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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년 가족들을 위해 묵묵히 생활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보살펴

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동생의 바쁜 일정 때문에 조카들을 돌 봐준 경신언

니에게도 감사합니다. 엄마의 대학원 생활로 부족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도 무럭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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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부족한 저에게 격려해주시고, 도움 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의료정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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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언제나 엄마 가슴 깊이 있을 예쁜 딸 

민경이에게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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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환자 진료서비스 중 다학제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중요한 치료계획

에 대한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병원정보시스템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내에 치료계획시스템(Care Plan System) 으로 구

성하여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통해 치료계획시스템(Care Plan System)을 평

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Delone과 McLean(2003)의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을 기반으로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을 사용하는 Y대학병

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 부서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

료수집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11월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를 의

사 100명, 간호사 150명, 지원부서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이 중 회수

된 267부에 대해,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계획에 대한 구성요소를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결과 구성요소 는 수술 

정보, 처방정보, 통증정보, 교육정보, 투약정보, 영양정보, 낙상정보, 욕창정보, 

퇴원계획정보, 재입원정보, 간호계획 정보, 치료계획 수립정보, 기록정보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서 직종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에서 인식시기는 근무 년수가 

오래된 간호사가 인식시기가 높게 나타났고, 치료계획 수행비율에 대해서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높았다. 근무부서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은 외과계가 높았으며, 치료계획 

수행비율도 지원부서가 높았다. 근무년수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는 7-9년 근무자가 

높았고, 사용자 만족도는 1년미만 근무자가 높았다. 

 

셋째, 치료계획 인식도와 시스템품질, 정보품질에 따른 사용자만족도에서 업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정보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넷째,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치료계획 수립시 추가·개선 할 정보는 퇴원/재입원 

계획, 수술정보이었다.  

 

다섯째,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의사들의 실질적인 

치료계획 수립과 완결처리, 치료계획 수립의 도식화, 편리성, 부서간의 치료계획 

개념 공유, 치료계획에 대한 개념교육 및 치료계획시스템 사용법 지원을 요구하였다. 

 



v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치료계획인식과 시스템품질, 정보품질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치료계획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계획 

개념 및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더불어 시스템 품질 개선을 이루어진다면 

치료계획 시스템의 사용자만족도는 향상도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치료 계획 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을 분석 후 보완하여, 

개선 전·후 비교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다학제(multi-disciplinary), 의사소통(communication), 치료계획(CarePlan), 

사용자만족도(User Satisfaction),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1 

 

I. 서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처치를 받는 것이 환자의 기본 권리에 해당하고, 모든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에서 입원 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안전하고 완벽한 보호와 

돌봄을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신뢰는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김은경 외, 

2007; 김미란,2011). 최근 환자안전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오류들은 사실 예방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Pronovost et al.,2003). 미국의 

의학연구소 'To Err Is Human' 보고서는 매년 44,000명에서 최대 98,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약오류는 연간 7천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사고는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가의 전체 손실 규모는 총 의료비 

의 50%이상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켰고,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큰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한다(Institute of Medicine [IOM], 2001). 

환자안전은‘의료 제공 과정에서의 오류의 예방 및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의 제거 또는 완화’의 의미로 정의되며(National patient safety 

foundation, 2003), 환자안전을 지켜지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환자에게 끼친 

피해의 유무와 상관없이 병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에러(error), 실수 

(mistake), 사고(accident)를 포함하고(Agency for Health care Research and 

Quality, 2004),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 및 재정적인 손실 등이 적지않은 비용 

으로 발생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오류 예방전략으로 미국 의료기관 신임 평가기관인 

JCAHO(Joint Commi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는 다부서간 

협동과 의사소통을 촉진하는‘팀워크’를 장려하고 있고, Meterkoet al.(2004)의 

연구에 따르면 입원 치료시 팀워크 문화와 환자의 만족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병원에서의 의료 과오를 감소시키려면, 전달체계의 설계를 변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정보시스템의 설계에 이러한 면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석화, 2006). 최근 환자안전 전략이 정보화와의 연계를 통해 진일보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IT 기술의 적용이 진료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오류감소를 가져 온다고 보고 있고(Force et al., 2006), 건강정보기술 (Health 

IT)이 의료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한다(Daniel S. 

Gaylin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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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4년까지 환자안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건강정보기술(Health IT)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로 하였다. 환자의 현재 상태 및 평가를 위해 이용하는 건강 

정보기술 (Health IT)에서 나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나쁜 업무 흐름(Work 

flow), 복잡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시스템이고, 상호 운용성의 

부족은 환자안전과 임상의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Institute of Medicine, 

2012).  

이에 다부서간 협동과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환자상태 파악, 환자평가 과정을 거치는 치료계획 의료 서비스를 IT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의사소통을 향상 시키고 나아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 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환자 치료를 위해 다학제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인 

치료계획에 대한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이를 IT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보고자 한다. 

 

 

 

 

2.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환자안전을 위한 부서간 협동과 의사소통 의료 서비스인 치료계획에 대

한 구성요소를 정의하여, 환자안전과 임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개발하고, 적용 후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치료계획시스템(Care Plan 

System)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시스템 품질을 평가한다. 

 

둘째,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사용자만족도를 조사한다.  

 

셋째, 사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치료계획시스템(CarePaln System)의 개선방안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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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치료계획 개념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는 환자의 사회 심리적 과거, examination, screening, 

test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치료를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그림 1>.  

 

그림 1.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출처: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 practical guide to document : in behavioral health 

care.2nd Edition. 2002 page.11 그림 1-1 

 

이러한 치료과정에서 치료계획은 개인에게 제공된 평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나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식별하여, 추천되는 문제나 요구를 선정 혹은 

연기하고, 달성시간을 포함한 목표나 개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치료계획을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선, 해당 치료를 종료하거나 다른 단계의 치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그림2.> 

데이터 수집 

데이터 평가 

치료 계획 

치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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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치료계획 흐름> 

출처: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 practical guide to document : in behavioral health 

care.2nd Edition. 2002 page.64 그림 3-1 

 

미국 의료기관인증기구 JACHO(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는 모든 의료진이 협동하고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2011). 그리고, 환자 치료(Care)를 하는 

모든 과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① 환자에게 하는 치료(care)는 계획되고 제공 되어야 한다. 

② 치료(Care)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환자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치료(care)를 변경해야 한다. 

④ 치료(Care)를 완료한다. 

⑤ 후속 치료(care)를 계획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서 정의된 치료계획은 의료진은 환자의 

치료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 입원 시부터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개인에게 제공된 평가 데이터 분석 

문제/요구 우선순위 식별 

문제/요구를 선정 

목표/개입 

지속적 치료 계획 

필요에 따라선,  

종료/다른 단계의 치료로 이전 

추천/연기 

기록 작성 



5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며, 치료계획은 환자평가(assessment)를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경과 및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 다양한 환자요구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료진은 세워진 치료계획대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의무기록에 기록한다. 이것은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한다(의료기관인증 조사 기준집, 2011). 

인간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문제에 대해 사람 접근 방식과 시스템 접근 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사람 접근 방식은 건망증, 부주의, 또는 도덕적 약점을 일으킨 

원인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개인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시스템 접근 

방식은 실수의 원인을 전체 시스템에서 찾아내고 실수를 예방하는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스위스 치즈 모델과 같이 겹겹이 의료과오나 오류를 예방 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Reason J., 2000). 이러한 치료계획 

의료서비스를 시스템 접근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IT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국내 의료 기관 인증평가 기준과 JCI인증기준, 참고문헌을 

통해 검토하였다. 

 

가. 의료기관인증 기준 분석 

 

의료기관인증 평가항목 중 환자진료 측면영역에 해당하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 환자 권리 존중 및 보호 범주에서 치료

계획과 연관된 항목을 검토하여 공유할 정보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료기관인증 기준 치료계획 구성요소 

범주 기준 공유 대상 

3.1 진료전

달체계 

3.1.1 입원수속에 대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  

3.1.2 외래 및 응급환자의 등록 절차가 있다.  

3.1.3 환자의 전과/전동 및 근무 교대시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3.1.4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특수치료실에 입실 한다.  

3.1.5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퇴원 및 전원절차에 따라 

퇴원한다. 

퇴원계획 

3.2 환자평

가 

3.2.1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래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초기평가를 수행한다. 

치료계획 

3.2.2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초기평가를 수행한다. 

치료계획 

3.2.3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 환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초기평가를 수행한다. 

치료계획 

4.1 환자진

료체계 

4.1.1 환자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시에 치료계획(care 

plan)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한다 

치료계획 

4.1.2 통합적인 환자진료를 위해 진료과 간 협의 진료체계 를 갖추고 

있다. 

 



6 

 

4.1.3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하여 적정한 통증관리를 적시에 

수행한다. 

통증정보 

4.1.4 영양관리를 통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처방내용에 적합한 

영양을 공급하고, 필요한 설명 및 영양상담을 제공한다. 

영양정보 

4.1.5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양 집중 지원이 필 요한 

환자에게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다직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양집중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양정보 

4.1.6 환자안전을 위한 욕창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욕창관리 

4.2 중증환

자진료체계 

4.2.1 중증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4.2.2 심폐소생술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4.2.3  수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다.  

4.2.4 항암화학요법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  

5.1 수술관

리 

5.1.1 환자평가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술진료 및 수술 후 진료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이를 기록한다. 

수술정보 

5.1.2 수술 중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한다  

5.2 마취진

정관리 

5.2.1 마취 전 환자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양질의 마취진료를 

제공한다. 

 

5.2.2 마취상태를 모니터링 및 기록하며, 회복실 퇴실 기준에 따라 

퇴실한다. 

 

5.2.3 진정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한다.  

6.1 약물관

리체계 

6.1환자의 필요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사용 체계를 운영한다.  

6.2 구매선

정 및 보관 

6.2.1 필요한 약물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즉시 사용 이 가능하다.  

6.2.2 의료기관이 모든 장소에서 약물을 적절하고 안전 하게 보관한다.  

6.3 조제 6.3 안전하고 청결한 조제 절차가 있고, 이를 준수한다.  

6.4 투약 및 

모니터링 

6.4.1 안전한 약물투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직원들은 이를 준수한다. 투약정보 

6.4.2 약물부작용을 관리한다.  

7.1 환자권

리존중 

7.1.1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 호한다.  

7.1.2 취약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한다.  

7.2 불만고

충처리 

7.2 환자의 고충사항을 처리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운영한다. 

 

7.3 동의서 7.3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료 혹은 연구목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체계가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운영한다. 

 

7.4 장기이

식관리 

7.4 장기 및 기타 조직의 기증, 적출과 이식을 관리하는 체계가 있고, 

이를 적절하게 운영한다. 

 

 

  



7 

 

나.JCI인증 기준 분석 

 

JCI 평가 기준집 4판(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For Hospital 4TH Edition, 2011)에서 환자진료와 관련된 영역에서 각 기준들을 검토

하여, 치료계획과 관련된 항목을 추출하여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으로 공

유할 정보대상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JCI 기준 치료계획 구성요소 

기준 항목 내용 공유대상 

ACC.2.1 입원환자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있다 

 

ME1 환자진료의 협력을 책임지는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고, 입원환자 진

료의 전 과정에서 그 담당자가 있다 

 

ME2 그 담당자는 환자 진료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ME3 의료기관 직원은 그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ME4 그 담당자는 임상기록에 환자의 치료계획을 기록한다. 기록정보 

ME5 한 담당자에서 다른 담당자로의 환자진료 책임의 이동은 병원내규에 

기술되어 있다. 

 

PFR.2.1 의료기관은 환자와 가족에게,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언어로, 의학적 

상태와 확정진단의 설명을 제공받는 방법,치료계획과 치료에 대한 설명을 제

공받는 방법, 진료결정에 원하는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교육정보 

ME1 적절한 시기에, 환자와 가족은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확정 진단에 

대해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 

 

ME2 환자와 가족은 치료계획과 치료에 대해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 

 

ME3 환자와 가족은 동의서가 필요한 시기와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ME4 환자와 가족은 그들이 원하는 정도까지 진료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AOP. 2 모든 환자는 치료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 지속적 치료 및 퇴원을 계획하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와 치료에 근거한 주기에 따라 재평가된다. 

계획수립 

재입원 

퇴원계획 

ME.1 치료에 대한 반응을 판단하기 위해 환자를 재평가한다.  

ME.2 지속적 치료 및 퇴원 계획을 위해 환자를 재평가한다.  

ME.3 환자상태에 근거한 주기로, 환자상태, 치료계획, 환자요구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혹은 의료기관의 내규와 절차에 따라 환자를 재

평가한다. 

 

ME.4 환자의 치료 급성기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한 매일 의사는 환자

를 재평가한다. 

 

ME.5 비급성 환자에 경우, 의료기관은 내규에 의사가 매일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의 유형, 환자군, 상황을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간격을 규정한다. 

 

ME.6 재평가를 환자 의무기록에 남긴다. 기록정보 

AOP.4.1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진료 요구를 확인한다 계획수립 

ME.1 평가 결과를 기초로 환자의 요구를 우선순위화 한다.  

ME.2 환자와 보호자는 적절한 시기에 평가 과정에서 나온 결과와 확정된 

진단명을 듣는다. 

 

ME.3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계획에 대해 듣고, 치료의 우선순위 결정과정

에 참여한다. 

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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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 각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를 통합하고 협력하는 절차가 있다.  

ME.1 치료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 부서, 서비스 간에 통합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ME.2 진료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부서, 서비스 간에 통합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ME.3 환자 진료와 관련된 팀미팅과 공동 회의 결과 및 결론을 환자 의무

기록에 기록한다. 

기록정보 

COP.2.1 각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고 의무기록에 기록된다.  

ME.1 각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은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담당 의사, 간호

사, 기타 의료진에 의해 계획된다. 

 

ME.2 치료계획은 개별화되고, 환자의 초기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된다. 

 

ME.3 치료계획은 측정 가능한 진행(목표)의 형태로 의무기록에 문서화된

다. 

 

ME.4 예상 목표은 의료진의 환자 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업데

이트 되고 수정된다. 각 환자 치료계획은 의무기록에 명기된다. 

 

ME.5 각 환자의 치료계획은 책임 의사가 검토 및 확인하고 이를 progress 

notes에 표시한다. 

기록정보 

ME.6 계획된 진료가 제공된다.  

ME.7 각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는 진료를 제공한 의료진이 해당환자의 의

무기록에 남긴다. 

기록정보 

COP.5 영양 고위험군 환자는 영양요법을 받는다. 영양정보 

ME.1 영양 고위험군 환자는 영양치료를 받는다.  

ME.2 영양요법 계획, 제공, 모니터링을 위해 협력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ME.3 영양요법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한다.  

ME.4 영양요법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의무기록에 남긴다.  

ASC.7.4 수술 후의 환자 진료는 계획되고 기록된다. 수술정보 

ME.1 각 환자의 수술 직후의 진료가 계획되며, 의료, 간호, 파악된 환자

요구에 따른 기타 분야가 포함된다. 

 

ME.2 수술 후 계획은 책임의사가 의무기록에 기록하거나 수술의사 대표가 

기입한 계획에 책임의사가 Co-sign하여 확인한다. 

 

ME.3 수술 후 간호계획은 의무기록에 기입된다.  

ME.4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분야가 제공한 수술 후 진료계획은 

의무기록에 기입된다. 

 

ME.5 치료계획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의무기록에 기입된다.   

ME.6 계획된 진료를 제공한다.  

 

ACC : Access to Care and Continuity of Care  

PFR : Patients and Family RightsAOP :Assessment of Patients 

AOP : Assessment of Patients 

COP : Care of Patients 

ASC : Anesthesia and Sur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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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유할 정보대상 선정 

 

국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JCI 인증기준, 문헌고찰을 통해 치료계획으로 공유할 

정보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3>.  

 

 
<그림 3. 치료계획(CarePlan) 구성요소 > 

 

가) 수술정보  

환자의 예정된 수술, 시술 정보를 공유한다. 

 

나) 처방정보 

   치료계획에 해당하는 처방(Order)정보를 공유한다. 

 

다) 통증정보 

입원시 24시간이내에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통증정보와 재평가시 

파악된 정보를 공유한다. 

 

라) 투약정보 

   환자에게 투여중이거나 예정인 약품정보를 제공한다. 

 

마) 교육정보 

치료계획 

1.수술정보 

2.처방정보 

3.통증정보 

5.교육정보 
6.영양정보 

7.낙상정보 

9.퇴원계획 

11.간호계획 

8.욕창정보 

10.재입원 

12.계획수립 13.기록정보 

4.투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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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요구하고 환자에게 실시한 교육내용, 교육매체, 교육방법, 교육대상,교육 

성취 정도, 교육결과(NOC), 교육자 정보를 공유한다. 

 

바) 영양정보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관리 정보를 공유한다. 

 

사) 낙상정보 

   환자에게 파악된 낙상위험요인 정보를 공유한다. 

 

아) 욕창정보 

   환자에게 파악된 욕창정보를 공유한다. 

 

자) 퇴원계획 

환자 퇴원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차) 재입원 

    퇴원 후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재입원 정보를 공유한다. 

 

카) 간호계획 

간호사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간호진단 수립이력, 간호진단, 주관적/객관적 

지표, Goal, 목표일, 수정목표일, 관련요인, 간호중재, 간호활동 등을 기록한 정보

를 공유한다. 

 

타) 계획수립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치료계획을 수립·완결하고, 타부서 의료진이 작성한 

치료계획을 공유하도록 한다. 계획수립은 Problem, Goal, 치료목표일, 치료계획일자, 

진행상태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파) 기록정보 

치료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한다. 

 

  



11 

 

2.치료계획 시스템 개발 

 

 

가. 개발 흐름 

 

치료계획시스템 개발을 위해, 첫째 치료계획 구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소를 문

헌고찰을 통해 정의하였고, 둘째, 시스템 분석·개발 단계를 거쳐 Pilot 적용하여  Y

대학 병원의 치료계획TFT 전문가와  임상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최종 모형을 완성

하였다. 셋째, 치료계획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만족도 도구를 조사하여, 시스템 

평가 및 분석단계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4 .치료계획시스템 개발 및 평가 흐름> 

 

치료계획시스템(Care Plan System)개발 도구는  소프트웨어 개발tool은 Visual 

Studio 2010, Framework은 .Net4.0, Database는 SQL2008 버전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은 국내의료기관 인증과 JCI 인증기준, 참고문헌

을 통해 공유할 사항으로 선정한 수술정보, 처방정보, 통증정보, 투약정보, 교육정보, 

영양정보, 낙상정보, 욕창정보, 퇴원계획, 재입원계획, 간호계획, 계획수립, 기록정

보를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3.치료계획 시스템 평가 

사용자 만족도 도구조사 시스템 평가 및 분석 

2.치료계획 시스템 개발 

시스템분석 시스템개발 Pilot 적용 전문가평가 
임상전문가 

평가 
최종 모형 

완성 

1.다학제간 의사소통 서비스 구성요소 정의 

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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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치료계획 시스템 화면 

 

각 구성요소에 포함된 내용의 세부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 

 
< 그림 5. 치료계획 구성화면 > 

 

각 화면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Summary 화면 

가) 수술/시술 스케쥴 

환자의 예정된 수술, 시술스케쥴 정보를 제공한다. 

 

나) 치료계획 처방 

의사가 처방한 오더(Order) 중 치료계획에 해당하는 처방을 제공한다. 

 

다) 통증 

(1) 통증평가 

입원시 의사와 간호사가 초기평가한 환자의 통증정보를 제공한다. 

(2)통증관련 약처방 

의사와 간호사가 파악한 통증정보를 기초로 통증을 해결하고자 처방한 약처

방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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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영양/낙상 

간호사, 영양사가 평가한 환자의 교육, 영양상태,낙상정보를 제공한다. 

 

마) F/U 

(1)퇴원계획 

입원시 수립하였던 퇴원예정 정보를 제공한다. 

(2)재입원계획 

퇴원 후 다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재입원정보를 제공한다. 

 

2)세부항목 

 

가)수술이력조회 

응급수술여부, 주/부수술여부, 수술일, 진단명, 수술명, 수술과, 수술의 정보를 

제공한다. 

 

나)투약내역 

약이름, 투여시작일, 투여시간, 투여자, 퇴원약여부, 처방일수 정보를 제공한

다. 

 

다)교육현황 

간호정보 조사지를 통해 평가한 환자초기평가와 간호기록을 통해 작성된 환자

에게 실시한 교육내용, 교육매체,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 성취 정도, 교육결과

(NOC), 교육자 정보를 제공한다. 

 

라)통증 

간호기록에 작성된 통증점수, 통증평가도구, 통증사정 정보를 제공한다. 

 

마)간호계획 수립이력 

간호사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간호진단 수립이력, 간호진단, 주관적/객관적 

지표, Goal, 목표일, 수정목표일, 관련요인, 간호중재, 간호활동 등을 기록한 정

보를 제공한다. 

 

바)계획수립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완결처리 할 수 있고, 

타부서 의료진이 작성한 치료계획을 공유할 수 있다. 계획 수립내용은 Problem, 

Goal, 목표일, 수정목표일, 계획일자, 계획자, 계획부서, 완결일자, 완결부서, 진

행상태, 입력직종 정보를 제공한다. 계획수립시 부서별,개인별 주제에 따른 

Problem과 Goal에 대한 목록을 구성하여 계획수립에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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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록작성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에서 입원기록, 경과기

록을 작성시 계획수립화면과 동일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치료계획 표를 구성하

여, 기록 저장시 치료계획수립 내용으로 저장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정보시스템 품질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한 시스템 자체의 요인으로는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정보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 

중에서 정보시스템 자체의 품질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Lucas(1975)는 사용자의 태도와 인식, 경영층의 지원, 시

스템 품질, 의사결정 형태, 인적 및 상황적 요인이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영향ㅇ르 미

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Bailey와 Pearson(1983)은 정보시스템의 어떤 요인들이 

사용자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정보시스템의 품질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Hamilton과 Chervany(1981)은 시스템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으

로 사용용이성, 반응시간, 총 소요시간, 데이터 정확성, 신뢰성,시스템유연성 등을 

측정하였다.최근의 연구에서도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정보시스템 성공의 중요한 영

향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Wixom등, 2005; 유소영 등,2011). 

DeLone & McLean(1992)은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의 성

공요인을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 정보사용도

(information use), 사용자만족도(user satisfaction), 개인적 성과(individual 

impact), 조직적 성과(organizational impact)로 구분하여 6가지 성공요인을 도출하

였으며, 이들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시

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이 사용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도와 사용자만

족도는 개인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모델을 Seddon(1997)이 다시 

한번 평가, 수정하여 타당성을 부여 받았다. 또한, DeLone과 McLean의 모델은 자신들

이 제시한 모델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제기되었던 프로세스 모델과 인과모델에 대

한 문제, 성공요인으로써 시스템 사용의 측정여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논쟁

과 이슈를 통해 기존 6개 영역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성

공모델을 보완하였다. 

정보품질은 정보시스템이 기술 설치단계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포함한 정보라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나오는 요인이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

의 품질과 시스템이 형성하는 정보품질은 그 경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즉시적으로 생

산되고 순환되기 때문에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이 중복되는 항목이 생기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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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 항목으로 현시성, 업무관련성, 업무부합성, 신뢰성, 정보의 정확성등이 있

다.(Pearson, 1983; Mclean, 1992; Seddon,1997; Wixom and Todd,2005). 이는 정보시

스템이 생산하는 정보가 조직과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어

야 하며, 최신의 내용을 제공해주고 정확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4.사용자 만족도를 이용한 정보시스템의 평가 

 

 

가. 사용자 만족도의 정의 

 

Ives et al(1983)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그들의 정보요구사항에 

부합된다고 믿는 정도를 사용자 만족도로 정의하고 있고, 이런 사용자 만족도는 

정보시스템의 중요하면서도 측정이 어려운 성과를 측정하는데 훌륭한 ‚대행자‛가 

된다고 하였다.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보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만족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한다 (Cyert & March, 1963).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정보사용자의 불만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진찬용, 2009). 

 

 

나. 사용자 만족도에 따른 정보시스템 평가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의 사용자가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성을 측정하는 

것이 산업의 특수성을 포함하여 사용자들의 관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품질 

측정 방법이라고 하였다(고석하, 2007). Green과 Keim(1983)은 정보시스템의 평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는 최초의 수행 

목표와의 일치성 분석 목적 둘째, 시스템의 사용 정도를 결정하여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정당화하고 비효율적이고 사용 빈도가 낮은 시스템을 폐쇄함으로써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 목적, 셋째,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목적 넷째, 정보처리, 통제 

및 의사결정상의 생산성 향상 목적, 마지막으로 특정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 

불만족 정도를 평가하여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 목적이다.  

정보시스템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경제적 효과 측정, 즉 비용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비계량적인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측정이 용이하면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용자 만족과 시스템 사용도를 정보 시스템의 성공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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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체적인 측정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준영, 2008; 이진석, 2006). 

또한, 사용자 만족도와 업무성과는 관련이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가 

높으면 업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용자 만족도는 

정보시스템 효과성 측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김사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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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모형  

 

<그림 6.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그림5. 연구의 모형>과 같은 연구 모형에 바탕을 두고 진

행되었다. 사용자 특성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 시스템품질, 정보 품질의 만족도, 

시스템만족도, 정보만족도, 업무 만족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시스템 품질 

습득 용이성 

결과 이해도 

용어이해도 

시스템 UI편리성 

정보 품질 

정확성 

적시성 

일치성 

최싞성 

의사결정지원 

치료계획인식도 

치료계획 인식시기 

치료계획 수립여부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 

타부서 정보공유비율 

나의 정보공유비율 

치료계획 참조비율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 

정보만족도 

업무만족도 

정보의 유용성 

업무향상 

업무만족도  

치료계획수립 

재수립 

상태변화 경과기록 

치료계획 공유 

설명, 교육제공 

퇴원계획수립 

시스템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처리속도 

안정적 운영 

편리성 

일반적특성 

성별 
연령 
직종 
근무부서 
근무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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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에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Y대학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Y대학병원은 약 

6,000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하루에 약 10,000명 정도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2,080병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 2010년 JCI인증 및 2011년 국내의료기관 

병원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으로, 2013년 3차 JCI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설문 대상은 치료계획(CarePlan)을 수립하거나,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

을 사용하는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의사 100명, 간호사 150명, 진료

지원부서 100명 총 350명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1월 7일까지 3주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350부를 배부하여 270

매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77%였다.  

 

 

 

3. 연구도구 

 

연구 도구는 병원정보화 평가를 위한 PRM기반의 체계 개발 및 적용 연구(채영문 

외 2011)와 병원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2010, 김지헌), 병원정보시

스템 품질 평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성 관점(박찬석 외, 2007)에서의 문헌조사를 

통해 이전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으며, Y대

학병원내 치료계획TFT위원들과 QI 전문가들의 리뷰를 통해, 설문항목을 결정하였고, 

Y대학병원내 IPSG(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roup) TFT 위원 10인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

이 일반적 특성과 치료계획인식도,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시스템 만족도, 정보만족

도 6개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별 내용과 문항 수는 <표3.설문조사 내용 및 문항

수>과 같다.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만족도는 각 문항의 측정을 5점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정하였으며, 측정값은 ‚매우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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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조사 내용 및 문항수 

구분 설문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근무부서, 근무경력, 직종 5 

치료계획 인식도  치료계획 개념인식시기, 치료계획 수립여부, 치료계획

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 자가수행비율, 나의 도움 비

율, 타부서 도움비율, 환자진료시 참조비율, 치료계획 

추가사항,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 치료계획을 사용

하지 않는 이유 

10 

시스템 

품질 

시스템 품질 시스템 습득 용이성, 결과 이해도, 용어 이해도, 시스

템 UI 편리성 

4 

정보품질 정확성, 적시성, 일치성, 최신성, 의사결정지원 5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 만족

도 

시스템의 전반적 만족도, 처리속도 만족도, 운영 만족

도, 편리성 만족도 

4 

정보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명확성 및 유용성, 업무 향상 만족도 3 

업무만족도 치료계획 수립, 치료계획 재수립, 상태변화 기록작성, 

치료계획공유, 설명제공 및 교육, 퇴원계획수립 및 치

료종결 

6 

치료계획 개선사항  1 

 

가. 치료계획 인식도 

 

치료계획 인식도는 치료계획에 대해 인식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보는 치료

계획 개념인식시기, 치료계획 수립여부,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 치료계획에 대한 자가수행비율, 타부서 치료계획정보가 나의 업

무에 도움되는 비율, 나의 치료계획정보가 타부서 진료에 도움되는 비율, 환자 진료

시 치료계획 참조 비율, 치료계획 수립시 필요한 정보 종류, 치료계획시스템사용 여

부, 치료계획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 10가지를 선정하였다.  

 

나. 시스템 품질 

 

시스템 품질은 시스템 사용의 쉽고 편리한 정도(Rai et al, 2002)로서, 본 연구를 

위해 시스템 습득의 용이성, 결과 이해도, 용어 이해도, 시스템UI (User Interface) 

편리성을 시스템 품질의 측정 항목으로 채택하였다(김정희,2011). 

 

다. 정보 품질 

 

정보 품질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 정도이며, Rai et al. (2002), 

김경규 등(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일치성, 최신성, 의사결정지원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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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스템 만족도 

 

DeLone & McLean(1992)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스템 만족도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지현,2010). 

1)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2) 정보시스템의 처리속도 

3)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4) 정보시스템의 용이성 

이 4문항으로 측정하여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마. 정보 만족도 

 

정보만족도는 정보시스템 유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Bailey와 Person(1983)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얻어지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업무 만족도, 정보의 유용성, 

치료계획 업무 향상에 대한 만족도로 하였다 (박종 철, 2007; 김지현, 2010). 

 

바. 업무 만족도 

 

업무만족도는 의료기관 인증 기준집과 JCI인증 기준집에서 검토하여 치료계획 업

무시 수행되어져야 할 내용을 기준으로 치료계획 수립성,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

른 치료계획 재수립성,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른 경과 기록작성, 치료계획 공유

성,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및 교육 제공성, 퇴원계획 수립 및 치료종결 처리 6가지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21 

 

4.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V19.0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를 응답한 인원은 총 270명으로, 근무부서 값이 없는 건과 연령값이 없는 3건

을 제외하고, 267건 설문지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로 시행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뢰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값으로 측

정하였다(Streiner DL, Norman GR,2008). 치료계획인식도 영역에서 다중선택 항목과 

주관적 입력형식인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개선사항 항목은 신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영역별로 살펴보면, 업무만족도가 0.932로 

가장 높았으며, 치료계획인식도가 0.751로 가장 낮으나, 본 연구의 Chronbach`s 

Alphar값은  0.751에서 0.932사이의 값을 가져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 영역별 신뢰도 

영역 문항수 Chronbach`s Alpha 

치료계획 인식도 9 0.751 

시스템 품질 4 0.839 

정보품질 5 0.890 

시스템 만족도 4 0.883 

정보만족도 3 0.889 

업무만족도 6 0.932 

 

나. T검정  

 

치료계획 수립여부에 따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차이 비교

와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에 따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분산분석 

 

치료계획 수행비율에 따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차이 비교

와 의사, 간호사, 지원부서 직종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직종별 시스템품

질, 정보품질,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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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계획 인식도,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사용자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 회귀분석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만족도, 정보만족도, 

업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만들고 치료계획인식도,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을 독립변수

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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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217명(81.3%), 남성 50명(18.7%)이었고, 연령은 20대가 

143명(53.6%), 30대가 89명(33.3%), 40대가 34명(12.7%), 50대가 1명(0.4%)이였다. 

직종은 간호사가 145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가 45명(16.9%), 물리치료사가 

30명(11.2%), 작업치료사가 28명(10.5%), 영양사가 10명(3.7%), 사회사업사가 9명

(3.4%)이였다. 근무부서는 내과계와 외과계, 지원부서로 그룹지었으며, 내과계가 102

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계 88명(33.0%), 지원부서 77명(28.8%)였다. 근무년

수는 10년이상 82명(30.7%)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69명(25.8%), 4-6년 44명(16.5%), 

7-9년 39명(14.6%), 1년미만 33명(12.4%)이였다.  

 

표5.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응답자 수(%) 

의사 간호사 지원부서 전체 

성별         

남 25 55.6% - - 25 32.5% 50 18.7% 

여 20 44.4% 145 100.0% 52 67.5% 217 81.3% 

연령         

20-29 34 75.6% 59 40.7% 50 64.9% 143 53.6% 

30-39 11 24.4% 65 44.8% 13 16.9% 89 33.3% 

40-49 - - 20 13.8% 14 18.2% 34 12.7% 

50이상 - - 1 0.7% - - 1 0.4% 

직종         

의사 45 100.0% - - - - 45 16.9% 

간호사 - - 145 100.0% - - 145 54.3% 

물리치료사 - - - - 30 39.0% 30 11.2% 

작업치료사 - - - - 28 36.4% 28 10.5% 

영양사 - - - - 10 13.0% 10 3.7% 

사회사업사 - - - - 9 11.7% 9 3.4% 

근무부서         

내과계 27 60.0% 75 51.7% - - 102 38.2% 

외과계 18 40.0% 70 48.3% - - 88 33.0% 

지원부서 - - - - 77 100.0% 77 28.8% 

근무년수         

1년미만 8 17.8% 2 1.4% 23 29.9% 33 12.4% 

1-3년 31 68.9% 20 13.8% 18 23.4% 69 25.8% 

4-6년 5 11.1% 29 20.0% 10 13.0% 44 16.5% 

7-9년 0 .0% 33 22.8% 6 7.8% 39 14.6% 

10년이상 1 2.2% 61 42.1% 20 26.0% 82 30.7% 

계 45 100% 145 100% 77 100% 26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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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치료계획 인식도 

 

가. 직종에 따른 치료계획인식도 

 

직종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에 대한 분석 결과로 치료계획 인식시기(F=24.89, 

p<0.01),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F=11.14, p<0.01),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

(F=23.38, p<0.01),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F=19.79, p<0.01), 치료계획 참조비율

(F=17.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치료계획 인식시기에 대해선 간호사 직종인 3.8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 직종이 

2.64로 가장 낮았다.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은 지원부서 직종이 4.31로 가장 높았으

며, 의사직종이 3.36으로 가장 낮았다.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은 지원부서가 3.51, 

간호사가 3.22이였으며, 의사 직종이 2.07이였다.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은 지원부

서가 3.43이였으며, 의사직종은 2.16이였다. 치료계획 참조비율은 지원부서가 3.26, 

간호사가 3.10, 의사가 2.07이였다. 

 

표6. 직종에 따른 치료계획인식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F p 

치료계획 인식시기    

의사 2.64±0.981 24.89 <0.001*** 

간호사 3.83±1.056   

지원부서 3.19±1.077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    

의사 3.36±1.510 11.14 <0.001*** 

간호사 3.70±1.113   

지원부서 4.31±1.029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    

의사 2.07±1.304 23.38 <0.001*** 

간호사 3.22±1.158   

지원부서 3.51±1.071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의사 2.16±1.296 19.79 <0.001*** 

간호사 3.03±1.083   

지원부서 3.43±0.938   

치료계획 참조비율    

의사 2.07±1.176 17.01 <0.001*** 

간호사 3.10±1.189   

지원부서 3.26±1.093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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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부서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 

 

근무부서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 항목에서 치료계획인식시기는 외과계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내과계, 지원부서 순서였다. 치료계획인식시기를 제외한 

항목에서 지원부서가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 4.31,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 3.51,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3.43, 치료계획 참조비율 3.26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고, 내

과계 평균이 가장 낮았다. 

 

표 7. 근무부서에 따른 치료계획인식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F p 

치료계획 인식시기    

내과계 3.35±1.191 6.039 0.003** 

외과계 3.77±1.069   

지원부서 3.19±1.077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    

내과계 3.58±1.198 9.654 <0.001*** 

외과계 3.67±1.257   

지원부서 4.31±1.029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    

내과계 2.75±1.316 8.503 <0.001*** 

외과계 3.17±1.224   

지원부서 3.51±1.071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내과계 2.55±1.157 15.222 <0.001*** 

외과계 3.15±1.160   

지원부서 3.43±0.938   

치료계획 참조비율    

내과계 2.68±1.358 5.523 0.004** 

외과계 3.07±1.112   

지원부서 3.26±1.09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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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년수에 따른 치료계획인식도   

 

근무년수에 따라 치료계획 인식도에 대한 차이는 치료계획 인식시기(F=76.66, 

p<0.01),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F=3.31, p=0.012),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F=3.40, p-0.010), 치료계획 참조비율(F=3.00, p=0.019)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근무년수에서 7-9년 근무자 그룹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근무년수에 따른 치료계획인식도 

구분 평균±표준편차 F p 

치료계획 인식시기    

1년미만 2.03±0.53 76.66 <0.000*** 

1-3년 2.70±0.81   

4-6년 3.43±0.76   

7-9년 4.36±0.84   

10년이상 4.22±0.82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    

1년미만 4.06±1.27 2.30 0.059 

1-3년 3.55±1.40   

4-6년 3.59±1.19   

7-9년 4.08±0.81   

10년이상 3.95±1.14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    

1년미만 3.36±1.37 3.31 0.012* 

1-3년 2.84±1.40   

4-6년 2.77±1.16   

7-9년 3.54±1.02   

10년이상 3.21±1.15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1년미만 3.15±1.35 3.40 0.010** 

1-3년 2.75±1.25   

4-6년 2.66±0.96   

7-9년 3.38±1.07   

10년이상 3.15±1.06   

치료계획 참조비율    

1년미만 3.21±1.22 3.00 0.019* 

1-3년 2.87±1.29   

4-6년 2.52±1.17   

7-9년 3.36±1.09   

10년이상 3.02±1.2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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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스템 품질 

 

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직종과 근무부서에 따른 시스템 품질인 습득용이성, 결과이해도, 용어이해도, UI

편리성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득용이성이 직종에서 (F=22.88, 

p<0.001), 근무부서에서(F=22.88, p<0.0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년수에 따른 

시스템 품질영역에서는 결과이해도(F=3.11, p<0.05)항목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보품질에선 직종은 의사결정지원(F=7.99, p<0.001), 최신성(F=6.72, p<0.01), 

일치성(F=6.40, p<0.01), 정확성(F=3.41, p<0.05)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시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른 정보품질는 적시성을 제

외하고는 직종과 동일하게, 의사결정지원(F=8.00, p<0.001), 최신성(F=6.72, p<0.05), 

일치성(F=6.40, p<0.05), 정확성(F=3.41, p<0.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최신성(F=3.52, p<0.01), 의사결정지원(F=2.99, p<0.01), 일치성(F=2.55, p<0.05)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1년미만의 대상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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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구분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습득용이성 결과이해도 용어이해도 UI편리성 정확성 적시성 일치성 최신성 의사결정지원 

직종 의사 3.58±0.94 3.33±1.06 3.36±0.96 2.88±1.08 2.70±1.02 2.82±0.98 2.94±1.05 2.76±1.06 2.94±1.03 

간호사 3.30±0.69 3.30±0.78 3.47±0.72 3.14±0.84 2.82±0.78 2.89±0.70 2.89±0.65 2.83±0.72 3.12±0.76 

지원부서 4.01±0.70 3.85±0.76 3.71±0.77 3.37±0.91 3.08±0.80 3.14±0.84 3.27±0.82 3.25±0.97 3.53±0.88 

F 22.88 *** 11.23*** 3.34* 3.66* 3.41* 3.01 6.40** 6.72** 7.99*** 

근무

부서 

내과계 3.58±0.94 3.33±1.05 3.36±0.96 2.88±1.08 2.70±1.02 2.82±0.98 2.94±1.05 2.76±1.06 2.94±1.03 

외과계 3.30±0.69 3.30±0.78 3.47±0.72 3.14±0.84 2.82±0.78 2.89±0.70 2.89±0.65 2.83±0.72 3.12±0.76 

지원부서 4.01±0.70 3.85±0.76 3.71±0.74 3.37±0.91 3.08±0.80 3.14±0.84 3.27±0.82 3.25±0.97 3.53±0.88 

F 22.88*** 11.23*** 3.34* 3.66* 3.41* 3.01 6.40* 6.72** 8.00*** 

근무

년수 

1년미만 3.79±0.89 3.91±1.01 3.61±1.06 3.55±1.06 3.15±0.94 3.21±1.02 3.39±0.90 3.39±1.09 3.61±1.00 

1-3년 3.45±0.84 3.29±0.92 3.45±0.72 3.07±1.02 2.82±0.84 2.95±0.83 2.91±0.93 2.80±0.93 3.20±0.89 

4-6년 3.46±0.84 3.44±0.84 3.44±0.90 3.02±0.94 2.61±0.83 2.78±0.76 2.90±0.74 2.71±0.78 2.93±0.91 

7-9년 3.63±0.59 3.53±0.83 3.53±0.65 3.18±0.69 2.84±0.72 3.03±0.64 2.97±0.68 2.95±0.80 3.26±0.72 

10년이상 3.53±0.76 3.40±0.69 3.59±0.65 3.15±0.80 2.98±0.78 2.90±0.72 2.99±0.63 2.98±0.73 3.20±0.77 

F 1.20 3.11* 0.46 1.88 2.41 1.57 2.55* 3.52** 2.9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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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료계획인식도에 따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치료계획 인식시기에 따라서는  시스템 품질(F=3.56, p<0.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시기가 오래된 그룹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치료계획 수립여부에 따

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치료계획 시스템 사용여부에 

따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모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시스템 품질의 평균(67.97)

이 정보품질의 평균(59.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치료계획 인식도에 따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구분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치료계획인식시기 모른다 43.50±25.39 46.00±25.87 

1년미만 66.25±23.84 59.15±23.00 

1~2년 59.24±25.42 51.72±23.62 

3~4년 64.67±19.70 55.04±17.06 

5년이상 67.76±17.15 59.03±16.51 

F 3.56** 2.01 

치료계획수립여부 예 63.51±22.54 55.44±20.66 

아니오 61.33±19.77 56.00±20.45 

F 0.88 0.083 

치료계획 시스템 사

용여부 

예 67.97±14.95 59.49±14.71 

아니오 - - 

F 27.71*** 21.82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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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용자만족도 

 

가. 시스템만족도 

 

시스템 만족도는 직종과 근무부서 모두 전반적 만족도, 처리속도, 안정적 운영, 

p<편리성 모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적 운영(F=9.92, p<0.001) 변수

가 다른 변수에 비해 지원부서 직종들의 만족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근무년수에 따른 시스템 만족도에서는 전반적 만족도(F=3.93,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근무년수가 1년미만 그룹의 시스템만족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표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시스템만족도 

구분 시스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처리속도 안정적 운영 편리성 

직종 의사 2.97±1.08 2.91±1.10 3.15±1.09 2.94±1.14 

간호사 2.83±0.78 2.89±0.80 3.03±0.70 3.01±0.67 

지원부서 3.30±0.85 3.29±0.84 3.53±0.80 3.45±1.01 

F 7.50** 5.36** 9.92*** 7.43** 

근무부서 내과계 2.97±1.08 2.91±1.10 3.15±1.09 2.94±1.14 

외과계 2.83±0.78 2.89±0.80 3.03±0.70 3.01±0.67 

지원부서 3.30±0.85 3.29±0.84 3.53±0.80 3.45±1.01 

F 7.50** 5.36** 9.92*** 7.43** 

근무년수 1년미만 3.45±0.87 3.33±1.02 3.48±1.06 3.42±1.10 

1-3년 3.05±0.85 3.04±0.90 3.24±0.82 3.05±0.99 

4-6년 2.71±0.96 2.83±0.92 2.98±0.85 2.98±0.88 

7-9년 2.97±0.72 2.92±0.75 3.21±0.58 3.13±0.70 

10년이상 2.90±0.84 3.00±0.80 3.15±0.77 3.14±0.76 

F 3.93** 1.71 1.90 1.35 

*p<0.05, **p<0.01, ***p<0.001 

 

 

나. 정보만족도 

 

정보만족도는 직종에 따른 업무만족도(F=5.26, p<0.01), 정보의 유용성(F=6.03, 

p<0.01), 업무향상(F=5.56, p<0.01)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부서에 따

른 업무만족도(F=5.26, p<0.01), 정보의 유용성(F=6.03, p<0.01), (F=5.56, p<0.01), 

치료계획공유(F=7.33,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무년수는 업무만족도

(F=3.80, p<0.01), 업무향상(F=2.94, p<0.05), 정보의 유용성(F=2.50, p<0.05) 순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보만족도도 시스템 만족도와 동일하게 지원부서의 직종

과 부서의 평균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근무년수 1년미만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만족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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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만족도 

구분 정보만족도 

업무만족도 정보의 유용성 업무향상 

직종 의사 2.91±0.91 2.88±0.96 3.00±1.06 

간호사 2.91±0.75 2.85±0.75 3.03±0.65 

지원부서 3.29±0.92 3.25±0.85 3.38±0.84 

F 5.26** 6.03** 5.56** 

근무부서 내과계 2.91±0.91 2.88±0.96 3.00±1.06 

외과계 2.91±0.75 2.85±0.75 3.03±0.65 

지원부서 3.29±0.92 3.25±0.85 3.38±0.84 

F 5.26** 6.03** 5.56** 

근무년수 1년미만 3.45±0.97 3.36±1.06 3.52±1.03 

1-3년 3.04±0.82 2.98±0.81 3.04±0.88 

4-6년 2.71±0.68 2.80±0.68 2.93±0.76 

7-9년 3.00±0.77 2.89±0.80 3.11±0.51 

10년이상 3.01±0.85 2.93±0.78 3.15±0.70 

F 3.80** 2.50* 2.94* 

*p<0.05, **p<0.01 

 

 

 

다. 업무만족도 

 

업무만족도는 직종에 따른 치료계획수립(F=5.63, p<0.01), 치료계획공유(F=7.33, 

p<0.01), 퇴원계획수립(F=5.21, p<0.01)에 대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료계획 

재수립, 상태변화 경과기록 작성, 설명·교육제공 변수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부서에 따른 치료계획수립(F=5.63, p<0.01), 치료계획공유

(F=7.33, p<0.01), 퇴원계획수립(F=5.21,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치료

계획 재수립, 상태변화 경과기록 작성, 설명·교육제공 변수에 대해서는 직종과 동일

하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1년미만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32  - 

 

표13.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만족도 

구분 업무만족도 

치료계획수

립 

재수립 상태변화 

경과기록 

치료계획공

유 

설명·교육

제공 

퇴원계획수

립 

직종 의사 3.12±1.05 2.91±1.18 2.91±1.10 2.85±1.06 3.00±1.12 3.00±1.15 

간호사 3.17±0.71 3.04±0.77 3.04±0.75 3.13±0.72 3.06±0.74 3.09±0.73 

지원부서 3.52±0.75 3.30±0.91 3.25±0.80 3.45±0.77 3.26±0.91 3.44±0.85 

F 5.63** 3.01 2.45 7.33** 1.70 5.21** 

근무

부서 

내과계 3.12±1.05 2.91±1.18 2.91±1.10 2.85±1.06 3.00±1.12 3.00±1.15 

외과계 3.17±0.71 3.04±0.77 3.04±0.75 3.13±0.74 3.06±0.74 3.09±0.73 

지원부서 3.52±0.75 3.30±0.91 3.25±0.80 3.45±0.77 3.26±0.91 3.44±0.85 

F 5.63** 3.01 2.45 7.33** 1.70 5.21** 

근무

년수 

1년미만 3.61±0.90 3.36±1.06 3.30±1.02 3.39±1.03 3.42±1.03 3.33±1.05 

1-3년 3.18±0.93 3.02±0.97 3.04±0.92 3.02±0.89 3.04±0.92 3.16±0.94 

4-6년 3.17±0.70 3.07±0.91 3.02±0.79 3.12±0.75 3.07±0.82 3.10±0.77 

7-9년 3.18±0.61 3.05±0.70 3.21±0.66 3.26±0.72 3.11±0.76 3.18±0.65 

10년이상 3.28±0.73 3.09±0.81 2.99±0.74 3.23±0.73 3.05±0.76 3.16±0.82 

F 1.98 0.89 1.19 1.31 1.36 0.38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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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일반적 특성, 치료계획인식, 시스템 품질 

일반적 특성과 치료계획인식, 시스템품질영역에서 사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모형으로 일반적 특성에선 의사직종여부, 내과계여부, 외과계여부를 dummy 변

수 생성하고, 치료계획인식영역에서 치료계획인식시기, 치료계획수립여부, 나의 정보

공유 기여비율, 치료계획참조비율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 항목과 시스템품질과 정

보품질을 합산한 시스템 품질로 구성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96.2%이고, 시스템 품

질(β= 0.816, p<0.001),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β= 0.141, p<0.001), 나의 정보

공유 기여비율(β= 0.061, p<0.05), 치료계획인식시기(β= -0.041, p<0.05)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14.일반적 특성, 치료계획인식, 시스템 품질에 따른 사용자만족도 

구분 모형 

B Std.E β t p 

D의사 -0.248 0.692 -0.007 -0.359 0.720 

D내과계 0.897 0.604 0.034 1.486 0.138 

D외과계 0.761 0.600 0.028 1.268 0.206 

치료계획인식시기 -0.456 0.211 -0.041 -2.160 0.032* 

치료계획수립여부 -0.740 0.956 -0.013 -0.774 0.440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0.671 0.273 0.061 2.458 0.015* 

치료계획참조비율 0.394 0.250 0.038 1.577 0.116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 7.143 1.423 0.141 5.021 <0.001*** 

S시스템 품질 1.114 0.042 0.816 26.663 <0.001*** 

R² 0.962 

Adj. R² 0.926 

F 355.523 

P <0.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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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료계획 수행비율 

 

치료계획 수행비율은 시스템 만족도, 정보만족도, 업무만족도 모든 모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업무만족도가 24.1%, 시스

템 만족도 19.9%, 정보만족도가 7.4% 순서였다.  치료계획 수행비율 영역에서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β =0.242, p<0.05)과 치료계획 참조비율(β =0.242, p<0.05)이 시

스템만족도, 업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치료계획 수행비율에 따른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 시스템 만족도 

 

*p<0.05, **p<0.01, ***p<0.001 

 

구분 
시스템 만족도 정보만족도 업무만족도 

B Std.E β B Std.E β B Std.E β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 
0.071 0.216 0.020 -0.042 0.143 -0.019 -0.196 0.316 -0.036 

타부서 치료계획 

공유비율 
0.303 0.363 0.088 0.306 0.240 0.144 0.558 0.532 0.108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0.814 0.381 0.218* 0.162 0.251 0.071 1.571 0.557 0.280** 

치료계획 

참조비율 
0.614 0.290 0.174* 0.194 0.192 0.090 0.866 0.425 0.164* 

R² 0.199 0.074 0.241 

Adj. R² 0.187 0.060 0.229 

F 16.254 5.253 20.783 

P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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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료계획인식도,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사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치료계획인식도, 시스템품질, 정보

품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치료계획 수립여부, 치료계획시스템사용 여부 항목은 dummy

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사용자 만족도 중 모형의 설명력은 업무만족도의 설명력이 88.7%로 가장 높았고,

시스템 만족도는 87,5%, 정보만족도는 75.5%로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모형이였다. 업

무만족도의 상대적 기여도(Adj. R²)는 87.9%, 시스템 만족도의 상대적 기여도(Adj. 

R²)는 86.7이고, 정보만족도의 상대적 기여도(Adj. R²)는 74.9%였다.  

치료계획인식도에서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는 정보만족도(β=0.459, p<0.001)

와 업무만족도(β=0.101 p<0.0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였고,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는 업무만족도(β=0.098, p<0.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시스

템만족도에 유의한 항목은 없었다.  

시스템 품질 영역에서 시스템 품질은 UI 편리성(β=0.135, p<0.01), 습득용이성

(β=0.110, p<0.05)이 시스템 만족도에 유의하였고, 결과이해도(β=0.120, p<0.05)가 

업무만족도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었다. 정보

품질 영역에서는 의사결정지원(β=0.226, p<0.01), 일치성(β=0.152, p<0.01), 최신

성(β=0.120, p<0.05), 적시성(β=0.120, p<0.05)이 시스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유의하게 나타났고, 최신성(β=0.148, p<0.05)이 정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업무만족도에는 의사결정지원(β=0.222, p<0.001), 적시성(β= 

0.217, p<0.001),  최신성(β=0.154,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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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구분 시스템 만족도 정보만족도 업무만족도 

B Std.E β B Std.E β B Std.E β 

치료계획 개념인식시기 -0.503 0.456 -0.026 0.094 0.520 0.006 -0.288 0.434 -0.015 

치료계획 수립여부 -1.742 2.333 0.019 0.095 2.662 0.001 -4.050 2.223 -0.043 

치료계획 자가수행비율 0.495 0.488 0.028 -0.250 0.556 -0.017 0.174 0.465 0.010 

타부서 치료계획공유비율 -0.602 0.779 -0.035 0.850 0.889 0.060 -0.524 0.742 -0.030 

나의 정보공유 기여비율 0.564 0.821 0.030 -1.434 0.937 -0.094 1.831 0.782 0.098* 

치료계획참조비율 0.628 0.610 0.036 0.395 0.696 0.027 0.525 0.581 0.030 

치료계획시스템 사용여부 2.923 3.258 0.034 32.191 3.718 0.459*** 8.657 3.103 0.101** 

습득용이성 1.975 0.965 0.110* 1.539 1.101 0.105 -0.064 0.919 -0.004 

결과이해도 1.497 0.979 0.085 1.028 1.118 0.072 2.112 0.933 0.120* 

용어이해도 -0.187 0.898 -0.010 0.410 1.024 0.028 0.584 0.855 0.032 

UI 편리성 2.419 0.799 0.135** 0.100 .912 0.007 0.128 0.761 0.007 

정확성 1.077 0.929 0.055 1.433 1.060 0.089 1.133 0.885 0.058 

적시성 2.381 1.048 0.120* 1.167 1.196 0.072 4.330 0.998 0.217*** 

일치성 3.008 1.044 0.152** 0.764 1.191 0.047 1.868 0.994 0.094 

최신성 2.280 0.916 0.120* 2.283 1.046 0.148* 2.925 0.873 0.154** 

의사결정지원 4.116 0.905 0.226*** -0.647 1.033 -0.043 4.043 0.862 0.222*** 

R² 0.875 0.755 0.887 

Adj. R² 0.867 0.740 0.879 

F 108.241 47.870 121.084 

P <0.001*** <0.001*** <0.0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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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계획 기타의견 

 

가.치료계획 수립시 추가·개선 할 정보에 대한 복수 응답 

 

치료계획 수립시 추가·개선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 전체 대상자 267명 중 259 명

이(97%) 1개 이상의 정보를 선택하였다. 치료계획 수립시 추가·개선되어야 할 정보

로 123명(19.7%)이 퇴원/재입원 계획을 선택하였다. 응답자 115명(18.4%)가 수술정보

를 선택하였고, 102명(16.3%)가 처방정보를 선택했으며, 72명(11.5%)이 교육정보, 68

명(10.9%)이 투약정보, 37명(5.9%)이 간호계획, 32명(5.1%)이 영양정보, 16명(2.6%)

이 낙상정보, 11명(1.8%)이 기타를 선택하였다. 기타에 기입된 내용에는 ‘검사정

보’, ’의사의 경과기록’, ‘수립된 내용에 대한 History’등을 요구하였다. 

 

표 18. 치료계획 수립시 개선되어야 할 정보 복수응답 

개선항목 응답수 (명) 빈도(%) 

퇴원/재입원계획 123 19.7% 

수술정보 115 18.4% 

처방정보 102 16.3% 

교육정보 72 11.5% 

투약정보 68 10.9% 

통증정보 49 7.8% 

간호계획 37 5.9% 

영양정보 32 5.1% 

낙상정보 16 2.6% 

기타 11 1.8% 

계 625 100.0% 

 

 

나.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기타 개선사항 

 

설문자의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기타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의사들은 치료계획 수립시 가능한 계획을 제시, 도식화, 간편한 치료계획 수립기능등

치료계획 작성으로 인한 업무 부담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간호사와 지원부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 실제적인 치료계획 수립 요구와, 

치료계획화면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요구하였다<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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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고찰 

 

본 연구는 치료계획 시스템(CarePlan System)을 사용하는 Y대학병원의 의사, 

간호사, 지원부서 직종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사업사, 영양사를 

비교 분석하였고, 통계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서 직종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시기는 간호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용자만족도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높았다. 근무부서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은 외과계가 높았으며, 치료계획 수행비율에선 지원부서가 높았다. 근무년수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는 7-9년 근무자가 높았고, 사용자 만족도는 1년미만 근무자가 

높았다. 근무년수에 따라 사용자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김지현(2010)의 

병원정조시스템의 사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근무경력에 따라 사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와는 일치하고,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인 그룹의 평균이 

높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치료계획에 대한 수행을 근무년수가 낮은 그룹에서 

주로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치료계획 인식도 영역에서 치료계획 시스템 사용여부는 정보만족도와 업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치료계획 인식도와 시스템품질, 

정보품질에 따른 사용자만족도는 업무만족도, 시스템만족도, 정보만족도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치료계획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개발된 

치료계획 시스템(Care Plan System)은 2012년 8월에 파일럿 적용되었고, 새로 변경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진행되었다. 3개월동안 

실시한 치료계획 교육은 치료계획의 목적과 수립방법, 새로운 기능, 치료계획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실시를 하였다. 교육 실시 이후 치료계획 

발생건수를 보면 새로운 치료 계획에서 추가한 기능으로 발생된 정보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 건수 비교는 치료계획의 질적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교육을 

통한 치료계획 수립과 이용률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van and Macleod, 

1994) 

표19. 새로운 치료계획 기능으로 발생된 건수 (2012.12.14 기준) 

월 건수 

8월 66 

9월 64 

10월 62 

11월 281 

12월 186 



- 39  - 

 

셋째, 사용자만족도는 치료계획 인식도와 시스템 품질, 정보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일과 김미(2002)의 연구결과에서 시스템 요인인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사용자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조직적 요인인 경영층의 참여, 관심, 

지원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사용자만족도가 정(+)의 관계로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치료계획 시스템의 시스템 품질과 정보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조직적 

요인인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진다.  

정보만족도 영역에서 최신성에 대한 항목만 유의 할 뿐,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한지의 정확성,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 제공되는지의 적시성,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일치성, 업무 진행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의사결정 

지원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Y대학병원의 병원정보 시스템은 

입원시 환자의 퇴원예정정보를 기준으로 퇴원계획으로 수립되도록 되어있고, 

경과기록에서 작성한 치료 계획이 치료계획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으며, 치료계획을 

메시지처방으로 입력 할 수 있고, 기 작성된 기록에서 간단하게 ‚오늘의 치료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치료계획시스템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 정보의 

최신성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설문지 개선사항에 기술된 내용에 있는 것처럼 

‚부서간의 치료계획 개념 공유 부족‛, 치료계획에 대한 개념 부족‛,‛사용자 

교육지원 미흡‛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치료계획 수립, 평가가 부족하여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일치성, 의사결정지원 요인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치료계획 수립시 추가·개선 할 정보는 퇴원/재입원 

계획, 수술정보, 처방정보, 교육정보, 투약정보, 통증정보, 간호계획, 영양정보, 

낙상정보 순으로 선택되었다. 이를 분류해 보면 환자의 상태변화와 관련된 정보인 

퇴원, 재입원, 수술정보는 환자의 상태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처방정보, 

교육정보, 투약정보, 간호계획은 환자의 정보수집과 관련된다. 그리고, 통증정보, 

영양정보, 낙상정보는 환자의 정보평가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다섯째,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의사들의 

실질적인 치료계획 수립과 완결처리, 치료계획 수립의 도식화, 편리성, 부서간의 

치료계획 개념 공유, 치료계획에 대한 개념교육 및 치료계획시스템 사용법 지원을 

요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치료계획 시스템을 사용하는 하나의 Y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업무프로세스 및 특성이 다른 병원이 참고하여 사용하기에는 병원의 

환경이나 시스템이 다른 제한 사항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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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른 병원과 기관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 수는 의사 100명, 간호사 150명, 지원부서 

100명이였다. 그 중 의사 직종의 설문지 회수율(45%)이 낮아 의사들의 치료계획에 

대한 인식도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기에 제한점이 있었다. 의사인 경우, 

진료과에 따라 치료계획이 활용도가 높은 과와 낮은 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학제 진료의 필요성이 높은 과와 낮은 과에 대한 구분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셋째, 치료계획 인식도 항목 구성시 치료계획 구성요소 중 어떤 항목이 

유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어, 가장 유용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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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결론 

 

본 연구는 다부서간 협동과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 환자상태 파악, 환자평가 과정을 거치는 의료 서비스인 치료계획에 대한 

구성요소를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하여, IT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사용자만족도를 

통해 치료계획시스템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사용자만족도 분석시 치료계획인식도에 

따라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계획에 대한 구성요소를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결과 구성요소는 수술 

정보, 처방정보, 통증정보, 교육정보, 투약정보, 영양정보, 낙상정보, 욕창정보, 

퇴원계획정보, 재입원정보, 간호계획 정보, 치료계획 수립정보, 기록정보 이었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서 직종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는 간호사가 가장 높았으며, 

사용자만족도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높았다.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치료계획 인식에 

대해서는 외과계가 높았고, 치료계획 수행비율에 대해선 지원부서가 높았다. 근무 

년수에 따른 치료계획 인식도는 7-9년 근무자가 높았으며, 사용자만족도는 1년미만 

근무자가 높았다. 

 

셋째, 치료계획 인식도와 시스템품질, 정보품질에 따른 사용자만족도에서 업무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정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넷째,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치료계획 수립시 추가·개선 할 정보는 퇴원/재입원 

계획, 수술정보, 처방정보, 교육정보, 투약정보, 통증정보, 간호계획, 영양정보, 

낙상정보, 기타 순이었다. 

 

 다섯째,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의사들의 실질적인 

치료계획 수립과 완결처리, 치료계획 수립의 도식화, 편리성, 부서간의 치료계획 

개념 공유, 치료계획에 대한 개념교육 및 치료계획시스템 사용법 지원등을 요구 

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추가 개선 사항을 분석 후 

보완하여, 개선 전후 비교 연구와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했던 치료계획 구성요소에서 

어떤 정보가 치료계획에 유용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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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치료계획 수립과 재평가를 주로 하는 의사직종을 중심으로 진료과에 따른 

특성을 세분화하여 치료계획 인식도와 치료계획시스템(CarePlan System)에 대한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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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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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직종별 치료계획 기타의견 

직종 기타의견 

의사  시스템 교육 부족하여 인식자체가 부족(의료진의 치료계획이 왜 필요한지와 Problem:goal설

정개념부족, IT system은 많은 발전이 있었고, update가 쉬워졌으나 홍보가 부족. Minor:새

로운 화면상에 모든 careplan이 다 나타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입원 중 변경사항이 있을때 잘 고쳐지지 않게 된다. 

 도식화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제상황이 잘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을 듯 

 실제 일상에서 전공의사 치료계획을 세우고 진료할 만큼 통찰력을 가지기 어렵고, 있다 하

더라도 세세히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형식적인 틀에 얽메임. 진짜 공유되어야 할 내용은 없음. 

 좀더 간결한 (예시문 제공 약속처방등)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일,목표일 설정시 클릭 한번에도 default값으로 '당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3번 클릭해야 되고 날짜를 또 선택해야 하고 불편합니다. 한번 클릭시에도 나오고 화살표 

↑↓눌러서 날짜 ↑↓조정이 가능해지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에 모두 포함된 내용인데 이를 부가적으로 기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간소

화 해 주세요. 

 자동반영시스템, 두번쓰기 번거롭다. 무엇보다 기록에 신경 쓸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 그럼 잘 쓰겠다. 

 저장메세지를(과별 특수성있는) 다양하게 마련. 

간호

사 

 careplan이 있고, 그 내용(의미)만 대충 알고 있지 실제로 업무하는데 활용하고 있지 안습

니다. Careplan에 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system자체는 좋으나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의 효과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봄.계획에 모두 참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봄. 

 다학제간 치료계획 공유가 유용하고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사용빈도를 

강화하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이 권유되어야 한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이용,공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재활의학과 등은 잘 쓸 것 같은데, 외과쪽에서는 의사들도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의미가 없

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환자 상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며 치료계획 자체가 너무 포괄적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계획 수립시 가능한 계획들을 나열해 주세요. 

 치료계획 완료시점이 개별화 되어 있지 않고 1주일 후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처음 입원시 일반적인 치료계획이 대부분인 듯 합니다.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 좋겠다. 간호화면에서 바로 이동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

다. 사실 근무시 의사의 경과기록지를 더 많이 참고한다. 

 경과기록지 보는 경우 많고 careplan은 자주보지 않게된다. 

 치료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완료하거나 환자상태에 따른 경과는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care plan을 자세히 review하기 힘들다. 의사들의 update가 늦다. 

10~12명의 환자를 care하는 간호사로써 care plan활용이 어렵다. 

 의사들의 carepln이 부족하다. 

 정확한 시점에 구체적인 내용, 의사와 의사소통 필요 

 정확성과 환자계획 변경시 신속한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결과에 맞게 치료계획이 미리 예상되어 세워질 필요성이 있다.(구체적) 퇴원간의 경

우 거의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업데이트 되지 않아 치료계획을 환자에게 설명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의사의 정확한 정보입력 필요 

 간호진단이 아닌 프로토콜을 연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업무과다에 기록업무가 한 몫하고 있다. 대부분 치료계획시스템은 입실시 세우고 별 

변화없이(끝난 프로토콜 정도만 정리되고)퇴원까지 지속하다 퇴원때 완료정리하고 있다. 이

는 치료계획이 환자치료경과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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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에서는 대부분 verval handover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의 상태와 맞는 치료계획 설정 필요 

지원

부서 

 용어통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교육 

 부서간의 교류를 통한(정확한 정보제공등)계획설정이 필요함. 

 Pain,OP Information 필요할 듯 합니다. 

 입원계획의 재원기간이 짧아 구체적인 설정이 어렵다. 

 치료계획의 시점 및 누적사항들을 해결 원함. 

 초기 환자 입원시 치료계획수립 사항을 확인하여 환자의 goal설정이나 경과예상에 도움은 

되나, 한번 수립해 놓으면 재수립이나 수정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계획 수정 및 재수립이 

쉬워지도록 개선하면 각 부서의 의견 공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상태에 대한 반영이 늦음-의료진 

 치료계획시스템의 본래 목적은 다학제간 치료관련 정보 공유이나 실제 치료에 대한 의사결

정,처방의 주체인 의료진은 careplan system화면을 열지 않아도 경과기록 화면에서 입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정작 의료진은 다른 진료지원부서의 치료계획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가 많아 활용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별도 창으로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회신서 작성 후 연동되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의뢰된 환자정보 볼 때 care plan system도 같이 볼 수 있었으면(지금은 '환자치료계획' 다

른 카테고리로 넘어가야 볼 수 있고 환자 정보 보려면 다시 처음부터 번거로움, 효율성 떨

어짐.) 

 화면구성이 치료계획 tab을 눌렀을떄가 아니라, EMR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했을때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환자마다 손쇱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현재는 치료계

획을 들어가려면 보고있던 화면이 닫힘) 

 현재로써는 각 부서에서 형식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현재상태나 문

제점 혹은 치료목표를 확인하는데 있어 치료계획system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

적 입니다.(특히, 환자의 경과기록과 치료계획화면이 별도로 구성되어 한쪽을 확인하면 다

른 쪽 화면이 모두 닫혀 다시 처음부터 환자를 찾아 입력하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환자 

조회시 치료계획을 잘 확인하지 않는 이유 중 한자기도 system불편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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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components of care plan which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multidisciplinary are important during patient 

treatment service. By accommodating care plan system to hospital information 

system(HIS) that uses electronic medical record, care plan system was evaluated 

with user satisfaction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research tool, Delone and Mclean(2003)’s information success model was 

used as measurement tool. Study subject was ‘Y’university hospital using care 

plan system, and research departments were departments that uses care plan.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18, 2012 to November 7, 2012. Total of 350 

surveys was distributed to 100 to doctors, 150 to nurses, and 100 to medical 

supported department’s employee.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267 retrieved surveys. 

Followings are the study results. 

First, care plan components were operation information, prescription 

information, pain information, education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nutrition education, fall information, bedsore information, 

discharge plan information, readmission information, nursing plan information, 

care plan establishment information, and recor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Second, recognition time of care plan was the highest in nurses in terms of 

occupation fo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user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mong medical supported department’s employee. Care plan awareness was highest 

among working departments, and medical supported department was the high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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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plan fulfillment rate. In terms of career years, employee with 7-9 years 

of career was the highest for care plan awareness, and 1 year or less was the 

highest for user satisfaction. 

 

Third, business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in user satisfaction according 

to care plan awareness,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and information 

satisfaction was the lowest. 

 

Forth, information that needs addition·improvement when establishing care 

plan were discharge/readmission plan, and operation information. 

 

Fifth, improvements for care plan system requested practical care plan 

establishment and completion of doctors, mapping of care plan establishment, 

convenience, concept sharing of care plan between departments, concept 

education on care plan, and support for care plan system usage. 

 

The results showed that care plan awareness, system quality, and 

information quality had effects on satisfaction of users. In order to increase 

information satisfaction, comparison studies on pre·post improvements are 

required through analyzing and supplementing additional improvements for care 

plan system. 

 

 

 

 

Key words : multi-disciplinary, Communication, CarePlan, User Satisfaction, 

Hospital Informa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