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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상급종합병원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정보시스템의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연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정보시스템과 그 

사용자인 간호사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였으며 

전산화 된 설문지를 통해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543명을 대상으로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활용도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도구는 연구자가 DeLone & 

McLean(2003)의 정보시스템 성과모형을 기초로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Scheffé test,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은 75점 만점에 평균 52.48점으로 대체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정보품질이 효과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상자들은 정보의 접근성과 정확성, 오류 발생 시의 

지원체계, 사용의 편리성과 용이성, 정보보안을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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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근무시간 전 후의 

인계시간 등을 포함하여 로그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용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1인이 1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 환경의 지원에 대해 대상자들은 

간호정보시스템의 접근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데이터 입력량은 하루 

평균 643.8행이며 접속 유지시간은 평균 615.26분으로 분당 1행 

이상을 발생시켜야 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3.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95점 만점에 평균 64.52점으로 

만족도는 높았다. 업무영역별 만족도에서는 속도(평균평점 3.42 ± 

0.72)보다 정보의 양(3.35 ± 0.62)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병실관리나 환자 파악, 

모니터링, 투약관리 등이 수혈관리, 처치관리, 물품관리 등 별도의 전산 

업무 흐름을 가지고 있는 타 부서와 연결된 화면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활용도(r=0.151, 

p<.0001)와 만족도(r=0.861, p<.0001)가 높았고,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r=0.134, p=.002)높았다. 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만족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정보시스템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고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활용도와 만족도

가 높았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

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업무영역에서 간호사의 고유 업무에 대응하는 기능 외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병원업무의 흐름 속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간호

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간호 정보 전담 간호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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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의료 비용의 폭발적 증가에 대처하여 

의료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 이상의 전문직종이 모여있는 병원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원정보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병원정보시스템은 명확히 문자화 된 의사소통의 

지원, 단순 업무의 자동화, 복잡하지만 규칙이 명확한 업무의 알고리즘화, 

정보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도구의 도입을 통한 프로세스의 재설계로 병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축척 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영 정보 및 

연구 지원의 역할로 그 기대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병원정보시스템은 업무용 프로그램으로써, 진료 프로세스 자체와 내/외부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 번 적용되면 해당 프로세스에 한해서는 전체 

병원이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외부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정보시스템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파악하여 현황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 있어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큰 

병원 조직일수록 전문적 수행의 질 관리에도 기여하고 있어 병원 운영의 

정책과 전략 수립에도 매우 중요하다.  

정보시스템의 성과는 시스템, 개인, 조직, 서비스의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며 활용을 매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해서는 다면적 

접근이 필수적이다(DeLone & McLean 1992).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평가를 

시도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 만족도나 업무만족도, 기록의 품질 등 

단편적인 요소들만을 종속변수로 측정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보시스템의 성과 모형(DeLone & McLean, 1992, 2003)을 도입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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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측정을 시도한 연구들도 보고되었지만, 병원정보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조직과는 달리 다양한 전문직이 서로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병원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박찬석 등(2009)은 병원 조직의 특성상 전문직종별로 

기대하는 바와 업무 프로세스가 상이하므로 병원정보시스템의 평가는 직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는 환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환자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에(최희원, 2008) 간호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병원 전체의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Ammenwerth et al., 2011). 따라서 병원정보시스템의 평가를 

위해서는 간호정보시스템의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정보시스템은 간호사에게 간접간호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무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직접간호시간을 늘림으로써 간호 

생산성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 증가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이정화, 1998; 성형희, 2006). 임상에서 활용되는 

간호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유지, 활용하고 있는 정도를 

간호정보화 수준이라고 하는데, 간호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간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병원 이미지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희원, 

2008). 이와 같은 간호정보시스템의 영향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여러가지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병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 직종을 대상으로,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과모형(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의 

차원들을 구조화 하여 간호정보 시스템의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간호정보시스템의 성과 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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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정보시스템의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

도,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간호정보시스템의 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한다. 

2)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간

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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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간호정보시스템 

 

(1) 이론적 정의 : 간호정보시스템이란 간호사들이 환자 돌봄의 질을 개선

하고 간호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간호 실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변환, 저장, 추

출, 표출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처리 가능케 하는 컴퓨터 시스템

을 말한다 (Manning & McConnell, 1997). 

(2) 조작적 정의 : 상급종합병원에서 병동간호사가 입원환자간호 업무를 위

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1) 이론적 정의 : 정보시스템이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의 영

역에서 의도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이다

(DeLone & McLean, 2003). 

(2) 조작적 정의 : Delone & McLean의 3가지 영역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

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시

스템 효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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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  

 

(1) 이론적 정의 :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직접 

조작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를 말한다(Grover et al., 

1996). 

(2) 조작적 정의 : 간호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를 전체 활용도

와 업무 영역별 활용도로 측정한 것이다. 전체 활용도는 프로그램의 접

속 유지시간, 사용 기능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의 세 영역으로 데이터베

이스 정보분석을 통해 측정한 수치를 T-Score로 표준점수화 하여 합

산한 수치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업무영역별 활용도는 12개 업무 영역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기능에서 

발생한 데이터 입력량을 측정한 것이다. 수치가 클수록 업무영역별 활

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사용자 만족도 

 

(1) 이론적 정의 : 개인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경험과 결과에 의해 형성된 

태도로서, 시스템이 사용자의 정보처리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반영

한다(Gelderman, M. 1998). 

(2) 조작적 정의 : 간호정보시스템이 정보처리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전체 만족도와 업무영역별 만족도로 측정한 것이다. 전체 만족도는 시

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과 시스템 전반의 네 영역에 대해 연구

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업무영역별 만족도는 병실관리, 환자 파악, 업무 흐름관리, 임상관찰, 

간호기록, 투약관리, 수혈관리, 검사관리, 수술관리, 처치관리, 물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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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활동과 타 부서와의 의사소통의 12가지 주요 업무 영역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속도, 정보의 질, 정보의 양, 정보의 형태, 기능

의 만족도를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업무영역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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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A. 간호정보시스템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른 의료 비용의 폭발적 증가에 대처하고 

병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발전한 병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은 환자의 진료, 의학연구, 의학교육 및 경영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산화 된 시스템(김보수, 2011)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요소로써 

처방전달시스템(CPOE: Computerized Provider Order Entry),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검사정보시스템(L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병원 정보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실제로 개발, 적용 할 때 크게 나누어지는 기술적인 영역의 

구분이지만, 병원정보시스템에서 환자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병원정보시스템을 특정 사용자 직군인 간호사 업무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간호 업무에 정보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업무에 전산에 

정보를 입출력 하는 과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조회하고 약물을 

투여하며 물품을 관리하는 등의 간호 업무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업무 

패턴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간호정보시스템은 병원정보시스템 내에서 간호 서비스 및 자원을 관리하고, 

간호 업무를 관리하며, 간호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 

변환, 저장, 추출, 표출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처리 가능케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Manning & McConnell, 1997). 실제로 병원 내에서 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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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관리하고,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수행하며, 기록을 남기고, 투약 및 

처치를 시행하며 각종 검사 및 임상 관찰을 포함한 환자 상태 모니터링을 하는 

병동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는 병원정보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처방전달시스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간호정보시스템의 도입 

수준은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준으로 비례하여 유추할 수 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확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원무행정을 중심으로 병원 전산화가 시작되어(김창엽, 2000) 2005년 외래 

처방전달시스템 76.5%, 입원 처방전달시스템 70.6%,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47.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20.7%로 그 사용이 확대되었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2005) 201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100%가 처방전달시스템,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77%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숙, 2010). 최근 한 연구에서는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현황이 미국보다도 앞서있다고 하였다(윤덕용 등, 

2012). 따라서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간호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 선행연구 

 

정보시스템 경영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의 효율성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성과 또는 효과성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DeLone 

& McLean 1992, 2003). 하지만 정보시스템의 성과는 기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 업무처리과정, 부서, 조직 등의 다차원에서 

발생하고 성과의 형태 또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측면과 사용자의 

인식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 정성적 가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그 측정 및 

평가가 난해하다(임준형, 윤성채, 2010).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성과 분석

을 위한 대표적인 개념적 틀로써 DeLone & McLean(1992, 2003)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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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정보시스템 성과 모형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시스템 자체의 속성으

로써 시스템 품질(System Quality),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서비스 품

질(Service Quality)를 제시하였고, 이에 영향 받는 사용자 중심의 성과로써 시

스템 활용도(System Usage), 사용의도와 결부된 사용자 만족도(User 

Satisfaction)를 중간 성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적용의 최종 

성과로써 나타나는 편익(Net Benefit)까지 6가지 성과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성과 요소에 따른 하위 속성을 문헌 고찰을 통해 살펴보면, 시스템 효과성에

서 시스템 품질이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인프라의 품질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의 개념이며 하위 속성으로는 안전성, 안

정성, 속도 등을 가지고 있다. 정보 품질이란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가 입출

력하게 되는 정보의 품질로써, 정보의 양, 질, 형태, 정확성, 적시성 등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이란 전산 인프라와 사용자간의 상호작

용을 가능케 하는 유무형의 서비스의 품질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단말기

의 유지보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시스템 전반의 오류에 대한 대응 등으로 측

정할 수 있다. 시스템 효과성이라는 성과 영역에 있어서는 객관적 척도를 정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임준형, 윤성채, 

2010; Danziger, 1993). 활용도란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자가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그 척도로는 접속 빈도, 접속 유지 시간, 기능의 활용 정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활용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Michel-Verkerke, 2012; 임준형, 윤성채, 2010; 홍현기, 2010; Hayrinen, K 

et al. 2008; 박찬석, 고석하, 2009). 사용자 만족도는 개인이 정보 시스템을 활

용한 경험과 결과에 의해 형성된 태도로써 (Gelderman, M. 1998), 정보의 내

용과 사용자 편의성(Michel-Verkerke, 2012), 정확성과 편리성, 표현 형식, 기

대치에 대한 충족도(박찬석, 고석하, 2009), 효율성과 활용성(MICHEL-

VERKERKEa, 2011)등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편익이란 

효과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사용자를 만족시키고 활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성과

로써, 병동 간호에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되는 편익은 직접간호, 

문서작업, 의사소통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가, 전문적 수행의 증가,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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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환자 만족도의 증가, 나아가 병원 경쟁력 향상 등으로 

볼 수 있다(이정화, 1998; 성형희, 2006; 최희원, 2008; Abdrbo, 2011). 

시스템 효과성,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편익의 성과요소들은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에 대한 부분적인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적인 항목의 조망이 

필요하다(DeLone & McLean, 2003). MeijDen(2003)은 1992년 개발된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과 요소들이 포함된 연구들을 고찰하여, 

이 모델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Booth(2012)는 간호정보시스템과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성과 요소들을 논의한 문헌들을 고찰하여 2003년 개정된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과 모형 적용이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현(1999)은 2개의 2차 

병원과 4개의 3차 병원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후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편리성, 정보활용도, 참여의지라고 하였다. 

진호준 등(2002)은 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의사의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업무 흐름의 개선성, 편리성, 속도 개선과 요구도 수용을 

위한 지속적 유지 체계의 보유 여부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은영(2005)은 업무 효율성, 화면 구성, 종이 차트 사용과 비교하였을 

때의 만족도를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보다 구조적으로 만족도 

이외의 다차원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박찬석 등(2009)은 사용성(Usability) 

공학을 기초로 ISO9241-11품질 모델에서 제시한 효율성, 효과성, 만족성에 

대한 도구를 개발하여 병원정보시스템을 평가한 후 직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직위에 따라 정보 활용 패턴과 정보 결핍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는 도입 전후의 만족도나 업무 패턴의 변화 등의 활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산업적 특성이 뚜렷한 

병원정보시스템에 있어서는 실무 중심적인 차원에서 직종과 업무별로 측정 

항목의 구성과 방법을 달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Johnson, 2005;박찬석, 

고석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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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연구에서는 최원자(2001)는 효율성을 

조사하였으며 간호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직접간호 내용과 시간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김소연(2006), 성형희(2006) 등은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박명화(2005) 역시 업무패턴의 변화와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박인숙 외 

2인(2008)이 병원간호사의 병원정보시스템 활용 정도를 자가보고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특정 요소들만을 

파악하는 방법은 해당 측면의 현황 파악에는 효과적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적 평가를 하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DeLone & McLean , 2003).  

따라서 간호정보시스템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성과가 발생하는 영역과 각 

성과영역의 속성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스템 자체의 차이를 극복할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김창엽(1999)의 연구에서 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형태 변화와 만족도에 대해 2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정보내용, 편리성, 적시성, 의사 간호사간의 관계 등의 

모든 요소에서 병원 간에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간호정보시스템 자체는 

개발 과정 및 기술적 도입의 계층 등의 차이로 병원간 상이하나, 그 목적은 

간호 업무 자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병동 

간호사의 업무 프로세스 역시 공통된 항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종 

시스템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박찬석, 고석하(2007) 등이 제언한 대로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간호정보시스템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Lone & McLean의 Information Success Model에 

기초하여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정보시스템의 성과 개선 전략을 수립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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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이상의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변

수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 기틀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간호정보시스템의 성과요소는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편익으로 볼 수 있다.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

비스 품질로 나누어진다. 시스템 품질의 속성으로는 안전성, 속도, 편리성을, 정

보 품질의 속성으로는 정확성과 적시성, 활용성을 서비스 품질의 속성으로는 

안정성과 발전지속성을 선정하였다. 이는 무정지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보 자체

가 정확하게 다루어지고 보관되어야 하는 간호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것

이다. 

간호정보시스템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간호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개선 전략 수립의 근거를 삼고자 전체와 업무영역별로 나누었다. 간호정보시스

템의 전체 활용도는 접속 유지시간과 사용 기능의 수, data 입력량의 세 하위 

영역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접속 빈도와 사용시간을 포함하여 제

시하였지만, 본 연구 대상이 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근무의 시작부터 종료까

지 간호사 1인이 1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 

빈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업무영역별 활용도는 병동간호 업무에 대응하는 프로

그램 기능의 활용도로써, 접속 유지시간과 사용 기능의 수는 프로그램 내부의 

기능의 활용과 무관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서의 데

이터 입력량을 속성으로 하였다. 

사용자 만족도의 하위 속성은 문헌 고찰을 통해 수집한 다음, 간호정보시스

템 도입 전 후의 사용 편의 증진 등과 같은 조사 시기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 

개념을 포함한 문항들을 제거하여 선정하였다. 간호정보시스템 자체와 구체적

으로 연관이 있는 속성들은 시스템 만족도, 정보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의 영역

으로 분류하여 시스템 효과성의 하위 영역과 동일하게 재배치 하였고, 추천의

도 등의 시스템 외적인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의 영역에 포함하였다. 업무 영

역별 만족도의 하위 속성으로는 속도, 정보의 질, 정보의 형태, 정보의 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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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였다.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의 세 요소는 개별적으로 

하나의 성과지표이면서 동시에 동적인 과정으로써 관계를 가진 영향 요인이기

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구성 요소를 측정하고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는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조사로 

측정하였고, 활용도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다만 돌

봄의 질, 간호 업무 효율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편익의 차원은 측정이 불가

능하므로 제외하였다.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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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정보시스템의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이다. 

 

B.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정보시스템과 그 시스

템을 사용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1. 간호정보시스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간호정보시스템은 2005년 새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발전적인 유지보수와 운영 서비스를 통해 간호 업무 효율성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간호정보시스템에는 처방전달시스템,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이 간호사의 업무 흐름에 맞게 

통합되어 있다. 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조직으로는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업무지원센터(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 영역별 간호정보시스템은 병동 간호 업무에 주요한 12개 영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능을 연구자가 분류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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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실관리 

일자별로 입원 예정, 입실 예정, 전입 및 전출, 퇴원, 재원 환자의 목록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점유, 공실 등 해당 병동의 병실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입실, 전실, 퇴실과 처방마감 처리를 할 수 있다. 

2) 환자파악 

환자의 수술실 처방을 제외한 모든 처방 내역과 진행 상태를 일자별, 처방종

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처방 별로 의사가 간호사에게 남기는 메시지

와 처방 입력 시간, 처방의, 약의 조제현황이나 검사의 접수 등과 같은 처방 진

행상태, 바코드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약품이나 검사 등 처방에 대한 세부 정

보 조회 기능을 지원한다. 

3) 작업계획표(Worksheet) 

간호사가 담당 환자들에게 수행 해야 할 의사 처방과 간호 처치를 보여주고 

시간 조정을 통해 간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수행 여부를 요약하여 

시계열로 보여주는 기능과 환자별로 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시간대별, 처방종류별로 상세 조회 및 수행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 

4) 모니터링 

환자의 신체사정 정보, 활력증후, 섭취량과 배설량의 측정 후 입력, 조회할 

수 있다. 입력된 정보는 시계열로 한 화면에 도표화되어 조회되며, 섭취량과 배

설량은 근무번별, 일별 총합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5) 기록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간호활동을 기록하고 조회한다. 간호진단과 간호

활동체계에 기반하여 구조화 된 간호기록과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이 특정 시점

에 작성하도록 서식을 이용하여 형식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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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약관리 

약 처방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고 투약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약 카드를 

출력하며 수행을 기록하는 기능이다. 환자의 투약이력을 시계열로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약의 투약 시작일자를 확인할 수 있고 약품 계열별, 투여경로별, 

투여장소별, 약품별 조회를 지원한다.  

7) 수혈관리 

수혈처방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고 혈액의 신청, 수령, 확인, 반납, 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다. 수혈 진행을 위한 혈액은행과의 처방진행상태에 대

한 소통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혈 팩에 부착된 바코드와 

의사 1인, 간호사 1인의 기록이 필요하다. 

8) 검사관리 

진단검사 처방의 내용을 환자별, 병동별로 조회하고 채혈에 필요한 검사 라

벨 출력을 지원하는 기능과 진단/영상 검사의 결과를 일자별, 종류별, 사용자 

지정 항목별로 조회하는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단검사의 경우 참고치 및 

이상치의 판정을 제공하며 영상검사의 경우 영상과 함께 판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9) 수술관리 

예정된 수술 스케줄을 과별, 일자별로 조회하고 수술 전후에 환자 상태에 대

하여 서식으로 기록하며, 환자 이송 후 수술실에서 준비, 수술, 회복 등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10)  처치관리 

환자별, 병동별로 처치처방을 입력하고 조회하며 취소 할 수 있다. 병동별, 

개인별 약속 처방의 사용이 가능하다. 

 



 

17 

11)  물품관리 

환자별, 병동별로 사용한 소모품의 처방을 입력하고 조회, 반환할 수 있고, 

병동별로 사용하는 중앙부 소독, 대여 물품을 신청, 조회, 반환할 수 있다. 처방

성 소모품은 처치 처방과 함께 ERP연동되어 출고/반환된다. 병동별, 개인별 약

속 처방의 사용이 가능하다. 

12)  의사소통 

특정 환자에 대해서 의사에게 메모를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진료지원 부서

에 처방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할 메모가 있는 경우 환

자 명단에 표기되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간호사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병동의 환자 간호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간호관리자는 제외하였다.  

조사대상의 크기는 Cohen(1988)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5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을 때, 상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0 일 때 128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탈락율을 고려하여 자료수집 기간인 2주 동안 

간호정보시스템을 사용한 병동 간호사 전수인 1192명 중 자료수집에 

동의하고 설문을 작성한 8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8 

C. 연구 도구 

 

1.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 측정도구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DeLone & 

McLean (2003)의 정보 시스템 성과 모형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문헌 

고찰을 통해 개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6 문항,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15문항과 사용자 전체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19문항, 업무영역별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105문항으로 총 

1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도구는 간호학교수 2인, 의료정보전문가인 의사 1인, 병원정보 

시스템 전문가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수정 보완하였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간호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담당자와 설문 도구를 전산화 하였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문항은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의 3가지 영역으로 각 영역당 5 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7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920이었다.  

사용자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로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9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952였다. 

업무영역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병동간호 업무의 

flow분석과 문헌고찰을 통해 12개의 주요 업무 영역을 선정하였고 

간호정보시스템에서 각 업무영역별로 대응하는 21개 기능을 분류하였다. 각 

기능에 대한 속도,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의 형태, 기능의 5가지 항목에 

대해 105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업무영역별 

만족도의 Cronbach’s α = 0.9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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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 측정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 중 전체 활용도는 접속 유지시간, 사용하는 기능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을 데이터베이스 정보분석을 통해 추출한 다음, 세 영역의 

수치를 T-score로 표준점수화(standard score conversion) 하여 단일변수로 

변환한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 중 접속 

유지시간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종료하기까지의 시간을 합하여 근

무일 1일당 평균으로 구한 값이다. 사용 기능의 수는 연구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기능의 개수를 측정한 값이다. 데이터 입력량은 연구자가 선정한 12개 

업무영역별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행 수를 근무일 1일당 평균으로 구

한 값이다. 업무영역별 활용도는 연구자가 병동 간호사의 업무 흐름을 분석하

여 12개 주요 업무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입력량을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행 수를 근무일 1일당 평균으

로 추출한 값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DB에서 추출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수치 정보만을 사용하였다.  

 

D.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5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였다. 자료수집 시행 전 소속기관

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에 본 연구를 심의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다. (IRB 

No : 4-2013-0125) 또한 해당 기관의 의료정보실을 방문하여 관리자와 기관

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전산자료에 대한 정보 사용에 대한 허락을 

요청한 후, 자료 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간호부서의 관리자에게도 연구 진

행을 알리고 승인을 받았다.  

전산화 된 설문지는 대상자가 간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할 때 팝업으로 나타나

며, 연구 목적과 연구자, 설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 여부에 따라 진

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서 내용에는 설문 진행을 거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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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중간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동의 및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설문은 비대면 무기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의 및 설

문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자인 병동 간호사 전수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

공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 동안 간호정보시스템을 사용한 1192명 중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816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에서 전체 문항을 중앙값으로 

점수를 준 16부와 미완료 문항이 5건 이상인 258부를 제외한 543부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활용도는 설문 조사를 시행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활용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추출은 설문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설문 조사와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T-SQL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접속 유지시간, 사용 기능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을 파악하였다. 접속 유지시간은 로그인 이력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기능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은 연구자가 선정한 12개 업무 영역에 

맞는 21개 기능에서 발생 된 data의 양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간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목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data만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간호정보시스템의 

수정이나 시스템 환경의 추가 부하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설문 및 DB 

자료는 모두 개인식별가능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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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2.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 만족도, 활용도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접속 유지시간, 사용 기능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은 실수

를 사용하되 상관관계 분석 및 개념간의 비교를 위한 단일 변수화를 위

해서는 T-score로 표준점수화(standard score conversion) 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만족도, 활

용도의 차이를 t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하였으

며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로 실시하였다. 

4.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만족도, 활용도간의 관

계를 피어슨 적률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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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 관련 특성을 조

사하였는데 연령, 성별, 임상경력, 현부서 근무경력,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 

근무 형태, 근무 부서, 교육의 횟수와 만족도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연령은 평균 30.11(±5.9)세로 22에서 53세까지 분포하였고 22세에서 29세까

지의 간호사가 전체 대상자의 54.9%를 차지하였으며, 성별은 여자가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임상 경력은 평균 7(±5.90)년으로 5년 초과

가 전체 대상자의 5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초과~5년 이하가 

35.5%로 나타났다. 현 부서의 근무 기간은 1년 초과~5년 이하가 47.7%로 가

장 많았으며 간호정보시스템 사용 기간은 5년 초과가 44.4%, 1년~5년이하가 

41.1%로 조사되어 전체의 85%이상이 1년 이상 사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3교대 근무가 94.7%로 가장 많았고, 근무부서는 일

반병동 간호사가 76.4%,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23.6%였다.  

간호정보시스템의 교육 경험 횟수는 평균 3.21(±2.44)회로 1회에서 20회까

지 분포하였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1(±0.58)점으로 보

통이었다. “매우 만족한다”가 1.8%, “만족한다”가 41.0%, “보통이다”가 54.4%

로 전체의 95%이상을 차지했으며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0%)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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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    

(n=543) 

특성 구분 빈도(비율) 평균 ± 표준편차 

연령 30세 미만 298(54.9) 

30.11 ± 5.9 30~39세 194(35.7) 

40세 이상 51(9.4) 

성별 남 8(1.5)  

여 535(98.5)  

임상경력 1년 이하 65(12.0) 

7.00 ± 5.90 1년~5년이하  193(35.5) 

5년 초과 285(52.5) 

현부서  

근무경력 
1년 이하 101(18.6) 

4.11 ± 3.20 1년~5년이하  259(47.7) 

5년 초과 183(33.7)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 
1년 이하 79(14.5) 

4.88 ± 3.36 1년~5년이하  223(41.1) 

5년 초과 241(44.4) 

근무형태 3교대 근무 514(94.7)  

낮 번 근무 18(3.3)  

밤 번 제외 근무 11(2.0)  

근무부서 일반병실 415(76.4)  

중환자실 128(23.6)  

교육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260(47.8) 

283(52.2) 
3.21 ± 2.44 

교육 만족도   3.41 ± 0.58 

 매우 만족한다 10(1.8)  

 만족한다 222(41.0)  

 보통이다 295(54.4)  

 만족하지 못한다 15(2.7)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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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1)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 결과는 <표 2>와 같

았다. 

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75점 만점에 평균 52.48(±

7.42)점으로 대체로 효과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간호정보시스템 효

과성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보 품질에 대한 평가가 25점 만점에 평균 

18.18(±2.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 품질이 25점 만점에 평균 17.47(±

2.99)점, 시스템 품질이 25점 만점에 16.83(±2.7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전체와 영역별 효과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543)   

영 역 문항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점수 ± 표준편차 

시스템 효과성 15 19 75 52.48  ± 7.42 

시스템 품질 5 7 25 16.83  ± 2.73 

정보 품질 5 5 25 18.18  ± 2.73 

서비스 품질 5 7 25 17.47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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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문항별 평가를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시스템 품질에 대한 평가는 “시스템 사용이 편리하다”는 문항이 

3.63(±0.6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시스템 응답속도는 빠르다”

로 3.10(±0.86)점이었다. 대상자의 정보 품질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때 정보

를 조회할 수 있다”가 3.70(±0.6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조

회된 정보는 별도 가공 없이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로 3.54(±

0.69)점이었다. 대상자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 업

그레이드 등으로 더 개선되고 있다”는 문항이 3.58(±0.726)점으로 가장 높았

고, 가장 낮은 문항은 “u-Severance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지원 가능한 부서

가 있다”로 3.00(±0.72)점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상자들은 정보 품질 중에서는 정보의 접근성과 정확

성, 서비스 품질에서는 컴퓨터 또는 주변기기의 고장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 

발생 시의 지원 체계, 시스템 품질에서는 사용의 편리성과 용이성, 정보의 보안

이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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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문항별 평균 

 (n=543)

영 역 문 항 평균평점 ± 표준편차 

시스템품질 시스템 사용이 편리하다 3.63 ± 0.66 

시스템 응답속도는 빠르다. 3.10 ± 0.86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3.46 ± 0.72 

환자 정보의 보안 관리는 잘 유지되고 있다. 3.45 ± 0.70 

시스템은 고장이 자주 나지 않는다. 3.15 ± 0.87 

정보품질 필요한 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70 ± 0.61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된다. 3.57 ± 0.68 

조회된 정보는 별도 가공 없이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 3.54 ± 0.69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업무 수행에 유용하다. 3.66 ± 0.65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정확하다. 3.69 ± 0.61 

서비스품질 PC 또는 주변기기 고장 시 Help desk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21 ± 0.72 

u-Severance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지원 가능한 부서가 있다. 3.00 ± 0.72 

프로그램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더 개선되고 있다. 3.58 ± 0.76 

오류 발생에 의한 복구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3.40 ± 0.81 

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해결된다. 3.55 ± 0.76 

계 3.49 ±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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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 

 

간호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분석하여 파악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전체 활용도는 접속 유지시간, 사용 기능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의 3가지 영

역을 T-score로 표준점수화(standard score conversion)한 다음 단일변수로 

변환한 수치로써 평균 50(±26.10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접속 유지시간은 

낮고 사용 기능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접속 유지시간은 일 평균 615.26(±248.12)분이었으며 접속 유지시간이 높아 

프로그램을 오래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사용 기능의 수는 12점 만점에 평균 

10.5(±2.09)점으로 2개에서 12개까지 분포하였다. 사용 기능의 수가 높아 많

은 업무 영역에서 프로그램 기능을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데이터 입력량은 

12개 주요 기능에 따른 발생 데이터의 양의 총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일 평균 

635.8 (±257.54)행이었다. 점수가 높아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상자들은 일 평균 10시간 이상 간호정보시스템 

접속을 유지하고 주요 간호업무영역의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며 데이터 입력

량이 분당 1행 이상으로 각 영역에서 간호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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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 전체와 영역별 활용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543)   

영 역 평균 ± 표준편차 단위 

전체 활용도*     50 ± 26.11  

접속유지 시간 615.26 ± 248.12 분/일 

사용 기능의 수 10.52 ± 2.09 개 

데이터 입력량   635.8 ± 257.54 행/일 

*  T-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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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시스템의 업무 영역별 활용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업무영역별 활용도는 12개 주 업무 영역별 기능에서 발생하는 일 평균 데이

터 입력량을 측정한 수치이다. 대상자들은 기록을 평균 243.73(±126.11)행으

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환자파악 131.46(±98.79)행, 모니터링 128.30(±

75.12)행, 처치관리 50.05(±29.70)행, worksheet 41.86(±32.50)행 순으로 사

용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술관리 0.48(±1.09)가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였다.  

 

<표 5> 간호정보시스템 업무 영역별 활용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543)   

업무 영역 최소값    최대값 평균 ± 표준편차 

병실관리 0.0 58.2  2.59 ± 4.27 

환자파악 0.0 1222.0 131.46 ± 98.79 

worksheet 0.0 190.0  41.86 ± 32.50 

모니터링 0.0 372.0 128.30 ± 75.12 

기록 0.0 1112.5  243.72 ± 126.11 

투약관리 0.0 56.2 11.13 ± 7.85 

수혈관리 0.0 25.0  1.66 ± 2.92 

검사관리 0.0 61.0  9.69 ± 7.50 

수술관리 0.0 8.2  0.48 ± 1.09 

처치관리 0.0 156.5  50.05 ± 29.70 

물품관리 0.0 197.8   7.28 ± 15.24 

의사소통 0.0 27.6  7.54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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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6>와 

같았다. 

대상자의 사용자 만족도는 95점 만점에 평균 64.52(±10.44)점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 사용자 만족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가 20점 

만점에 14.08(±2.55, 평균평점 3.52점)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보 만족도가 25

점 만점에 17.47(±2.91, 평균평점 3.48점)점, 시스템 만족도가 25점 만점에 

16.76(±2.81, 평균평점 3.35점)점, 서비스 만족도가 25점 만점에 16.21(±3.58, 

평균평점 3.24점)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전체와 영역별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543)   

영 역 문항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점수 ± 표준편차 

전체 만족도 19 26 95 64.52  ± 10.44 

시스템 만족도 5 8 25 16.76  ± 2.81 

정보 만족도 5 5 25 17.47  ± 2.91 

서비스 만족도 5 5 25 16.21  ± 3.58 

전반적 만족도 4 4 20 14.08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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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 만족도에 대한 문항별 평가를 파악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대상자의 시스템 만족도는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지 않

다”는 문항이 3.58(±0.7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시스템 응답 

속도는 업무 진행에 충분하다”로 3.00(±0.90)점이었다. 대상자의 정보 만족도

는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가 3.60(±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구두로 말하는 것과 작성된 기록이 일치한다.”로 

3.36(±0.73)점이었다.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u-Severance프로그램 업데

이트로 인한 지속적 개선이 만족스럽다.”는 문항이 3.31(±0.88)점으로 가장 높

았고, 가장 낮은 문항은 “하드웨어 오류발생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빠르다.”

로 3.26(±0.80)점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대상자들은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정보 만족도에서는 업무관련성과 가독성을, 시스템 만족도에서는 안

정성을,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한 지속적 개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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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간호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만족도 

(N = 543)   

영 역 문 항 평균평점 ± 표준편차 

시스템 만족도 현재 시스템 사용시, 방법 상 불편은 없다. 3.21 ± 0.78 

시스템 응답 속도는 업무 진행에 충분하다. 3.00 ± 0.90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 하지 않다.. 3.58 ± 0.75 

환자 의료정보의 보안을 위한 시스템적 조치는 충분하다. 3.40 ± 0.66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3.55 ± 0.64 

정보 만족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이다. 3.44 ± 0.71 

필요한 정보를 잘 읽을 수 있게 되어있다.  3.57 ± 0.66 

업무상 필요한 모든 처방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47 ± 0.71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3.60 ± 0.65 

구두로 말하는 것과 작성된 기록이 일치한다. 3.36 ± 0.73 

서비스 만족도 Help desk 의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3.29 ± 0.83 

u-Severance 프로그램 오류 발생시 지원은 만족스럽다. 3.22 ± 0.80 

u-Severance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한 지속적 개선이 만족스럽다. 3.31 ± 0.79 

하드웨어 오류발생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빠르다.  3.13 ± 0.88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오류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결과는 만족스럽다.  3.26 ± 0.80 

전반적 만족도 간호정보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45 ± 0.71 

간호정보시스템은 업무에 필요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3.50 ± 0.69 

현재 사용중인 간호정보시스템을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3.47 ± 0.79 

근무 시 간호정보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3.63 ± 0.66 

계 3.39 ±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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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보시스템의 업무 영역별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모니터링과 검사관리가 경우 기록을 제외한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의 형

태 및 기능에 있어서 5점 만점에서 평균 3.6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업무영역보다도 만족도가 높았다. 병실상태관리는 속도에서, 환

자파악은 정보의 양에서 평균 3.6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4개 영

역도 평균 3.5~3.6 사이의 만족도 분포를 보였다. Worksheet의 경우 업무영역, 

속도,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의 형태, 기능 모두에서 3.5~3.6 사이의 점수 

분포를 보여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

은 수술관리로 모든 영역이 3.4 미만의 만족도를 보였다.  

사용자 만족도의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속도에 대한 업무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은 3.43점이었고 최소 3.21점에서 최대 3.62점사이에 분포하였다. 병실관

리가 3.62(±0.88)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록이 3.21(±0.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보의 양에 대한 업무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은 3.52점으로 최소 3.38점에서 최

대 3.70점이었으며 모니터링이 3.70(±0.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술관리가 

3.38(±0.83)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보의 질에 대한 업무영역별 만족도의 평균

은 3.48점으로 최소 3.33점에서 최대 3.66점이었으며 모니터링이 3.66(±0.84)

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술관리가 3.33(±0.8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보의 형태

에 대한 업무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은 3.47점으로 최소 3.33점에서 최대 3.63

점이었으며 모니터링이 3.63(±0.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술관리가 3.33(±

0.85)점으로 가장 낮았다. 기능에 대한 업무영역별 만족도의 평균은 3.49점으

로 최소 3.35점에서 최대 3.66점이었으며 모니터링이 3.66(±0.86)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술관리가 3.35(±0.86)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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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업무 영역별 만족도 

 (N = 543) 

업무 영역 
속도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의 형태   기능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병실관리 3.62 ± 0.88 
 

3.55 ± 0.83 
 

3.51 ± 0.84 
 

3.50 ± 0.84 
 

3.52 ± 0.85 

환자파악 3.51 ± 0.91 
 

3.61 ± 0.81 
 

3.57 ± 0.82 
 

3.56 ± 0.83 
 

3.58 ± 0.83 

worksheet 3.53 ± 0.90 
 

3.56 ± 0.83 
 

3.54 ± 0.83 
 

3.52 ± 0.86 
 

3.57 ± 0.83 

모니터링 3.59 ± 0.94 
 

3.70 ± 0.85 
 

3.66 ± 0.84 
 

3.63 ± 0.88 
 

3.66 ± 0.86 

기록 3.21 ± 0.94 
 

3.43 ± 0.84 
 

3.43 ± 0.84 
 

3.39 ± 0.85 
 

3.42 ± 0.85 

투약관리 3.29 ± 1.01 
 

3.59 ± 0.82 
 

3.54 ± 0.84 
 

3.53 ± 0.86 
 

3.56 ± 0.84 

수혈관리 3.30 ± 0.91 
 

3.43 ± 0.86 
 

3.40 ± 0.87 
 

3.38 ± 0.89 
 

3.39 ± 0.85 

검사관리 3.44 ± 0.95 
 

3.63 ± 0.81 
 

3.60 ± 0.83 
 

3.60 ± 0.84 
 

3.62 ± 0.81 

수술관리 3.29 ± 0.92 
 

3.38 ± 0.83 
 

3.33 ± 0.86 
 

3.33 ± 0.85 
 

3.35 ± 0.85 

처치관리 3.41 ± 0.89 
 

3.44 ± 0.84 
 

3.41 ± 0.85 
 

3.38 ± 0.83 
 

3.43 ± 0.84 

물품관리 3.44 ± 0.87 
 

3.43 ± 0.82 
 

3.37 ± 0.86 
 

3.37 ± 0.87 
 

3.40 ± 0.86 

의사소통 3.47 ± 0.90   3.51 ± 1.85   3.41 ± 0.86   3.40 ± 0.87   3.42 ± 0.90 

계 3.42 ± 0.72   3.35 ± 0.62   3.48 ± 0.66   3.46 ± 0.66   3.49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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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

도 간의 상관관계 

 

1)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만족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0.151, p<.0001). 즉 대상자들이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평가의 하위 영역인 시스템 품질(r=0.164, p<.0001), 

정보품질(r=0.140, p=.001), 서비스 품질 (r=0.098, p=.023)이 활용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간호정보시스템의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사용 기

능의 수(r=0.112, p=.009),  접속유지 시간(r=-.105, p=.014)에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정보시

스템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사용 기능의 수는 늘어나고 접속유지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데

이터 입력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0.861, p<.0001). 즉, 대

상자들이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와 간호정보시스템 효

과성의 하위 영역인 서비스 품질(r=0.768, p<.0001) 정보품질 (r=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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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시스템 품질(r=0.744, p<.0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 시스템 품질에 대

한 평가가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정보만족도(r=0.792, p<.0001), 전반적 만족도(r=0.779, 

p<.0001), 시스템 만족도(r=0.773, p<.0001), 서비스 만족도(r=0.728, p<.0001)

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정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시스템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간의 관계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r=0.134, p=.002)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활용도의 하위 영역과 

사용자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용 기능의 수(r=-0.126, p=.003)

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용하는 기능의 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도의 하위 영역 중 접속 유지시간, 데이터 입력량은 

사용자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활용도와 사용

자 만족도간의 하위 영역은 정보 만족도(r=.143,r=.001), 서비스 만족도

(r=0.112, p=.009),  시스템 만족도(r=0.110, p=.010), 전반적 만족도(r=0.106, 

p=.014)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간호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정보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시스템 만족

도,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다. 

 

 



 

37 

<표 9>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만족도의 상관관계 

( N=543 ) 

특성 영역 

시스템 효과성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전체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전체 

사용 

시간 

사용 

기능 수 

데이터 

입력량  
전체 

시스템 

만족도 

정보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시스템 

효과성 

전체 1 
              

시스템 품질 .871
**
 1 

             

정보 품질 .888
**
 .684

**
 1 

            

서비스 품질 .877
**
 .624

**
 .667

**
 1 

           

                

활용도 

전체 .151
**
 .164

**
 .140

**
 .098

*
 

 
1 

         

사용 시간 -.105
*
 -.119

**
 -.122

**
 -.042 

 
-.361

**
 1 

        

사용 기능 수 .112
**
 .120

**
 .084

*
 .091

*
 

 
.802

**
 .105

*
 1 

       

데이터 입력량 .074 .072 .062 .054 
 

.749
**
 .205

**
 .637

**
 1 

      

                

사용자 

만족도 

전체 .861
**
 .744

**
 .757

**
 .768

**
 

 
.134

**
 -.082 .126

**
 .048 

 
1 

    

시스템 만족도 .743
**
 .696

**
 .635

**
 .629

**
 

 
.110

*
 -.074 .115

**
 .021 

 
.865

**
 1 

   

정보 만족도 .792
**
 .669

**
 .718

**
 .667

**
 

 
.143

**
 -.096

*
 .117

**
 .062 

 
.900

**
 .693

**
 1 

  

서비스 만족도 .728
**
 .589

**
 .580

**
 .739

**
 

 
.112

**
 -.045 .118

**
 .051 

 
.877

**
 .659

**
 .673

**
 1 

 

전반적 만족도 .779
**
 .589

**
 .580

**
 .739

**
   .106

*
 -.084 .088

*
 .030   .880

**
 .865

**
 .900

**
 .877

**
 1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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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차이파악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 

차이 파악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전체 효과성에 대한 

평가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10>와 같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임상경력, 현부서 근무 경력,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 

근무 형태, 근무 부서에 대한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은 

근무부서(t=3.48, p =.000)와 교육만족도(F=57.125, p<.0001)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중환자실에 근무

하는 대상자 보다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에 만족하는 그룹(4점 이상)이 보통인 그룹(3점)보

다, 보통인 그룹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2점 이하)보다, 만족하는 그룹이 만족

하지 못하는 그룹보다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에 

만족할수록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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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 

(N = 543)   

특성 구분 M ± SD t or F p 

연령 30세 미만 52.93 ± 7.33 

2.739 .066 30~39세 51.51 ± 7.79 

40세 이상 53.53 ± 6.15 

성별 남 47.63 ± 7.03 
1.965 .089 

여 52.55 ± 7.41 

임상경력 1년 이하 51.57 ± 6.88  

2.471 .085 1년~5년이하 53.40 ± 7.78 

5년 초과 52.05 ± 7.42 

현부서 

근무경력 
1년 이하 51.69 ± 8.44 

0.914 .401 1년~5년이하 52.85 ± 7.46 

5년 초과 52.37 ± 6.74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 
1년 이하 51.57 ± 6.85 

0.957 .385 1년~5년이하 52.89 ± 7.87 

5년 초과 52.39 ± 7.18 

근무형태 3교대 근무 52.67 ± 7.31 

2.913 .055 낮 번 근무 49.11 ± 8.41 

밤 번 제외 근무 49.55 ± 9.32 

근무부서 일반병실 53.13 ± 7.44 
3.843** .000 

중환자실 50.37 ± 6.99 

교육 횟수 3회 이하 52.27 ± 8.17 
-0.608 .544 

3회 초과 52.66 ± 6.67 

교육 만족도* 만족함a
 55.89 ± 6.59 

57.125** 
.000 
a>b>c

 
보통b

 50.25 ± 6.90 

만족하지 못함c
 44.20 ± 5.80 

*.  p < 0.05, **.  p < 0.001, * Scheffé test 



 

40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 

차이 파악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의 전체 활용도 차이

를 파악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 성별, 임상경력, 현부서 근무경력,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는 근무형태

(F=337.603, p =.000), 근무부서(F=7.111, p =.000), 교육 횟수 (t=2.845, 

p=.005), 교육 만족도(F=3.291, t=.03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근무 형태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Day, Night 고정 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간호정보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는 일반 

병실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대상자보다 간호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횟수는 교육을 3

회 이상 받은 그룹이 2회 이하로 받은 그룹보다 활용도가 높았다. 교육 만족도

는 교육에 만족하는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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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의 활용도 

(N = 543)   

특성 구분 M ± SD t or F p 

연령 30세 미만 51.18 ± 17.57 

1.304 .272 30~39세 48.74 ± 20.09 

40세 이상 47.89 ± 23.50 

성별 남 32.67 ± 23.10 
2.142 .069 

여 50.26 ± 18.96 

임상경력 1년 이하 49.42 ± 21.07 

1.493 .226 1년~5년이하 51.89 ± 16.08 

5년 초과 48.85 ± 20.47 

현부서 

근무경력 
1년 이하 51.96 ± 18.50 

1.311 .270 1년~5년이하 50.42 ± 19.29 

5년 초과 48.31 ± 19.18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 
1년 이하 50.79 ± 20.27 

1.862 .156 1년~5년이하 51.61 ± 48.26 

5년 초과 48.26 ± 21.29 

근무형태* 3교대 근무
a
 51.57 ± 16.52 

337.603** 
.000 
a>b,c 낮 번 근무

b
 25.60 ± 38.53 

밤 번 제외 근무
c
 16.59 ± 29.89 

근무부서 일반병실 52.78 ± 19.32 
7.111** .000 

중환자실 40.98 ± 15.39 

교육 횟수 2회 이하 47.56 ± 20.64 
2.845* .005 

3회 이상 52.24 ± 17.35 

교육 만족도* 만족함
a
 53.39 ± 17.46 

3.291* 
.038 

a>b
 

보통
b
 48.11 ± 19.85 

만족하지 못함
c
 50.74 ± 25.93 

*.  p < 0.05, **.  p < 0.001, * Scheffé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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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차이 파악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석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

도 차이를 파악한 결과는 <표 12>과 같았다. 

대상자의 성별, 현부서 근무경력,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 근무형태, 교육 

횟수에 따른 사용자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연령

(F=3.509, p =.031), 임상경력(F=3.040, p =.049), 근무부서 (t=5.950, 

p<.0001), 교육 만족도(F=56.008, p<.0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30세 미만의 대상자가 30~39세의 대상자보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는 일반 병실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중환자실

에 근무하는 대상자 보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

육 만족도는 교육에 만족하는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으

며, 보통인 그룹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보다, 만족하는 그룹이 만족하지 못하

는 그룹보다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고 그룹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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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차이 

(N = 543)   

특성 구분 M ± SD t or F p 

연령* 30세 미만
a
 65.50 ± 10.31 

3.509* 
.031 

a>b
 

30~39세
b
 62.96 ± 10.82 

40세 이상
c
 64.71 ± 9.06 

성별 남 59.50 ± 9.96 
1.435 .193 

여 64.59 ± 10.44 

임상경력* 1년 이하
a
 65.53 ± 9.23 

3.040* .049 1년~5년이하
b
 65.72 ± 11.08 

5년 초과
c
 63.47 ± 10.17 

현부서 

근무경력 
1년 이하 64.87 ± 11.28 

.500 .607 1년~5년이하 64.83 ± 10.53 

5년 초과 63.89 ± 9.83 

간호정보시스템 

사용기간 
1년 이하 65.49 ± 9.03 

.985 .374 1년~5년이하 64.90 ± 11.26 

5년 초과 63.86 ± 10.07 

근무형태 3교대 근무
 a

 64.74 ± 10.31 

1.976 .140 낮 번 근무
b
 60.67 ± 12.37 

밤 번 제외 근무
c
 61.00 ± 12.55 

근무부서 일반병실 65.38 ± 10.50 
3.621** .000 

중환자실 61.73 ± 9.78 

교육 횟수 2회 이하 64.70 ± 10.63 
.386 .700 

3회 이상 64.35 ± 10.28 

교육 만족도* 만족함 
a
 69.39 ± 9.97 

56.008** 
.000 
a>b>c

 
보통

b
 61.24 ± 9.19 

만족하지 못함
c
 54.66 ± 7.88 

*.  p < 0.05, **.  p < 0.001, * Scheffé test



 

44 

VI. 논의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

의 관계를 파악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정보

시스템의 효과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와 각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

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은 75점 만점에 평균 52.48점으로 대

체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정보 품

질,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의 순으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도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 접속유지 시간, 사용 영역

의 수와 데이터 입력량의 3개 하위 영역으로 직접 측정 한 결과 간호정보시스

템 접속 유지시간은 일 평균 615.26(±248.12)분으로 약 10시간 가량 접속을 

유지하였다. 즉, 간호사들은 대부분 1인이 1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며 근무시간 

전 후의 인계시간 등을 포함하여 로그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용 행

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 기능의 수는 0에서 12개 사이에 분포하

고 평균 10.5개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병동 간호사들이 

10개 이상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0에서 12개의 편

차가 발생한 이유는 입원환자 간호에 주요한 12개의 업무 영역을 선별하였지만, 

병동별 환자 특성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수술 환자가 입원하지 않는 병동이거나 간호전달방

식이 기능적 접근 방법(fuctional nursing)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한 명의 간

호사가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 입력량은 평균 635.8행을 입력하였다. 간호사들이 근무 번당 간호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력하는 데이터의 양으로 한 번에 여러 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나 한 행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 등의 편차가 존

재하지만 간호정보시스템 자체를 조작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문서 작업이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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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의 연결이 가능해 졌다고 보고하고 있지만(최원자, 2001; 김소연 

2006), 간호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직접간호시간이 일관되게 늘어나지는 않았

고(최원자, 2001; 황지인(2005)이 제시한 것처럼 간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개인의 수준에서는 빠른 문서 작업과 다양한 정보의 연결이 가능해 졌으나, 조

직의 수준에서는 간호정보시스템을 매개로 정책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필수적

으로 입력이 요구되는 정보의 총 양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간호정

보시스템을 조작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들의 데이터 입력량은 근무시간 분당 1행 이상을 

발생시켜야 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차원에서

는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간호사들에게 입력이 요구되는 정보의 내용과 총

량을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업무영역별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는 기록 및 모니터링, 환자파악 기능의 편의성 개선이 간

호정보시스템 조작시간을 줄이고 업무 흐름을 개선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자 만족도는 95점 만점에 평균 64.52점으로 만족도가 높았

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반적 만족도, 정보 만족도, 시스템 만족도, 서비스 만

족도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별로는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정보의 업무 관련성과 가독성, 시스템의 안정성과 업데이트로 인

한 지속적 개선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통 이하의 점수

를 받은 항목은 속도, 사용방법의 편리성, 오류 발생 시 대응 속도와 결과 환류

에 대한 문항이었다. 특히 속도는 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모두에

서 가장 낮은 점수로 측정되었다. 진호준(2002)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처방전

달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속도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불만족의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속도는 사용자가 간호정보시스템

을 조작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기능의 동작이 종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전체 

시간에 대한 인지로, 사용자 컴퓨터의 성능, 네트워크의 속도, 서버 응답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표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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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정수준 유지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업무영역별 만족도에서는 속도보다 정보의 양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

데 구체적인 업무 영역의 기능으로 들어갔을 때 사용자들은 속도보다 업무 흐

름에 대한 개선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진호준(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업무 영역별로 살펴보면 수술 관리가 모든 속성에서 평균 평점 3.3 이

하로 만족도가 가장 낮아 개선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재의 간호정보시스템에서는 수술관리 업무와 관련한 기능들은 수술실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위주로 갖추고 있고 병동 간호사가 그 기능들 중 일부를 필

요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담당 환자에 한해서 빠르게 일정이나 전후 관

리를 한 눈에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등의 기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병실관리나 환자 파악, 모니터링, 투약관리 등

에 비하여 수혈관리, 처치관리, 물품관리 등 별도의 전산 업무 흐름을 가지고 

있는 타 부서와 연결된 화면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정보시스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요구사항의 반영과 업무 흐름의 개선이 중요한데(김소연, 2006; 성형희, 2006) 

고유 업무에 비해 타 부서와 연결된 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

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김소연(2006)의 제언처럼 간

호정보시스템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갖추고 간호사들이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

고 병원 전반의 관련 업무 흐름을 숙지하고 발전적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시스

템 효과성과 활용도,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을 

end-user의 관점에서 자가보고식 설문을 통해 인지된 효과성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을 인지하는데 교육 횟수보다는 

교육 만족도가 매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에 만족하는 간호사가 보통인 간호사보다 높은 활용도를 보여 교육 만족도

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기록의 양도 늘어나지만 접속 유지시간

은 줄어드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교육 경험이 간호사의 간호정보시스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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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삼숙 외 2인(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 조직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간호정보시스템의 사용자 만족

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전산정보의 관리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간호정보전담

간호사를 간호 조직 내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정보전담 간호

사는 간호 용어체계 등 컨텐츠와 전산화 된 지표 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전산정보의 관리역량을 보충하고 간호정보시스템의 교육 및 개선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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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병원조직을 보다 효율적이

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실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평

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성과는 활용을 매개로 하여 시스템, 개

인, 조직, 최종 성과 창출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며 지표의 선정과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은 여러 직종이 각

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긴밀히 연계되는 병원 조직의 특성

과 업무용 프로그램으로써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DeLone과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과 모형에 기초하여 간호정보시스템 효과

성과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하여 간호정보시스템의 개선 전략을 수립하

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에 소재한 일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정보시스템과 그 사용자

인 간호사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였으며 전산화 

된 설문지를 통해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543명을 대상으로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활용도는 데이터베이스 정

보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한 연구 도구는 연구자가 DeLone & McLean(2003)의 정보시스템 성

과모형을 기초로 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일원배치분산

분석, Scheffé test,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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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은 75점 만점에 평균 52.48점으로 대체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정보품질이 효과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상자들은 정보의 접근성과 정확성, 오류 발생 시의 

지원체계, 사용의 편리성과 용이성, 정보보안을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2. 간호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은 근무시간 전 후의 

인계시간 등을 포함하여 로그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용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1인이 1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 환경의 지원에 대해 대상자들은 

간호정보시스템의 접근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데이터 입력량은 하루 

평균 643.8행이며 접속 유지시간은 평균 615.26분으로 분당 1행 

이상을 발생시켜야 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3.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는 95점 만점에 평균 64.52점으로 

만족도는 높았다. 업무영역별 만족도에서는 속도(평균평점 3.42 ± 

0.72)보다 정보의 양(3.35 ± 0.62)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병실관리나 환자 파악, 

모니터링, 투약관리 등이 수혈관리, 처치관리, 물품관리 등 별도의 전산 

업무 흐름을 가지고 있는 타 부서와 연결된 화면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활용도(r=0.151, 

p<.0001)와 만족도(r=0.861, p<.0001)가 높았고,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r=0.134, p=.002)높았다. 대상자의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과 활용도,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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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정보시스템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고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활용도와 만족도

가 높았고 활용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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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정보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모두에서 가장 낮게 측

정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간호정보시스템 속

도의 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들의 데이터 입력량이 근무시간 분당 1

행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차원에서는 효율성의 증

진을 도모하고 조직 차원에서는 간호사들에게 입력이 요구되는 정보의 내용과 

총량을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일관되게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여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평가와 결과 환류를 체계화 할 것을 제언한

다. 

 

넷째,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정보시스템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간호사의 요구 반영과 시스템의 업무흐름 개선 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간호 정보 전담 간호사를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병원정보시스템 평가를 다른 직종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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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위한 간호정보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는지,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지를 평가하여 정보시스템의 수정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모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질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 분 정도 소요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3 년 5 월 

연구자 : 김 효 정 

( e-mail : arcane@yuhs.ac / 010-3093-1790 ) 

  

 

 

 

 

 

 

 

 

 

 

 

 

부록 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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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에 해당 사항에 기술하거나 평가 해 주십시오      

1. 총 임상 경력은?  (  ) 년 (  )개월 

2. 현부서 근무 경력은?  (  )년  (  )개월 

3. 간호정보시스템 사용 기간은?  (  )년  (  )개월 

4. 근무형태는?  

① 3 교대 근무 ② Day 고정 근무 ③ Evening 고정 근무 ④ Night 번을 제외한 근무 

5. 간호정보시스템 교육 경험유무 

1) 현재까지 간호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횟수는? ______  회 

2) 이수한 간호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못한다. ④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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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고 계시는 u-Severance 프로그램 중 간호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란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시스템 사용이 편리하다           

시스템 응답속도는 빠르다.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환자 정보의 보안 관리는 잘 유지되고 있다.           

시스템은 고장이 자주 나지 않는다.           

필요한 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된다.           

조회된 정보는 별도 가공 없이 프로그램 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업무 수행에 유용하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정확하다.           

PC 또는 주변기기 고장 시 Help desk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u-Severance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지원 가능한 부서가 있다.           

프로그램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더 개선되고 있다.           

오류 발생에 의한 복구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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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verance 프로그램 중 간호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란에 표기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현재 시스템 사용시, 방법 상 불편은 없다.           

시스템 응답 속도는 업무 진행에 충분하다..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 하다.           

환자 의료정보의 보안을 위한 시스템적 조치는 충분하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는 항상 최신이다.           

필요한 정보를 잘 읽을 수 있게 되어있다.            

업무상 필요한 모든 처방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구두로 말하는 것과 작성된 기록이 일치한다.           

Help desk 의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u-Severance 프로그램 오류 발생시 지원은 만족스럽다.           

u-Severance 프로그램 업데이트로 인한 지속적 개선이 만족스럽다.           

하드웨어 오류발생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빠르다. (PC, 프린터 등 유관장비)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오류발생에 대한 문제 해결 결과는 만족스럽다.            

간호정보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간호정보시스템은 업무에 필요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사용중인 간호정보시스템을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근무 시 간호정보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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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은 병동 간호 주요 업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 업무에 대해 간호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속도, 정보, 기능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 프로그램에 만족하시는 정도를 아래와 같이 1~5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스럽지 않다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 

No 업무 프로그램 기능 속도 정보의 양 정보의 질 정보의 형태 기능 

1 
병실관리 

병실상태관리           

2 전과전실 내역 및 전실 신청 기능      

3 
환자파악 

수시처방조회           

4 환자별 worksheet 기능      

5 
worksheet 

(업무 flow 관리) 

시계열 worksheet            

6 간호사 메모 기능      

7 모니터링 임상관찰기록           

8 
기록 

간호기록            

9 EMR 기록      

10 
투약관리 

간호사 실시(약 sign)           

11 투약내역조회      

12 수혈관리 수혈 신청/확인/반납 기능           

13 
검사관리 

바코드/카드 출력,            

14 통합검사결과조회      

15 
수술관리 

수술 스케줄 조회           

16 수술 전후 기록 및 조회      

17 처치관리 처치 처방 입력 및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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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verance의 간호 정보시스템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기재 부탁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 
물품관리 

소모품 처방 입력 및 내역조회           

19 중앙부 물품 관리      

20 

타부서와 

의사소통 

OCS 메모           

21 약 신청 시 비고, 검사용 이송지의 to 진료지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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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심의위원회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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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iveness, Usage and User Satisfaction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in a General hospital 

 

Kim, Hyo Jung 

Nursing Management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effectiveness, usage and user 

satisfaction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and to identify relations between 

each factor. The participants were a nursing information system in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Seoul and 543 registered nurses as a user of the 

system.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7 to 20. And data collection about 

effectiveness and user satisfaction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was 

performed using online questionnaire, usage was measured by the amount 

of data in database.  

The questionnaire of effectiveness for nursing information system and 

user satisfaction was developed, based on DeLone & McLean’s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200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IBM SPSS WI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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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effectiveness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was generally good 

as average 52.48 out of 75 points, especially information quality. 

Information accessibility, accuracy, support system to get help when 

errors raised, convenience of use, usability and security was 

evaluated more effective than others. 

2. The usage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shows user behavior which 

lasting access in a duty time including transfer time and occupied 1 

personal computer per person. It assumed because device 

supplement was enough, evaluated accessibility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was good. The amount of data input was average 

643.8rows per duty, time of use average 615.26rows. This finding 

means nurses have to input more than 1 row of data per minute. 

3. The user satisfaction about nursing information system was good as 

average 64.52 out of 95 points. As a result of user satisfaction in 

each part of work pattern, amount of information(3.35 ± 0.62) has 

lower rank than a speed(3.42 ± 0.72). Original part of nursing, such 

as transfer management and chart review, monitoring, drug 

administration showed higher score than others which workflow has 

more relations with other department in hospital.  

4. An effectiveness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usage(r=0.151, p<.0001) and user 

satisfaction(r=0.861, p<.0001), and usage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user satisfaction(r=0.134, p=.002). And satisfaction 

about education for nursing information system affected 

effectiveness, usage, and user satisfaction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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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clusion, nursing information system in a general hospital has 

established effectively. And there is a relation among effectiveness of 

nursing information system, usage, and user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quality of education about nursing information system 

to improve effectiveness. And it is necessary to arrange nurse who is 

managing the nursing information system, analyzing patterns of work and 

reflecting nurse’s needs in dynamic clinical sit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