0.29 1.00 ± 0.85 4.06 0.002

CDSS 미도입 31 3.10 ± 0.70 3.81 ± 0.40 0.71 ± 0.74 5.35 <.001

CDSS 도입 13 3.15 ± 0.90 3.85 ± 0.38 0.69 ± 0.95 2.63 0.021

약제

EMR 미도입 9 3.22 ± 1.09 3.33 ± 0.71 0.11 ± 0.93 0.36 0.730

EMR 신규도입 23 3.09 ± 0.90 3.52 ± 0.79 0.43 ± 1.20 1.74 0.096

EMR 기도입 12 3.00 ± 0.85 3.83 ± 0.58 0.83 ± 0.83 3.46 0.005

CDSS 미도입 31 3.23 ± 0.92 3.48 ± 0.77 0.26 ± 1.03 1.39 0.174

CDSS 도입 13 2.77 ± 0.83 3.77 ± 0.60 1.00 ± 1.00 3.61 0.004

표 19. 의료기관평가 부문별 업무성과 개별 항목 점수와 상급 종합 병원의 EMR, CDSS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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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구분 N 1차 점수 2차 점수 증감량 W p

의료정보
의무기록

EMR 미도입 23 3.09 ± 0.85 3.83 ± 0.49 0.74 ± 0.86 4.10 0.001

EMR 신규도입 54 3.33 ± 0.78 3.76 ± 0.61 0.43 ± 0.88 3.55 0.001

EMR 기도입 17 2.88 ± 0.93 3.88 ± 0.33 1.00 ± 0.79 5.22 <.001

CDSS 미도입 80 3.15 ± 0.84 3.80 ± 0.56 0.65 ± 0.89 6.55 <.001

CDSS 도입 14 3.43 ± 0.76 3.79 ± 0.43 0.36 ± 0.84 1.59 0.137

응급

EMR 미도입 23 2.39 ± 0.58 3.70 ± 0.47 1.30 ± 0.76 8.18 <.001

EMR 신규도입 54 2.54 ± 0.61 3.69 ± 0.51 1.15 ± 0.81 10.41 <.001

EMR 기도입 17 2.41 ± 0.62 3.88 ± 0.33 1.47 ± 0.62 9.71 <.001

CDSS 미도입 80 2.45 ± 0.57 3.73 ± 0.48 1.28 ± 0.75 15.29 <.001

CDSS 도입 14 2.64 ± 0.74 3.71 ± 0.47 1.07 ± 0.92 4.37 0.001

검사

EMR 미도입 23 3.17 ± 0.72 3.83 ± 0.39 0.65 ± 0.65 4.83 <.001

EMR 신규도입 54 3.15 ± 0.71 3.81 ± 0.39 0.67 ± 0.91 5.38 <.001

EMR 기도입 17 2.82 ± 0.81 3.88 ± 0.33 1.06 ± 0.75 5.84 <.001

CDSS 미도입 80 1.11 ± 0.75 3.83 ± 0.38 0.71 ± 0.81 7.83 <.001

CDSS 도입 14 3.00 ± 0.68 3.86 ± 0.36 0.86 ± 0.95 3.38 0.005

약제

EMR 미도입 23 2.91 ± 0.90 3.43 ± 0.99 0.52 ± 1.27 1.96 0.062

EMR 신규도입 54 3.19 ± 0.78 3.54 ± 0.75 0.35 ± 1.23 2.10 0.041

EMR 기도입 17 2.94 ± 0.75 3.71 ± 0.47 0.76 ± 0.90 3.49 0.003

CDSS 미도입 80 3.06 ± 0.80 3.51 ± 0.80 0.45 ± 1.18 3.41 0.001

CDSS 도입 14 3.14 ± 0.86 3.71 ± 0.61 0.57 ± 1.28 1.67 0.120

표 20. 의료기관평가 부문별 업무성과 개별 항목 점수와 종합 병원, 병원의 EMR, CDSS 도입 여부



- 36 -

  EMR 기도입이 점수 증가량과, 2차 점수에서 가장 높았다. EMR 신규 도입은 

2차 점수에서 EMR 미도입과 비슷비슷하거나 낮을 때가 있지만 점수 증가량에

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로지스틱 분석으로 통계를 돌린 결과이다. 가장 분포가 많은 점수인 

A를 1로 설정하고 1,2,3을 0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 EMR 도입 여부, 

CDSS 도입 여부, 재단, 병상수, 병원 종별을 설정하였다.

  2차 진료체계와 질향상체계 항목에 대해서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이다.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진료체계와 질향상체계 점수에 EMR 도입에 비해 CDSS 도입

이 최고점으로 올라가는데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진료체계 질향상체계

OR 95% C.I OR 95% C.I

EMR

미도입 1 1

도입 1.283 0.454 - 3.627 1.583 0.539 - 4.646

CDSS

미도입 1 1

도입 1.388 0.396 - 4.862 2.069 0.477 - 8.982

병원 종별

종합병원, 병원 1 1

상급종합병원 0.638 0.173 - 2.361 1.163 0.302 - 4.471

재단

개인, 의료법인 1 1

공립 1.171 0.286 - 4.792 0.316 0.081 - 1.235

학교법인 0.516 0.164 - 1.622 0.273 0.076 - 0.982

표 21. EMR, CDSS이 진료체계와 질향상체계에 미치는 영향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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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의무기록과 응급 체계 평가 항목에 대하여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EMR을 도입함으로써 EMR을 도입하지 않

은 병원보다 의료정보/의무기록 점수는 1.691배, 응급의 경우 1.451배 최고점

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DSS를 도입할 경우 의료정보/의무기

록이 A점이 될 확률은 1.70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급 평가의 경우 

0.849배로 감소하였다. 의무기록에서는 EMR과 CDSS 모두 비슷하게 최고점이 

되는데 기여를 하지만 응급 체계에서는 EMR만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OR 95% C.I OR 95% C.I

EMR

미도입 1 1

도입 1.691 0.606 - 4.723 1.451 0.570 - 3.696

CDSS

미도입 1 1

도입 1.705 0.429 - 6.773 0.849 0.293 - 2.458

병원 종별

종합병원, 병원 1 1

상급종합병원 0.692 0.178 - 2.692 1.782 0.541 - 5.5874

재단

개인, 의료법인 1 1

공립 1.814 0.358 - 9.207 0.373 0.126 - 1.106

학교법인 0.431 0.131 - 1.418 0.249 0.086 - 0.718

표 22. EMR, CDSS이 의료정보/의무기록과 응급에 미치는 영향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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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EMR 도입으로 검사와 약

제가 각각 최고점을 받을 확률은 1.103배, 1.2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DSS를 도입한다면 CDSS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검사에서 1.480배, 약

제에서는 2.325배 최고점을 받을 확률이 올라갔다. 약제와 검사 모두 CDSS가 

EMR보다 더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검사 약제

OR 95% C.I OR 95% C.I

EMR

미도입 1 1

도입 1.103 0.366 - 3.321 1.227 0.519 - 2.902

CDSS

미도입 1 1

도입 1.480 0.406 - 5.397 2.325 0.761 - 7.107

병원 종별

종합병원, 병원 1 1

상급종합병원 2.730 0.710- 10.497 1.566 0.495 - 4.952

재단

개인, 의료법인 1 1

공립 3.533 0.421 - 29.642 1.316 0.448 - 3.864

학교법인 0.271 0.089 - 0.826 0.690 0.266 - 1.788

표 23. EMR, CDSS이 검사와 약제에 미치는 영향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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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및 결 론

  본 연구는 EMR과 CDSS가 의료기관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EMR과 CDSS의 영향,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그 결

과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라는 평가 시스템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몇몇 병원은 의료기관평가를 대비하여 전담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측에서 주관한 한 설명회에서는 우수 준비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며 각 병원 관계자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추세는 보

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시행하려는 준비에 들어가면서 더욱 높

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MR과 CDSS의 도입이 실제 병원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 전반적인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그것이 의료기관평가 점수로 이어진다

면 EMR과 CDSS 도입이 활성화된다. 

  EMR과 CDSS 도입에 대한 이점은 환자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데이터

를 접근하기 쉽게 한다(Likourezos A, 2004)는 점이 있다. 그리고 환자 안전과 의

료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2003; 

Mills TR, 2010). 그리고 도입과정에 workflow를 다시 디자인함에 따라 반복

적인 일을 쉽게 하는 등 질적 향상이 나타난다(Mclane S, 2005). 또한 환자 

만족도 증대, 환자 안전 증대, 문서 질 향상, 업무 성과 향상, 의료기관간 원

활한 데이터 교류, 중복 입력의 방지와 속도와 시간 관리를 빠르게 한다

(Robies J, 2009). 재정적 이득 (Adler MJ, 2008; Jan W, 2005), 질환 예방 

측면에서의 효율성 (Chaudhry B, 2006), EMR은 입력 시간을 단축시키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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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류를 감소하여 신뢰도를 상승시켜 업무 협조를 원활하게 만든다(최준영, 

2009). 위와 같은 이점을 가지고 EMR과 CDSS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EMR과 CDSS 

도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SAS 9.1.3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Chi-square 검정, 

Wilcoxon Signed Ranksum test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EMR은 근 5년간 도입율이 상당히 향상 되었다. 연구 대상이 된 138개 병원

에서 Image, Text EMR을 모두 합하여 EMR 도입율은 1차 의료기관평가시에는 

21%였다. 2차 의료기관평가 때까지 EMR 도입율은 76%로 병상 수, 병원 종별, 

재단 구분 차이 없이 전반적인 도입율 상승을 보였다. 그 중 상급 종합 병원

의 EMR 도입율은 80%, 종합병원의 EMR 도입율은 74% 그리고 소규모 병원의 조

사 재상은 소수이지만 100% EMR이 도입되었다. 그 중 공립 의료기관의 EMR 도

입율이 12.5%에서 75%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보건소 정보화 정책 등의 공

공사업의 일환으로 EHR 도입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2009년 

실시한 김은숙의 선행 연구 때 조사된 EMR 도입율 70%에 비하여 EMR 도입율이 

77%로 더 높게 나타났다. CDSS의 경우 약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20%의 도입

율을 보이고 있었다. 

  의료기관평가의 대부분의 항목이 의료서비스 지향성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한우석, 2008).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에 실

시한 설문에 의하면 의료기관평가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평가가 

병원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여부에 대해 그렇다 이상이 

46.5%, 보통이 46.7%라고 응답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이러한 점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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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가가 병원 실무자들에게 현재 병원의 수준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 도구로

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각종 정보에 대한 신속 

정확한 통계와 분석을 가능케 하여 의료기관의 수익 및 의료의 질 향상을 통

해 병원경영에 도움을 줄 것(박웅섭, 2007)이라 하였다. 하지만 EMR의 도입이 

느린 이유 중 하나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EMR 시스템의 진료의 질 향상, 에러

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에 대하여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라 한다

(Likourezos, 2004; Mills TR, 2010). 그래서 의료기관평가를 이용하여 EMR과 

CDSS 도입이 병원의 업무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MR을 미도입, 신규도입, 기도입 3가지 집단으로 두고 보았을 때 총점의 경

우 EMR을 기도입한 상급종합병원은 총점이 51.54, 증가량은 13.62, 종합병원

과 병원은 총점이 51.41, 증가량은 14.41의 총점과 점수 증가량이 가장 높았

다. 그 다음으로 EMR 신규도입이 높았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총점 48.78, 증가

량 13.5, 종합병원과 병원은 총점이 50.43, 증가량 10.94이고 마지막으로 EMR

을 도입하지 않은 곳의 평균이 상급종합병원은 총점이 46.00, 증가량 12.0, 

종합병원과 병원은 총점이 49.04, 증가량은 12.43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소

프트웨어 생명주기 이론에 따라 시스템 사용자가 참여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자체 시스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채영문 외, 2010) 사용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완성되어가고, 또 사용자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점수화

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EMR과 CDSS 모두 도입시 업무흐름 변

경되기 때문에 변경된 업무흐름이 정착하고 CDSS와 EMR에 대해서 교육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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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하기 때문에(Mclane S, 2005) EMR 도입 후 그에 대한 성과가 본 연

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총점을 두고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EMR 도입한 집단과 EMR 미도입 집

단과의 점수 차이는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보다 더 큰데 이는 EMR 시스템은 결

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얻어진 자료를 정보화하여 의료 정보로써 의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병원에서 유의하다(최준영, 

2009)는 과거 연구 결과와 EMR은 작은 조직에서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조직에서 도입의 성공을 볼 수 있다는 선행 연구(Chiang MF, 2002)와 일치

하였다. CDSS의 도입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각 병원 종별 모두 CDSS를 도

입한 집단의 점수가 CDSS를 도입하지 않은 집단보다 점수가 더 높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CDSS 도입과 미도입 집단 간 점수 차이, 3.57가 종합병원과 병원

의 CDSS도입과 미도입 집단 간 점수 차이 0.7보다 더 크다. 그리고 종합병원

과 병원의 경우 1차 시기에는 EMR을 도입하지 않은 병원의 총점 평균이 EMR을 

도입한 병원의 총점 평균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이 양상은 EMR과 관련 있는 

6개 항목의 총점에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진료체계, 질향상체계, 의료정보/의무기록, 응급, 검사, 약제 각 세부항목

과 EMR과 CDSS 도입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총점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CDSS를 도입, EMR 기도입한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다. 단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정보/의무기록 항목에서는 EMR 신규도입의 점수

가 EMR 기도입의 점수보다 근소한 차이, 평균차이 0.04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의료정보 항목은 EMR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이론에 맞추어 큰 시간이 들지 않더라도 적절한 업무 성과를 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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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지만, 응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항목 부문에서 EMR과 CDSS 

모두 점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항목에서는 EMR 도입만이 

점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서술한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EMR과 CDSS가 의료기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CDSS를 도입한 기관과 EMR이 기도입된 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총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의료서비스와 의료의 질적 향상,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서 CDSS와 EMR 도입이 필요하겠다.

  둘째, EMR을 신규도입을 하였을 때 EMR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보다 2차 의료

기관평가의 총점 평균과 점수 증가량이 더 높았다. 하지만 기존부터 EMR을 사

용하던 기관과 CDSS를 도입한 기관보다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수가 낮다. 이

는 EMR을 통해 성과를 얻기 위해서 EMR 도입 후 SLC 주기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EMR을 통해 병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과 업무 성과를 얻고, 향후 CDSS 같은 다른 병원 정보 시스템을 감안

한다면 EMR 도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하고 도입 후에도 꾸준

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셋째, EMR과 CDSS 도입에 따른 점수 향상은 종합병원과 병원보다 상급 종합 

병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큰 규모의 병원일수록 EMR과 CDSS의 도입이 더 

효과적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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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1차 의료기관평가시와 2차 의료기관평가시의 세부 문항 변경으로 인

하여 오차가 있다.

  둘째. EMR과 CDSS의 광범위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더욱 상세한 결

과가 도출될 것이다.

  셋째.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위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일반 병원 위주의 

표본수를 늘린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한 의료기관평가 점수 자료는 A-D 4점 척도로 본래 

100점 척도의 결과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고 정확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EMR과 CDSS의 도입이 의료기관평가 점수에 영향이 있고 

이는 EMR과 CDSS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과 운영성과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치화된 결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로써 의료서비스의 

질과 병원 운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대안의 하나로써 EMR과 CDSS의 도입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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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EMR and CDSS on Hospital Performance

Ki Bong Yoo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EMR and CDSS on 

the hospital performance which was evaluated by the National Hospital 

Evaluation Program. The study subjects were 44 tertiary care hospitals 

and 94 general hospitals.  

   Hospital perform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hospital 

evaluation surveys  conducted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from 2004 to 2009. Criteria for hospital performance 

were: clinical care, quality improvement, medical record, emergency 

care, laboratory tests, and medication. Status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and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for the study 

hospitals was surveyed in 2005 and 2010. Wilcoxon Signed Rank Sum test 

was used to compare the performance scores for the hospitals which 

implemented EMR and/or CDSS with those hospitals which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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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 them.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syste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Performance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hospitals which have introduced EMR/CDSS before 2005 

compared with the hospitals introduced them after 2005 for both 

tertiar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In addition, performance 

scores were higher for the tertiary hospitals compared with the general 

hospitals. Although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is not 

significant(p>0.05) but it shows that both EMR and CDSS help improve 

each criteria except emergency care. Only EMR implementation improves 

performance score for emergency care.

   The results showed that EMR and CDSS had positive effects on 

hospital performance. Accordingly, hospitals should introduce them in 

order to improve hospital performance and to earn JCI accredit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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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료기관평가 1주기와 2주기 평가 기준 변경 내역

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환자권리

보호체계

1.1.1

환자권리와 책임

1.1.1

환자권리보호체계

ㆍ환자책임에 대한 지침 숙

지 및 설명 추가

ㆍ‘환자권리의 존중 및 보

호에 대한 교육’ -> 

1.2.5 재직직원교육

1.1.2

직원의 신분 정보 

제공

1.1.2 

직원의 신분확인

ㆍ신규 : 환자접점부서

  전화응대

1.1.3

환자의 사생활 보호

1.1.5

환자의 사생활 보호
ㆍ동일

1.1.4

불만 및 고충처리체

계

1.1.3

불만 및 고충 처리 

체계

ㆍ신규항목:고충 유형 분석 

및 개선 활동

1.1.5

환자 만족도 조사

1.1.4

환자 만족도 조사

ㆍ삭제항목

  -환자 만족도 시행횟수

  -환자 만족도 설문문항

1.1.6 동의서
1.1.7

진료관련 동의서

ㆍ신규 : 진료외 환자 동의

서

표 24. 1.1 환자의 권리와 편의 - 환자권리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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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환자편의

관련

정보제공

1.1.7

진료진행 상황안대

1.1.11

진료진행상황 정보 

제공

ㆍ삭제 : 진료진행상황 안

내 유형

1.1.8

진료비 내역 제공

1.1.13

진료비 내역 제공 

여부

ㆍ삭제 : 진료비 중간 정산 

제시 여부

1.1.6 진료정보 제

공

ㆍ이동 : 2.1.5 입퇴원환자 

진료과정 설명으로 통합

1.1.8

마취 및 수술관련 

설명

ㆍ이동 : 2.1.5 입퇴원환자 

진료과정 설명으로 통합

1.1.9 검사 설명
ㆍ이동 : 2.1.7 검사 및 시

술설명

1.1.10

진료관련 안내
ㆍ삭제

1.1.12

장애인 편의시설

ㆍ이동 : 1.5.8 장애인 편

의시설

1.1.14 

공용화장실 관리

ㆍ이동 : 1.5.7 위생시설 

관리로 통합

1.1.15 영안 서비스 ㆍ삭제

1.1.16 주차 서비스 ㆍ삭제

1.1.17

식장 이용 만족도
ㆍ삭제

1.1.18

화장실 이용만족도
ㆍ이동 : 환자 전화 설문

1.1.19

매점 이용만족도
ㆍ삭제

표 25. 1.1 환자의 권리와 편의 - 환자편의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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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인사

관리

체계

1.2.1 인사관리기획 ㆍ신규

1.2.2 인사정보관리 1.2.1 인사관리체계

ㆍ신규 : 인사기록문서의 

필수교육(소방, 질향상, 

감염관리, 심폐소생) 이

수관리

직원교육

1.2.3 직원교육체계 ㆍ신규

1.2.4

신규직원 교육

1.2.2

신규직원 교육

ㆍ삭제 : 설립목적과 현황, 

성희롱, 성폭력 예방, 기

타

ㆍ직종구분 범주화(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1.2.5 

재직직원 교육

1.1.1

환자권리 보호체계

1.2.3 연수교육

1.2.4 

심폐소생술 교육

1.4.2 

감염관리활동:감염

발생 감시 및 교육

1.6.1 소방체계

1.7.2 질 향상 교육

ㆍ직종구분 범주화(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ㆍ직원교육 통합 : 연간 총 

교육건수, 교육시간, 교

육인원 조사하여 연간 1

인당 교육시간 산출 점수

화

ㆍ심폐소생술 교육 - 이론 

및 실기교육 구분

의료인력

충족성

1.2.6

의사 인력 충족성

1.2.5 인력 충족성

2.5.7 

응급실 인력수준

2.6.5

수술장 간호인력 수

준

2.10.3 중환자실 의

료인력수준

ㆍ통합

1.2.7

간호인력 충족설
ㆍ통합

1.2.6 설명 충실성 ㆍ이동 : 환자전화설문

1.2.7 진료 적정성 ㆍ삭제

1.2.8 친절성 ㆍ삭제

표 26. 1.2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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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1.3.1

예약제도의 운영

2.2.4

외래환자 예약제도 

운영

2.2.8 

외래환자 검사예약 

편의성

ㆍ신규 : 

  진료예약 - 실제 인터넷 

예약 가능 여부, 예약제

도 활성화 활동.

  검사예약 - 해당 진료실

ㆍ‘OCS 조사’ 이동 : 2.3 

의료정보/의무기록 보관 

및 전산화 현황

1.3.2

진료 관련 서비스 

제공

2.1.10

기타 병원 서비스

2.2.5

진료 관련 서비스 

제공

2.5.11

응급환자 이동서비

스

ㆍ삭제 : 드레싱 교환

1.3.3 입퇴원 환자

관리 체계

1.3.1 입퇴원 환자

관리체계

ㆍ신규 : 평균대기일수 관

리 여부

표 27. 1.3 진료체계 - 진료서비스 제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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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진료의뢰

및

지원연계

1.3.4

의료기관내 진료의

뢰 체계

1.3.2

의료기관내 진료의

뢰체계

ㆍ삭제항목

- 타과 진료 의뢰 지침 구

비 여부

- 타과 진료 의뢰 요청지 

구비 여부

- 타과 진료 의료 요청의 

적정성

1.3.5

의료기관간 진료의

뢰체계

1.3.4

의료기관간 진료의

뢰체계

ㆍ신규 : 타병원 전원시 적

절한 정보제동

ㆍ삭제 : 의뢰환자 전용창

구 구비여부, 환자의뢰대

장 작성여부

1.3.6 

의료사업서비스

1.3.3

사회복지서비스

ㆍ신규 : 환자상담을 위한 

체계 구비여부, 의료사회

사업 서비스 상담

ㆍ삭제 : 의뢰 유형별 활동

실적, 이용자 만족도(서

비스 안내 여부, 이용 용

이성 접수 태도, 조치사

항

보건의료

정책

준수도

1.3.7

선택 진료제 운영

1.3.5

선택진료제 준수 및 

환자 이해

ㆍ삭제 : 선택진료에 대한 

만족도

1.3.8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1.3.6

의료기관의 회계투

명성 준수

ㆍ신규 : 부속 명세서 작

성, 대차대조표의 작성의 

회계기준 준수, 손익계산

서 작성의 회계기준 준

수, 재무재표 및 부속명

세서간 일치성 여부

표 28. 1.3 진료체계 - 진료의뢰 및 지원연계와 보건의료 정책 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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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감염관리

체계

1.4.1 감염관리체계 1.4.1 감염관리체계

ㆍ신규 : 조사시행 전 3년

간 감염관리지침서 개정

여부

ㆍ감염관리 실무 담당자 감

염관리교육이수 : 장단기 

교육과정 -> 교육과정으

로 통합

1.4.2

감염관리활동

1.4.2

감염관리활동 : 

감염발생 감시 및

교육

ㆍ감염발생 감시조사항목 : 

기본항목 및 선택 항목 

제시

ㆍ다제내성균 분리율 산출

여부

ㆍ역학조사 : 시범항목 -> 

정규항목

ㆍ감염관리교육 이동 :

  1.2.5 재직직원교육

분야별

감염관리

1.4.3

수술장 감염관리

1.4.6

수술장 감염관리

ㆍ신규 : 수술전 손씻기 적

절성

ㆍ이동 : HEPA 필터

  구비여부 -> 1.5.1 설비

시스템 관리

1.4.4

중환자실 감염관리

1.4.7

중환자실 감염관리
ㆍ신규 : 중심 정맥관 관리

1.4.5

내시경실 및 인공 

신장실 감염관리

1.4.8

내시경실 및 인공신

장실 감염관리

ㆍ동일

1.4.6

멸균 및 소독물품 

관리

1.4.4

감염관리 활동 : 

소독물품 관리

ㆍ신규 : 사용물품의 일차

세척 및 운반의 적절성

ㆍ삭제 : 건열 멸균기

1.4.7

세탁물 관리

1.4.3

감연관리활동 :

세탁물관리

ㆍ삭제 : 세탁실 세탁물관

리

표 29. 1.4 감염관리 - 감염관리체계, 분야별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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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감염관리

기본활동

1.4.8

손씻기 활동

ㆍ신규항목 : 

  손 위생 수행도

1.4.9

직원감염관리

1.4.5 직원감염 예

방관리체계

ㆍ삭제 : 직원 건강검진 결

과 확인

1.4.10 격리 1.4.9 격리 ㆍ신규 : 격리지침 수행 조사

표 30. 1.4 감염관리 - 감염관리 기본 활동

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시설관리

1.5.1

시설 안전관리체계

1.5.1

시설안전관리체계
ㆍ동일

1.5.2

설비 시스템 관리

1.5.2

설비 시스템 관리

ㆍHEPA 필터 구비여부 이동 

: 1.4.6 수술장 감염관리

ㆍ삭제 : 환자식이 조리장

에서의 수질검사

안전관리

1.5.3

의료기기 안전관리

1.5.3

의료기기 안전관리

ㆍ신규 : 의료기기 예방점

검 관리체계, 의료기기 

예방점검 (인공 호흡기, 

고압증기 멸균기

1.5.4 소방안전관리 1.6.1 소방체계

ㆍ삭제 : 훈련 연월일, 훈

련 주요내용, 훈련 책임

자, 훈련 참석부서

1.5.5

환자안전 보안체계

1.6.3

환자안전 보안체계
ㆍ동일

1.5.6

위험물질 관리

1.6.4 위험물질 및 

감염성 폐기물 관리
ㆍ동일

표 31. 1.5 시설환경관리 - 시설관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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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편의시설

관리

1.5.7

위생시설 관리

1.1.14

공용 화장실 관리

2.1.15

병동 위생시설

ㆍ삭제 : 온수사용 가능여

부 및 사용시간

ㆍ침대의 낙상방지용 장치, 

복도의 손잡이 설치여부 

이동 : 1.5.9 입원 편의

시설

1.5.8

장애인 편의시설

1.1.12

장애인 편의시설

ㆍ신규 : 장애인용 수평수

직 안전 손잡이, 장애인

용 접수대, 장애인전용 

주차장

ㆍ삭제 : 장애인용 승강기, 

주출입구의 접근로 

1.5.9

입원 편의시설

2.1.13

병실 편의시설

2.1.14

병동 편의시설

ㆍ신규 : 병상간 간격

ㆍ삭제 : 공용 시청용 텔레

비전 구비

1.6.2

안전사고 관리체계
ㆍ삭제

1.6.6

환자안전 보장활동

ㆍ이동 : 1.6.6 환자안전 

보장활동

1.6.5

환자안전시설

ㆍ이동 : 1.5.7 위생시설 

관리, 1.5.9 장애인 편의

시설, 1.5.9 입원 편의시

설 통합

표 32. 1.5 시설환경관리 - 편의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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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질 향상

활동체계

1.6.1 질 향상 활동 

지원 체계

1.7.1 질 향상 활동 

지원체계

ㆍ삭제 : 질 향상 위원회 

구성원

1.6.2

질 향상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ㆍ신규

질 향상 

개선활동 

시행 및 

유지

1.6.3

질 향상 활동 직원 

이해도

1.7.3 

질 향상 활동 이해 

및 정보 공유

ㆍ조사대상 인원 변경 : 질 

향상 활동과제 3개, 각 3

명(총 9명) -> 질 향상 

활동과제 4개, 각 2명(총 

8명)

1.6.4 

질 향상 활동 성과

1.7.4

질 향상 활동 실적

ㆍ신규 : 질 향상 활동 성

과(문제개요, 핵심지표,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개선전략, 활동효과)

환자안전

관리

1.6.5

환자안전 관리체계
ㆍ신규

1.6.6

환자안전 보장활동

1.6.6

환자안전 보장활동

ㆍ신규 : 의사소통관련 환

자안전관리(구두지시)

1.6.7

심폐소생술 및 비상

지원체계

1.7.2

질 향상 교육
ㆍ신규

표 33. 1.6 질 향상과 환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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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진료과정

충실성

2.1.1

입원기록 및 경과기

록 충실성

2.3.4  의무기록 충

실성 : 입원기록 및 

경과기록

ㆍ신규 : 입원기록 - 입원 

24시간 이내 완결여부

  경과기록 - 환자상태변화 

기록유무, 수술 및 침습

적 시술 후 환자상태 기

록유무

2.1.2 

수술과정 충실성

2.3.5 

의무기록 충실성 : 

수술기록

ㆍ동일

2.1.3

간호과정 충실성

2.1.3 입원환자 진

료 충실성

ㆍ신규 : 간호요구도 사정

ㆍ삭제 : 입원 시 의사지시

사항 수행정도

2.1.4

퇴원요약 충실성

2.3.3

의무기록 충실성 :

퇴원요약

ㆍ동일

표 34. 2.1 환자진료 - 진료과정 충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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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진료정보

제공

2.1.5 

입퇴원환자 

진료과정설명

1.1.6

진료정보 제공

1.1.8

마취 및 수술 관련 

설명

2.1.4

간호과정 설명

2.1.9

퇴원환자 관리

ㆍ통합

2.1.6

응급환자 및 중환자

진료과정 설명

2.5.5

응급진료과정 설명

2.10.2

중환자 상태 및 처

치에 대한 설명

ㆍ통합

2.1.7

검사 및 시술 설명
1.1.9 검사 설명

ㆍ조사대상 변경 : 척추천

자, 골수 검사, 위내시

경, 방사선 검사(상부위

장조영, 복부 CT) -> 위

내시경, 복부 CT, 심혈관

조영술, 기관지경검가

표 35. 2.1 환자진료 - 진료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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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입원간호

서비스

제공

2.1.8 기본간호

2.1.5

간호요원의 기본 간

호 제공

ㆍ조사대상 변경 : [일반병

동 환자분류] 결과 위생, 

영양, 운동 및 활동 항목 

중 2개 이상 ‘3점’ 또는 

‘4’점인 환자 중 조사시

행 당일 재원일이 3~10일 

환자 20명 -> 각 평가 항목

이 3점으로 분류된 시점으

로부터 재원일 수 3~10일 

환자 20명

2.1.9 

욕창 예방 간호

2.1.6 간호요원의 

체위변경 간호 및 

흡인간호

ㆍ신규 : 욕창 예방 관리 

체계, 욕창 위험도 사정, 

욕창 발생 보고 체계

2.1.10 흡인간호

2.1.6 간호요원의 

체위변경 간호 및 

흡인간호

ㆍ동일

2.1.11 투약업무 ㆍ신규

표 36. 2.1 환자진료 - 입원간호 서비스 제공

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입원환자

관리

2.1.12

입퇴원환자 안내

2.1.2

입원환자 생활안내

2.1.9

퇴원환자 관리

ㆍ통합

2.1.13

영양집중지원 관리

2.1.12

영양집중지원 관리

ㆍ신규 : 영양정보조사지 

구비여부, 영양 집중 지

원 활동 여부

2.1.14

린넨서비스 제공

2.1.11

기타 병원서비스
ㆍ동일

2.1.15 통증관리 ㆍ신규

2.1.16

임상약동학 업무

2.9.5

임상약동학 업무

표 37. 2.1 환자진료 - 입원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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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2.1.1

병실 복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ㆍ삭제

2.1.7

병동 청소
ㆍ삭제

2.1.8

병동 린넨 서비스
ㆍ삭제

2.1.10

기타 병원 서비스

ㆍ이동 : 1.3.2 진료관련서

비스 제공 통합

2.1.13

병실 편의시설

ㆍ이동 : 1.5.9 입원 편의

시설 통합

2.1.14

병동 편의시설

ㆍ이동 : 1.5.9 입원 편의 

시설 통합

2.1.15

병동 위생시설

ㆍ이동 : 1.5.7 위생시설 

관리 통합

2.2.1 진료대기공간 

만족도
ㆍ삭제

2.2.2

안내표지 적절성
ㆍ삭제

2.2.3 

진료절차 편리성
ㆍ삭제

2.2.4 외래환자 예

약제도 운영

ㆍ이동 : 1.3.1 예약제도의 

운영 통합

2.2.5 진료관련 서

비스 제공

ㆍ이동 : 1.3.2 진료관련 

서비스 제공 통합

2.2.6 외래환자관리
ㆍ이동 : 2.3.2 정보 생성 

및 활용 통합

2.2.7 외래편의수준 ㆍ삭제

2.2.8 외래환자 검

사예약 편의성

ㆍ이동 : 1.3.1 예약제도의 

운영 통합

표 38. 2.1 환자진료 - 변경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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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의료정보

생성 

적합성

2.2.1 의료기록 진

단명 기록 적합성

2.3.2 의무기록 진

단명 기록 적합성

ㆍ신규 : 부진단명 기록 적

합성

2.2.2 정보생성 및 

활용
2.3.10 정보생성

ㆍ신규 : 보건정책 정보 제

공, 요양 정보 관리

2.2.3 퇴원환자의무

기록 완결도

2.3.9 퇴원환자 의

무기록 완결도

ㆍ신규 :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체계

의무기록

/

진료정보

관리체계

2.2.4 정보관리체계 ㆍ신규

2.2.5 의무기록 검

색 및 관리

2.3.1 의무기록 검

색 및 관리

ㆍ신규 : 분실, 훼손, 위조

방지 관리

2.2.6 대출/열람 및 

반납 관리

2.3.7 의무기록 대

출관리 적절성

2.3.8 퇴원환자 의

무기록 반납

ㆍ신규 : 외래진료 의무기

록 미반납 관리여부, 영

상 / 전자의무기록 열람

관리

2.2.7 정보보안 및 

안전관리

2.3.11 의무기록 안

전관리

ㆍ신규 : 정보보안정책관

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권한관리,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리, 병원 정보시

스템의 운영 관리

2.3.3 의무기록 충

실성 : 퇴원요약

ㆍ이동 : 2.1.4 퇴원요약 

충실성

2.3.4 의무기록 충

실성 : 입원기록 및 

경과기록

ㆍ이동 : 2.1.1 입원기록 

및 경과기록 충실성

2.3.5 의무기록 충

실성 : 수술기록

ㆍ이동 : 2.1.2 수술기록 

충실성

2.3.6 의무기록 충

실성 : 검사결과
ㆍ삭제

표 39. 2.2 의료정보/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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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급식위생

및

치료식

관리

2.3.1 급식위생관리

2.4.3 조리 및 배식

의 위생관리

2.4.5 조리장 환경

위생

ㆍ신규 : 원내 급식 위생 

점검의 적합성

ㆍ삭제 : 조리 및 배식관리

(도마/칼, 식판 포개짐 

제외), 구충구서작업

2.3.2 식재료 보관

관리

2.4.4 식재료 보관

관리

ㆍ신규 : 식재료 검수일지 

관리

2.3.3 치료식 및 경

관 유동식 관리

2.4.9 정확한 치료

식 조리
ㆍ신규 : 경관유동식 관리

영양관리

2.3.4 영양검색 및 

영양불량 환자관리
ㆍ신규

2.3.5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2.4.7 치료식 설명

2.4.8 영양판정 및 

영양상담

2.4.9 정확한 치료

식 조리

ㆍ통합

2.4.1 식사에 대한 

만족도
ㆍ삭제

2.4.2 식단 선택권 ㆍ삭제

2.4.6 배식관리의 

적합성
ㆍ삭제

표 40. 2.3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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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응급진료

체계

2.4.1 응급환자 기

록 충실성

2.5.1 응급환자 기

록 충실성
ㆍ동일

2.4.2 

응급이송서비스

2.5.10 

응급이송서비스

ㆍ신규 : 의료기관간 응급

환자 전원

응급진료

효율성

2.4.3 응급환자 응

급실 체류 시간

2.5.2 응급서비스 

제공 효율성 : 귀가 

및 이송

2.5.3 응급서비스 

제공 효율성 : 응급

입원

2.5.4 응급서비스 

제공 효율성 : 응급

수술

ㆍ삭제 : 최종 의사결정시

각, 입원결정시각, 실제

입원시각, 수술결정시각, 

마취시작시각

2.4.4 중증응급환자 

입원소요시간
ㆍ신규

응급실

시설 및

의료기기

2.4.5 응급실 시설 

수준

2.5.8 응급실 시설 

수준

ㆍ응급의료기관평가 항목과 

동일

2.4.6 응급실 의료

기기 수준

2.5.9 응급실 의료

기기 수준

ㆍ응급의료기관평가 항목과 

동일

2.5.5 응급진료과정 

설명

ㆍ이동 : 2.1.6 응급환자 

및 중환자 진료과정 설명

2.5.6 응급지원서비

스 신속성

ㆍ이동 : 2.7.1 진단검사의

학 검사 관리 통합

2.5.7 응급실 인력 

수준

ㆍ이동 : 1.2.6 의사인력 

충족성, 1.2.7 간호인력 

충족성 통합

2.5.11 응급환자 이

동 서비스

ㆍ이동 : 1.3.2 진료관련 

서비스 제공 통합

표 41. 2.4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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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수술관리

체계

2.5.1 정규수술 대

기시간

2.6.1 정규수술 대

기시간
ㆍ동일

2.5.2 정규수술관리 2.6.4 정규수술관리 ㆍ동일

수술환자

진료

서비스

2.5.3 마취 전 환자 

평가
2.6.4 정규수술관리 ㆍ신규 : 환자신체상태분류

2.5.4 수술 전 환자 

대기

2.6.2 수술장내 대

기 시간
ㆍ동일

2.5.5 수술 전후 모

니터링
ㆍ신규

2.6.3 정규수술 개

시시각
ㆍ삭제

2.6.5 수술장 간호

인력 수준

ㆍ이동 : 1.2.7 간호인력 

충족성 통합

표 42. 2.5 수술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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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검사체계

2.6.1 진단검사의학 

검사 관리

2.7.3 정규 진단검

사의학 2회 시행

2.5.6 응급지원서비

스 신속성

ㆍ신규 : 매일 실시하지 않

는 검사에 대한 규정과 

시행, 검사소요시간(TAT)

관리

2.6.2 검체관리 적

정성
ㆍ신규

2.6.3 필름관리 및 

판독의 충실성

2.8.5 필름관리 충

실성

ㆍ신규 : 필름판독의 충실

성

2.6.4 검사요청지 

및 결과기재 충실성

2.7.8 검사요청지 

및 결과지 기재 충

실성

ㆍ동일

2.6.5 검사외부 의

뢰체계

2.7.9 검사 외부 의

뢰체계
ㆍ동일

검사의

신속성

2.6.6 진단/기능검

가의 신속성

2.7.1 기능검사 신

속성

2.7.2 검체검사 신

속성

ㆍ통합

2.6.7 진단방사선검

사의 신속성

2.8.3 방사선검사 

신속성
ㆍ동일

검사의

질관리

2.6.8 진단검사의학 

검사정도관리

2.7.7 

검사의 질관리
ㆍ신규 : 내부정도관리

2.6.9 

진단검사의학 검사

실 신임인증심사

2.7.7 

검사의 질관리
ㆍ동일

2.6.10 병리검사실 

외부 정도 관리
ㆍ신규

2.6.11 의료영상 품

질관리

2.8.6 진단방사선 

기기 관리

ㆍ환자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의 진단방사선 기기 정도 

관리 자료 제출받아 평가

표 43. 2.6 검사 - 검사체계, 검사의 신속성, 검사의 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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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혈액/

수혈관리

2.6.12 

혈액관리 효율성

2.7.4 

혈액관리 효율성

ㆍ신규 : 혈액은행의 혈액

보관 온도관리의 적절성, 

환자별 혈액 구분 보관 

적정성

2.6.13 

수혈관리 적정성

2.7.5

수혈관리 적정성
ㆍ동일

2.6.14

혈액사용 정확성

2.7.6

혈액사용 정확성
ㆍ동일

2.8.1 방사선 검사 

대기시간1
ㆍ삭제

2.8.2 방사선 검사 

대기시간2
ㆍ삭제

2.8.4 필름의 검색 

및 관리
ㆍ삭제

2.8.5 

필름관리 충실성

ㆍ이동 : 2.7.3 필름관리 

및 판독의 충실성

2.8.6 진단 방사선 

기기 관리

ㆍ이동 : 2.7.11 의료영상 

품질 관리

2.8.7 

방사선과 편의시설 

및 편의 서비스

ㆍ삭제

표 44. 2.6 검사 - 혈액/수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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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약제사용

관리체계

2.7.1 의약정보 제

공 및 의약품 사용

관리체계

2.9.3 의약정보제공

ㆍ신규 : 철회약품 관리, 

의약품 선정, 의약품 사

용관리 활동

2.7.2 의약품 보관 

및 관리
2.9.2 의약품 관리

ㆍ신규 : 응급의약품 관리

ㆍ삭제 : 병동비치약품관리

2.7.3 고위험군 및 

고주의약품 관리
2.9.2 의약품 관리

ㆍ신규 : 고위험군 및 고주

의성 약품관리

조제관리

2.7.4 조제관리체계

2.9.1 약품조제 및 

투약관리

2.9.7 

24시간 조제체계

ㆍ삭제 : 야간조제

  소요시간

2.7.5 

산제조제 안전 관리

2.9.4

산제조제 안전 관리

ㆍ신규 : 산제조제 적정성

ㆍ삭제 : 산제조제 지침서, 

산제조제 기구 구별 사용 

여부

2.7.6 

주사제 무균 조제

2.9.6

정맥주사제 조제

ㆍ신규 : 조제자 보호구 착

용, 주사제 무균조제 이

중 감사 실시

ㆍ삭제 : 약제부서 조제환

경 적정성

의약품의

모니터링

및

평가

2.7.7 

복약관리 및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2.9.8 복약 관리
ㆍ신규 : 자가투약

  의약품 관리

2.9.5 

임상약동학 업무
ㆍ이동 : 2.1 환자진료

표 45. 2.7 약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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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중환자

진료체계

2.8.1 

중환자실 운영관리
ㆍ신규

2.8.2 

입실환자 관리
ㆍ신규

중환자

간호

서비스

제공수준

2.8.3 위생간호 제

공 적정성

2.10.7 중환자실 간

호 적정성

ㆍ이동 : 체위변경간호 -> 

2.10.4 중환자 간호 제공 

적정성

2.8.4 중환자간호 

제공 적정성
ㆍ신규

중환자실

시설 및

의료기기

2.8.5 

중환자실 시설

2.10.5

중환자실 시설수준

ㆍ삭제 : 중환자실 3개 시

설 설치여부, 세면시설 

손씻기 제제, 건조방법

2.8.6

중환자실 의료기기

2.10.6 중환자실 의

료기기 수준
ㆍ동일

2.10.1 

중환자 중증도 분류
ㆍ이동 : 병원현황

2.10.2 

중환자 상태 및 처

치에 대한 설명

ㆍ이동 : 2.1.6 응급환자 

미 중환자 진료과정 설명 

통합

2.10.3 중환자실 의

료인력수준

ㆍ이동 : 1.2.6 의사인력 

충족성, 1.2.7 간호인력 

충족성 통합

2.10.4 중환자실 이

용도
ㆍ이동 : 병원현황

2.10.8 

중환자 보호자 대기 

공간 편의 수준

ㆍ삭제

표 46. 2.8 중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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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2주기 평가기준 1주기 평가기준 주요변경내역

모성과

신생아

서비스 

수준

2.9.1 보호자 분만

참여 서비스
2.11.1 보호자 참여 ㆍ동일

2.9.2 신생아 관리 ㆍ신규

2.9.3 

모유수유 권장

2.11.2

모유수유 권장 교육

ㆍ신규 : 모유수유율 관리

여부, 수유실 설치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2.9.4 

신생아 중환자실 시

설 및 의료기기

2.11.6 

신생아 중환자실 시

설 및 의료기기

ㆍ삭제 : 제세동기

ㆍ신규 : 심전도기록기

2.11.5 신생아실 간

호 인력 수준
ㆍ이동 : 병원현황

2.11.3 분만 관련 

편의 시설
ㆍ삭제

2.11.4 신생아실 ㆍ삭제

표 47. 2.9 모성과 신생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