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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병원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

료 환경 및 의료 정책 변화로 인해 다양한 의료정보와 병원경영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또 하나의 경쟁 수단으로 자리매

김하였다. 이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는 지속적인 이슈 분석과 평가를 통해 현

시점에서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이 어떤 방향을 향해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진응(1999)이 최초로 델파이 기

법을 활용한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와 그 순위를 조사하였으며, 이후 곽은

아(2006)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병원정보시스

템의 주요 관리 이슈를 현재시점과 미래시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선행 연

구와 그 순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병원정보시스템의 변화흐름과 발전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 종합병원 중 진료권역이 수도

권인 17개 기관의 의료정보실 또는 전산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결과

와 문헌고찰 등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고,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패널 특성에 따른 순위발생요인 분석 및 중요도와

지속성에 의한 분류, McFarlan's framework를 적용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예

측하고 분석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설문조사 결과, 현재 주요 이슈로는「개인정보보

호」,「표준화 강화」,「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순으로 나타났고, 미래 주요 이슈로는「빅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표준화 강화」,「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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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

된 병원정보시스템 현재와 미래 이슈를 선행연구와 그 순위를 비교해 본 결

과, 10위 이내 꾸준히 속한 이슈로는「최고 경영자의 지원」과「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였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와 미래 이슈 순위발생요인을 패널의 특성인 성

별, 학력, 직종, 근무연수, 병상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현재 이슈

에서는「개인정보보호」, 미래 이슈에서는「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미래이슈를 중요도와 지속성을

적용하여 분류해 본 결과, 꾸준히 핵심 이슈에 속하는 항목은「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였으며,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현재와 미

래이슈를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류해 본 결과, 꾸준히 전략적

이슈에 속하는 항목은「표준화 강화」였다.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이슈를 조사하여 실제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내

용을 확인하였고, 연구대상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병원의 기준을 제

시하였으며, 개개인의 중요도에 따른 점수차이를 최소화하고자 순위 나열방식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이슈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변하는 IT환경을 수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의 지원, 보안강화,

데이터 표준화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핵심어 :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 정보 통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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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은 의료 환경 및 의료

정책의 변화로 인해 단순한 업무처리 수준의 전산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의

료정보와 병원경영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날로 치열해져가는 의료시

장에서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또 하나의 경쟁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으

며, 병원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의료기관의 경영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비용 절감 및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황의

동, 2011). 또한 최근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급격한 발전과 의료서비스와 시스템과의 융·복합이 가속

화되면서 병원정보시스템은 의료 인프라로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

료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최적화된 병원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병원운

영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정보화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곽은아, 2006).

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속적인

이슈의 분석과 평가를 요구한다. 이를 통하여 관리자는 현 시점에서 어느 분

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이

어떤 방향을 향해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다. 현대 조직

에서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은 이전의 관리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의 정보기술이 빈번하게 도입됨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에게 당면하는 이슈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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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당면한 과제

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병원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

운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할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병원의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과 병원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McFarlan, 1984).

보건의료정보화는 해외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Federal

Health IT Stragety Plan 2011-2015」, 캐나다「Canada e-Health 2000」, 호

주「e-Health Blueprint 2010」, 일본「신 IT전략 2006」에 Health IT 등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

근 OECD에서는 기구 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ICT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초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EU에서는 보건의료 정보통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의료기관

의 정보화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

악 및 관련 자료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또한

대형병원 위주의 정보화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차원의 병원정보

시스템 현황 및 관련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진응(1999)이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주요이슈 및

그 순위를 조사하였는데 이것이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에 대한 최초 연구

이며, 이후 곽은아(2006)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맥

을 잇고, 선행 연구와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하여 병원정보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한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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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시점과 향후 3～5년 뒤의 미래시점으로 구분하여 병원정보

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와 그 순위를 비교 분석함으로

써 향후 병원정보시스템 변화흐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현재

시점과 미래시점으로 구분하여 도출한다.

둘째, 병원정보시스템의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 대한 순위를 선정한다.

셋째, 선행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및 향후 발전방

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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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병원정보시스템

가. 병원정보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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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외래접수 및 수납,

입원등록 및 퇴원, 병동관리, 안내 및 정보관리, 처방등록 및 행위별 관리, 약

국 및 진료지원 부서관리, 구매 재고관리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병원

업무 관리 시스템이다(강성홍, 2002).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병원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컴퓨터의 활용으로 정

보처리 및 통신 시스템의 통합 집합”(김성희, 1993)이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병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체계로서

여러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 체계들의 복합집단”(채영문, 1985)이라고 정

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

의 구축을 통해 병원업무의 효율화를 이룩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이용자들

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적 도구”(최만

규, 1999)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 하위영역

중 하나로 인식되기도 하고, 기업에서의 경영정보시스템과 같이 경영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병원경영정보시스템(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HMIS)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환자관리시스템(Patient Ca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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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CIS) 또는 의료정보시스템(Medical Information System, MIS) 등

중점을 두는 바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불리고 정의된다(김경호, 2006).

병원정보시스템은 기능에 따라서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임상병리검사정보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LIS) 등으로

구분된다.

처방전달시스템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처방을 중심으로 진료와 진료지원 및

원무행정 부서 간에 전달되는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처방내역이 해당

진료 지원 부서에 전달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원하는 자료와 통계를 산출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자문서교환은 의료보험 심사기관과 병원의 청구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수신 받아 심사할 수 있도록 진료비 명세서 내용을 전자 문서화

한 시스템으로 기존 수기 방식 시 인력, 시간, 종이 등 관리의 어려움과 청구

후 결과수신 및 청구금액 지급기간 지연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강성홍,

2002). 경영정보시스템은 병원의 인사, 급여, 재고관리, 회계, 예산, 고정 자산

관리 등 일반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병원 경영에 필요한 지표를 관리하여 병

원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김종인, 2008).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은 각종 의료 영상 촬영 장치로 촬영한 의료영상을 디지털화하여 대용

량 매체에 저장한 후 병원 내외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부서별 컴퓨터로 전달

하는 시스템으로 진료과, 병동, 방사선실 등에서 조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

의 영상 조회가 가능하다(김선칠, 2007). 전자의무기록은 병원이 환자에게 제

공한 검사, 치료 및 결과와 처방내역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화하여 대용량 매

체에 저장한 후 모든 진료내역을 의료진 및 환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기본정보 뿐 아니라 병력사항, 약물, 경과 기록,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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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검사 결과 등을 모두 포함한다(임형주, 2007). 임상병리검사정보시스템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시행하는 검사의 진단확진, 치료 효과 관찰, 질병 유무 조

사, 진단된 질병 예후 평가 등 의미 있는 정보를 임상의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으로 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전달, 저장, 보고 할 수 있다(박웅섭,

2007).

나. 병원정보시스템 특징

병원정보시스템은 일반기업의 정보시스템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병원정보시스템은 많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의료보험수가는 해마

다 변하고 인력계획을 포함한 각종 병원정책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둘째, 병

원 조직은 노동집약적 일 뿐 아니라 많은 분야의 직종이 맞물려 운영된다. 병

원업무는 진료, 진료지원, 행정업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업무는 회

계, 인사, 재고관리 등 일반 기업업무와 유사한 반면에 진료와 진료지원은 이

러한 업무와는 다르다. 셋째, 병원에서는 환자진료나 의사결정시 신속성이 요

구됨으로 컴퓨터로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 또한 신속·정확해야 한다(채영문,

1994).

병원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병원 조직 또한 일반조직과 다른 특성

이 있다. 첫째, 병원 조직은 진료조직과 행정조직의 이중적 조직이다. 병원인

력의 지휘도 진료조직과 행정조직간의 이원화된 조직체계로 인해 의료인과 행

정직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병원 조직은 진료의 특수성으로 진료

의 양과 진료업무 유형에 대한 병원 통제가 곤란하다. 셋째, 병원 조직은 하부

조직이나 개인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부 조직의 목적이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목표설정이 곤란하다. 넷째, 병원은 인력구성이 일반

조직보다 복잡하며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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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병원정보시스템과 병원 조직의 특성을 연관시켜 보

면, 첫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자동화에 대한 폭이 좁다. 둘째,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각 업무의 영역이 뚜렷하고 배타적이다. 셋째, 각 전문가별 업무 연

계성이 중요하며, 각 업무별 원활한 기능 연결이 병원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넷째, 완전한 서비스 산업으로 반품이나 불량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

째, 서비스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고 업무처리도 신속·정확해야 한

다. 여섯째, 병원 조직은 진료를 맡고 있는 의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의료

조직과 일반조직의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일곱째, 병원에서 사용되어지는 정

보의 양과 형태가 다양하며, 장시간의 정보 저장이 요구된다(김종인, 2008).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계획에서 가장 먼저 선택되는 시스템 프로그

램인 운영서버에 대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의 선택은 응용 프로

그램과 하드웨어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

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다중작업 운영체제로 Unix,

Linux, MS Windows가 있다.

병원정보시스템은 세 가지 구축방식이 있는데, 첫째 모든 업무가 통합되어

있는 패키지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 설치방식, 둘째 정형화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이지만 업무 및 부서별로 구분된 분리형 패키지 설치방식, 셋째 병원

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맞춤형 개발방식이다. 구축 기간에 있어 통합 또는

분리형 패키지 형태의 구축방식은 단기간 내 구축을 완료할 수 있으나, 맞춤

형 개발방식은 업무를 분석하고 부서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에서 수

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맞춤형 방식은 구축비용 절감 및 향후 유

지보수를 위하여 자체 개발하여 구축하는 방법도 있으나 타 병원 간 정보교환

이 가능한 표준화된 방식이나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하여 처음부터 전문개발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고가의 구축비용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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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투자해야 하며, 외부 업체의 개발종료 후에는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하거나 매달 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김선칠,

2007).

병원정보시스템은 컴퓨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시스템도 교체되어야 하지만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병원정보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방식에 익숙

해져 있는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전달과

호환성 문제로 예기치 못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을

병원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교체 및 도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최준영, 2009).

다. 병원정보시스템 기대효과

병원정보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측면, 관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의학 연구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환자의 대기

시간 및 재원기간 단축, 신속한 검사결과 통보, 진료데이터의 효율적 전달·획

득 등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약가, 진료

수가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기시간과 재원

기간의 단축으로 환자의 증가를 가져오며, 업무의 자동화로 인한 직원들의 생

산성 향상은 인건비와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재고관리의 향

상 및 재고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의학 연구적 측면에서는 수작업으

로 처리하던 임상자료를 전산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임상연구가 용이하게 된다(강성홍, 2002).

또한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 경영지원을 위한 경영자 측면, 환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자 측면, 치료 및 임상연구를 위한 의사 측면, 효율적인 환자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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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간호사 측면, 병원자동화 측면에서도 그 기대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경

영자 측면에서는 병원 내 정보 공유에 의한 상호 이용으로 병원경영을 효율

화·조직화 할 수 있다. 경영자 입장에서 신속한 병원행정, lost charge 방지,

미수금 집계, 각종 통계자료의 신속성, 업무의 정확성, 재고관리 강화 및 재고

비용 부담의 경감, 각종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병원 이미지 제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진료 대기시간 단축, 신속한 정보처리를 통한 환자진찰, 투약방법 설

명 등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 확보, 환자관리에 따른 중복검사 및 중복투약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자의 신뢰성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의사 측면에서는

환자에 대한 질병을 분류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아 과학적인 진료가 가능하며,

이를 임상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간호사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간호를 가능하

게 해주며, 간호 외적인 업무를 간소화 하여 간호사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병원자동화 측면에서는 환자의 정보, 진료정보, 회계정보의 부문

별 상호이용, 기록 작업과 집계 작업의 감소 및 신속화, 정도향상, 처방전 작

성 작업의 간소화, 업무의 공통화, 자동화로 사무능력 제고, 업무량 증가에 따

른 대처가 용이하다. 전화 한 통에 의한 확인 업무 감소, 전문직의 잡무배제로

전문 업무에 전념, 사무습득 기간의 단축 등으로 효과적인 병원업무가 가능하

다.

그 밖에도 병원정보시스템은 검사예약, 결과확보, 처방정보·검사의료정보 전

달, 차트정보 검색의 신속·정확성, 전문직 직원의 고유 업무 전념을 통한 의료

서비스 향상 등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병원정보시스템 발전

병원정보시스템은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병원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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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학에 접목시키면서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 초 선진국 병원에 컴퓨터

가 도입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병원정보시스템 개념이 등장하였다. 우리나

라 병원 정보화는 1970년대 말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 청구 업무 중

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1990년대에는 원무

행정업무, 병동 OCS, 외래 OCS, 진료지원업무 정보화가 진행되었고, 2000년

대는 PACS, 원격의료, EMR,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도입 등 병원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대학병원

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Marion J. Ball(1993)는 병원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정보화의 흐름 및 기술발전, 그리고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며, 일반

적인 발전단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고 하였다.

      전략

 (Stratage)

전략적

의사결정

정책결정지원  

의사결정지원 

장기적효과

          

      기능

   (Function)

관리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경영정보

분석예측)

타기관과의

자료교환

전산화

  진료

  결정

  지원

  체계

통합적 DATA BASE 구축

      실무

 (Operation)     

예약관리

(입원, 검사)
재무회계 처방전달체계    병력관리

    단순사무처리

    인건비 절감

    수작업 업무

환자등록

진료비계산
보험청구

물자관리

(재고, 고정)
인사급여 급식

그림 1. 병원정보시스템 발전단계

- 11 -

1단계는 진료지원, 진료비수납, 병원보험 진료비청구, 물자관리, 인사급여,

급식관리업무 등 실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단순 사무 처리 단계이다.

2단계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차원의 과정으로 진료예약

관리, 검사물 관리, 병무기록 및 필름관리 등 진료업무를 지원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병원의 기능을 향상하는 단계로서 병원경영에 기초자료 및 임상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원가계산, 임상연구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4단계는 병원의

경영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단계로서 관리적 의사결정, 진료결정단계, 타 의료기

관과의 자료교환, 원격진료 등이 해당된다. 5단계는 병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단계로서 정책결정지원, 의사결정지원을 하는 단계이다. 현재 우리나

라는 병원정보화는 3～4단계 초기 수준이며, 중소병원들은 아직 2～3단계 초

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대형병원들은 3단계는 거

의 완료하여 일부 4단계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현재 목적단계인 5단계 진입

을 추진하고 있다(김민옥, 2011).

우리나라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1999년도와 2005년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국내 의료기관 정보화 실태 조사’ <표 1>에 따르면 1999년도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은 방사선실 52.9%, LIS 52.4%, 외래 OCS 50.5%,

병동 OCS 47.9%, PACS 9.4%, 외래 EMR 8.7% 순이었으며, 방사선과 LIS,

외래 OCS의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은 절반을 넘었으나 입원 EMR과 청구

EDI는 아직 정보화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후 2005년도에는 청구 EDI 94.8%,

외래 OCS 75.6%, 병동 OCS 70.6%, 방사선실 68.7%, LIS 68.5%, PACS

47.1%, 외래 EMR 20.7%, 입원 EMR 19.6% 순으로 1999년도에 비해 병원정보

화가 점점 확대되었으며, 이 중에서 특히 PACS가 9.4%에서 47.1%로 가장 빠

른 속도의 도입율을 보였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 중 도입비율이 가장 낮은 시

스템은 EMR이었으나 확대되고 있는 속도는 가장 빨랐다. 병원규모별에서

OCS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병원이었으며, PACS 도입 속도

가 가장 빠른 곳은 종합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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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의료기관 정보화 실태 조사
(단위 : %)

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전체

1999년 2005년 1999년 2005년 1999년 2005년 1999년 2005년

외래 OCS 81.8 97.6 46.9 84.2 22.7 66.9 50.5 75.6

병동 OCS 81.8 97.6 43.6 84.2 18.2 58.4 47.9 70.6

약국 83.3 100.0 78.1 88.2 42.9 53.4 68.1 69.1

LIS 83.3 97.6 50.0 86.7 23.8 54.1 52.4 68.5

방사선실 83.3 97.6 51.6 88.2 23.8 53.4 52.9 68.7

특수치료실 83.3 97.6 46.9 82.2 15.0 43.1 48.4 60.9

원무과 100.0 100.0 96.9 98.7 96.0 95.4 97.6 96.8

행정실 91.7 100.0 93.8 63.1 87.5 62.6 91.0 73.0

보험청구 100.0 100.0 96.9 100.0 87.5 89.4 94.8 93.5

건강검진실 75.0 97.6 41.4 69.1 9.5 36.4 42.0 53.8

PACS 16.7 90.5 6.5 78.6 5.0 22.6 9.4 47.1

입원 EMR - 21.4 - 14.5 - 21.0 - 19.6

외래 EMR 16.7 19.1 - 14.8 9.5 23.4 8.7 20.7

청구 EDI - 100.0 - 90.5 - 92.4 - 94.8

또한 2010년 자료에서도 의료기관의 정보화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OCS와 EMR, PACS, 청구 EDI는 의료기관에서 정보화가 가장 빠

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조사되었다.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을 해외와

비교해 보더라도 국내 EMR 보급은 미국 11.9%(2009), 호주 11.9%(2007), 독

일 7.0%(2007)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국내 OCS의 보급수준도 미국

17%(2008), 캐나다 22%(2006), 벨기에 41.3%(200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이다.(Yoon et al., 2012)

표 2.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 : 2010년 심평원 조사결과
(단위 : %)

종합병원 병원

OCS 93.0 74.0

EMR 66.0 52.0

PACS 96.0 43.0

LIS 78.0 37.0

처방약제 72.0 37.0

건강검진 76.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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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달러, %)

주요국
병원정보시스템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규모 비율 규모 비율

미국 2,536.8 9.0 1,973.2 6.0

일본 1,509.1 16.6 811.5 23.1

독일 660.1 9.8 226.6 11.9

프랑스 490.8 9.5 60.3 11.9

이탈리아 394.0 9.8 85.8 11.0

영국 373.3 6.4 45.6 7.5

스페인 370.0 9.5 74.5 7.8

캐나다 190.0 9.8 135.8 11.6

중국 142.2 26.9 121.9 34.8

호주 99.0 12.9 47.4 11.4

인도 35.0 16.1 13.9 13.9

한국 99.0*

이규환(2012)이 보건산업브리프에 발표한 ‘Health IT Gobal 동향’ 자료에 따

르면, 세계 각국에서 의료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도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아래 <표 3>은 ‘2010년 주요 국가별 헬스 케어

IT 시장 현황’ 조사로서, 미국의 병원정보시스템 규모는 2,500백만 달러로 세

계 1위였으며, 중국의 경우 작년 대비 26.9%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일본이 16.6%, 인도가 16.1%, 호주가 12.9%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주와 그 규모가 유사하며, 2009년도 대비 6.7%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표 3. 2010년 주요 국가별 헬스 케어 IT 시장 현황

* 병원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의 합계임.

미국에서는 경기부양법인(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의료 산업분야에서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

령은 이를 위하여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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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내 병원(Eligible Hospital) 및 의원

(Eligible Professional)이 정부에서 인증한 EHR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

우 인센티브를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개최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의료정보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HIMSS)는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이후 상승된 미국의 의료정보화 수준에 대해 소개하였다. 의료정보화 평가도

구인 ‘HIMSS Analytics EMR Adoption Model'<표 4>을 기준으로 미국 병

원의 인센티브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면, 2011년 인센티브 도입 전에는 미국

병원 의료정보화 수준 분포가 0단계 10%, 1단계 6.6%, 2단계 13.7%, 3단계

46.3%, 4단계 12.3%, 5단계 6.1%, 6단계 4%로 평균 3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13년의 경우 0단계가 7.8%, 1

단계 4.2%, 2단계 10.1%, 3단계 36.3%, 4단계 14.4%, 5단계 16.3%, 6단계

9.1%, 7단계 1.9%로 전반적인 미국병원의 의료정보화 수준이 상승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HIMSS Analytics, 2013).

표 4. HIMSS Analytics EMR Adoption Model

주요내용

0단계 시스템이 없는 단계

1단계 Lab, 판독실, 약제실 설치

2단계 EMR 도입, CDR(임상평가척도)

3단계 CDSS(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간호기록, PACS 도입

4단계 CPOE(처방전달시스템), CDSS를 통한 임상 프로토콜 지정

5단계 의약품 바코드와 약물처방시스템 구축

6단계 Full CDSS와 Full PACS, 모든 서류의 전산화 단계

7단계 EMR, CCD 데이터 공유와 저장, 교류가 가능한 최고수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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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가. 국외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관한 최초 연구는 1982년 Ball & Harris의

연구이며, 체계적인 연구는 미국 정보관리협회(The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SIM)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네소타 대학의 MIS 연구센터

(MIS Research Center, MISRC) 및 기타 연구소와 연합하여 3～4년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는 연구이다. 또한 델파이 기법에 기초한 연구의 시작은 1983년

Dickson et al.의 연구로, 미국기업 MIS 관리이슈를 조사하여 리스트를 작성

하고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이슈 10개를 중요도에 따라

선정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 이외에도 대만(Yang), 홍콩(Ma), 캐나다

(Dexter, Graham & Huff), 유럽(Hirshheim, Feeny & Locket), 호주(Watson),

타이완(Wang & Turban)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Ball &

Harris(1982)는 SIMS 회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의 주요 당면과제와 SIMS

조직이 회원들에 대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중요도에 따라 규명하였다. 대상은

정보시스템 관련 관리자, 교수, 학생 등이었으며 1회 설문을 통하여 18개 항목

에 대해 6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조사하였는데,「전문 전산인력 관리」와 관련

된 항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Dickson et al.(1984)는 1983년 미네소타대학의

MIS 연구센터에 속해 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미국 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 이

슈를 조사한 후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자와 학자를 대

상으로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정보시스템 전략적 계획

수립」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다. Wetherbe & Branchea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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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1986년과 1989년 3년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술적 항목에서 관리적 항목으로 이슈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iederman et al.(1991)는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조사하여 1986년과 1989년 주요

이슈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슈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기업경영, 기술적 하부구조, 내부효과성, 기술 및 응용관련 항목으로 범주

화 하였다. 그 결과「전략적 계획 및 조직 연계」관련 항목이 가장 중요한 이슈

로 선정되었으며,「인적자원 관리」,「소프트웨어 개발」,「통신시스템」,「내부

적 효과성」에 관련된 항목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Brancheau et al.(1996)는

1989년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가장 중요한 이슈로「정보기술

기반구조(인프라)의 구축」이 선정되었으며,「시스템 운영에서의 아웃소싱」에

관한 부분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Watson et al.(1997)은 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정보아키텍처의 개발 및 구현」관련 항목이 선정되었고,

「정보보안」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 연구는 그 대상이나 방법이 다양화되어 진행되었다.

Gottschalk(2000)는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여 향

후 21세기에 대두될 관리 이슈를 4가지로 예측하였는데, 비즈니스관계 측면에

서는「정보시스템과 비즈니스 전략과의 연계」, 기술 인프라 측면에서는「정

보 아키텍처의 개발 및 구현」, 기술응용프로그램 측면에서는「지식관리시스

템의 개발」, 내부효과 측면에서는「IT 프로젝트에서의 시간과 예산의 절감」

을 21세기 관리이슈로 예측하였다. Lai(2001)는 3단계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

여 IIS(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의 주요 관리 이슈 20가지를 도출하였으

며, 계획 및 관리에 대한 이슈보다 기술 인프라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Chen et al.(2007)은 중국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전산실 담당자 대상으로 2단계의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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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가지 정보시스템 관리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는

데 「시스템 담당조직의 운영이나 관리」,「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수준」등이 중

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Li(2010)는 중국의 정보통신책임자(CIO)를 대상으로

2004년과 2008년의 정보시스템 주요 이슈 10가지를 도출하고 이를 미국 등 다

른 국가들의 결과와 비교하였는데,「개인정보나 보안」,「기업활동의 규제 완화」

관련 항목이 중요한 이슈로 도출되었다. Luftman(2011)은 산업계 글로벌 금융위

기와 함께 IT 조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 및 동향 등을 파악

하기 위해 4개 지역(미국,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시스템 관리자들을 대상

으로 5가지 관리 이슈를 발표하였는데,「비즈니스 생산성과 비용절감」,「IT와

비즈니스 연계」,「비즈니스의 시장상황에서의 민첩성과 속도」,「비즈니스 재

설계」,「IT의 안정성과 효율성」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2년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IT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지리적 관점에서 IT관리 및 기술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지역(미국,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순위를 도출하였는데,「IT와 비즈

니스 연계」,「비즈니스 민첩성과 시장의 속도」,「비즈니스프로세스 관리 및

비즈니스 재설계」,「비즈니스 생산성 및 비용절감」,「IT 안정성과 효율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10위권 내의 주요 이슈에 관한 내용들만 비교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관리의 주요 이슈로 꾸준하게 언급되는 내용으로는「정보

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교육 및 경력개발」,「소

프트웨어의 개발 및 품질향상」,「정보시스템 사용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새로운 정보기술의 습득 및 활용」,「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이었으며,

「정보자원 관리자의 역할 증대」,「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교육 및 경력개발」,

「사용자 교육」은 최초 이슈들이 미래까지 존재하는 항목이었다. 또한「정보

시스템 관리자의 수준」,「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새롭게 나타난

이슈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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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외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순위 비교

주요 이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 1 1 1 3 10 3 7

정보시스템의 생산성 측정 2 5 9

정보통신의 역할 3 3 2 8

정보자원 관리자의 역할 증대 4 2

의사결정지원시스템 5 10

사무자동화 6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교육과 경력개발 7 4 8 8 6

사용자의 교육 8 5 7

정보시스템 집중화와 분산화 9

관리자의 직무만족 10

정보기술의 통합 10 5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품질향상 4 8 9 6 10 6 9

정보시스템 사용부서와의 유기적 연계 7 5 7 9 5 1

전산인력의 확보 및 교육 8 5

최종사용자 전산의 촉진 및 관리 2 6 9 10

새로운 정보기술의 습득 및 활용 6 3 8 4 8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 9 7 2 7 2 4

정보시스템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이해의 증진 4 7

정보기술 기반구조(인프라) 구축 6 1 1

정보아키텍처의 개발 및 구현 1 4 1 2

원격통신시스템의 계획과 실행 10

업무 재설계의 촉진 및 관리 2 9

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3

통신망(네트워크) 관리 5 3

정보보안 6

국가간 정보유통 관리 10

정보시스템 관리조직의 수준 3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4

① Ball & Harris(1982) ② Dickson et al.(1984) ③ Wetherbe & Brancheau(1986)

④ Wetherbe & Brancheau(1989) ⑤ Brancheau et al.(1996) ⑥ Watson et al.(1997)

⑦ Lai(2001) ⑧ Chen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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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이슈에 관한 연구는 전산화가 도입된 1990년대부터 시

작되었으며, 1990년 ‘경영과 컴퓨터’ 월간 잡지사에서 설문을 통해 전국 기업

체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 이슈 순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보

시스템 관리 당면 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유지선(1991)의

연구가 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보시스템 이슈

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 미진한 상태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시스템 주요 이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광순(1990)은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1회 설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이슈를 조사하고

순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부가가치 통신망이나 컴퓨터 네트워킹」같은 통

신기술의 활용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부서별 의견 불일치」가 심

각한 장애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선(1991)은 국내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일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당면과제를 조사·분석하여 시스

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내용은 미국

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1차 설문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정보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

고,「정보보안」이 새로운 이슈로 도출되었다. 홍은석(1993)은 국내 상장기업

이상의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일반 관리자를 대상으로 향후 2～3년 사이에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시스템 표준화」가

1위로 조사되었다. 한재민 등(1996)은 조직의 경영환경에 대한 경쟁정도와 내

부능력인 정보시스템 처리기준, 두 변수의 합산적 효과에 의해 정보기술의 이

슈 선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그 유형에 따라 정보기술 관리

요인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Varimax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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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정보시스템 기획」,「조직의 정보화능력 제

고」,「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분산처리」,「통신망의 활용」을 5개 주요

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한영춘(1997)은 정보시스템 관리의 주요 이슈와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지녀야 할 지식·기술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정보시스템 관

련 연구자와 실무자간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 간

인식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개발영역에서 연구자의 경우 기술적 이슈에 관심

을 두고 있는 반면 실무자는 관리적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윤종수(1998)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정보화 도입과 관련한 주요 이

슈와 성공요인이 조직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를 파악하고자 국내 중소기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에서는「사내 통신망의 구축 및 활용」,「데이터베이스

의 구축과 효과적인 사용」,「업무의 표준화」,「시스템 통합」등을 주요 관리

이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보화 도입 성공요인으로「전산화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이해와 지원」,「표준화 체계」,「전산화 과정에 사용자의 이해와 참

여」,「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소프트웨어」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종영(1999)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집중되어야 할

연구 및 기업의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고, 상위 10개 이슈에 대하여 기술적 관심이슈와 관리적 관

심이슈로 분류하여 시점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ERP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이 1위로 나타났고,「최고 경영자의 지원」도 상위 순위로 선

정되었다. 시점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시스템 도입추이는 미국과 매우 흡

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술적 관심이슈와 관리적 관심

이슈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익동(2000)은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 이후 정보시스템이 당면한 주요 관리 이슈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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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는「정보의 보안」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직의 정보나 자원을 각종 바이러스 및 해커, 산업 스파

이 등으로부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기술 활용」,「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사내·외부 통신망의 구축 및 활용」,「멀티미디어 기술 활용」등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10위권 내의 주요 이슈에 관한 내용들만 비

교한 것으로, 정보시스템 관리의 주요 이슈로 꾸준하게 언급되는 내용으로는

「통신기술의 구축 및 활용」,「데이터(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정보시스템 생산성과 품질향상」,「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정보시스템

의 사용」이었으며, 「통신기술의 구축 및 활용」,「전산 전문인력 확보 및 교

육」은 최초 이슈들이 미래까지 존재하는 항목들이었다. 또한「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멀티미디어 기술 활용」은 미래시점에 새롭게 도출된

이슈들이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내외 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비교해 보면,

국내에서의 주요 이슈는 ‘시스템이나 통신의 구축’ 과 관련된 항목이었으나 국

외에서는 ‘시스템의 품질이나 활용’ 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정보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 ‘시스템 생산성과 품질향상’ 관련은 꾸준히

나타나는 국내외 공통적 관리 이슈였으며,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관련은 최

초 이슈들이 미래까지 존재하는 국내외 공통의 항목이었다. 또한 미래에 새롭

게 나타난 관리이슈로는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관련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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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순위 비교

주요 이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신기술의 구축 및 활용 1 9 8 1 2

데이터(시스템) 통합 2 7 2 4

DSS 구축 및 활용 3 4

정보시스템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이해증진 4 2 10

정보시스템 전략 계획 수립 5 1 3 1 5 6

정보마인드 확산 6

전산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 7 7 10

실 사용자 위주의 구현 8 9

관계형 DBMS도입과 4세대 언어의 활용 9 3

정보시스템 생산성과 품질향상 10 3 8 6 10

공장 자동화 계획수립과 관리 5

인공지능 및 전문가시스템 활용 8

기업조직과 정보시스템 목표의 연계 9 2

정보보안의 통제 강화 10 7 1

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정보교류 1 4 3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사용 6 4 2 8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정보자원의 새로운 인식 5 10 8

정보구조의 결정 6

사내 통신망 구축(LAN, E-mail) 6 1 4

외부 통신망 구축(VPN, EDI) 7 5 6

통신시스템 계획과 실행 5 6

사용자 전산 촉진 및 관리 9

데이터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3 2 9

전자상거래 및 전자 자료 교환 촉진 및 관리 4

정보시스템 효과성·생산성 측정 8

유연한 정보기술 기반구조의 구축 9 5

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10

시스템 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 3

멀티미디어 기술 활용 7

① 이광순(1990) ② 유지선(1991) ③ 홍은석(1993) ④ 한재민 등(1996) ⑤ 한영춘(1997)

⑥ 윤종수(1998) ⑦ 김익동(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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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순위

충분한 자금 확보 1

IT서비스의 요구와 기대 2

다른 임상 우선순위와의 경쟁 3

병원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 4

병원정보시스템의 전략수립 5

EHR 구현 6

IT 개발에서의 우선순위 도출 7

IT인력의 채용과 기술개발 8

빠른 기술변화 대응 9

3.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가. 국외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아직은 연구 초기단계로

체계적인 연구방법이나 연속성 없이 나라마다 또는 연구자마다 개별적인 연구

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설문 문항 개발이나 설문 조사 방법 등

대부분의 연구설계가 정보시스템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진행되고 있어 이슈항

목을 도출하고 이를 순위화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은 정보시스템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Jaana et al.(2011)은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파악

하고자 캐나다의 병원관리자(CIO, IT directors)를 병원 규모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병원 규모에 따른 이슈 차이는 없었으며,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로「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대한 관리」,「충분한 자금

확보」,「주요 의사결정자들의 IT에 대한 이해」,「EHR 구현」,「병원의

전략적 계획수립」,「병원간의 네트워크 강화」등이 나타났다.

표 7.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Jaan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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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순위

EMR 의 구현 1

의무기록의 오류 감소 2

의무기록의 전산화로 인한 관리 변화 3

의무기록의 사생활 보호 4

정보기술을 통한 의료 질 향상 5

의무기록의 질 향상 6

의무기록의 개인정보보호 7

의무기록의 상호 운용성 8

병원 단위의 의사결정 지원 9

병원 구성원 간 의사결정 지원 10

Palvia et al.(2012)는 미국의 의료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중 CEO와 CIO를 대상으로 의료정보기술의 도입에 대한 주요 이슈

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정보시

스템 주요이슈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설문대상 특성에 따라 지역별, 규모별

로 구분하여 이슈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규모별에 따른 주요

이슈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두 이해관계자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EO에서는 1순위를「의료기술도입에 따른 의료사고 감소」라고 하였으나,

CIO에서는「EMR 도입」을 1순위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CEO는 조직과 운영

의 관점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나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나 CIO에서는 실

질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8.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Palvia et al., 2012)

Ricardo(2012)는 포르투갈 병원의 관리자와 보건 및 IT전문가들이 병원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및 국가차원의 병원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공공병원의

주요 이해관계자(의료전문가, 행정가, 전산전문가)를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술적, 임상적, 통합적, 업무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의 불필요한 자료 입

력으로 인해 시스템의 부하를 발생시켜 나타나는 속도저하, 임상적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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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임상데이터 입력 및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부족, 자료의 정보보호문제,

병원관리자의 시스템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략적 계획 수립 부족이 주요한 이

슈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적 측면에서는 임상 데이터의 통합관리나 표준화의

부재 및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 전산개발자 위주의 시스템 설계로 인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미흡, 업무적 측면에서는 사용자들의 업무 특성이 시

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시스템 사용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

한 인식 저하를 주요 이슈로 시스템 사용률이 저조가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표 9.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Ricardo, 2012)

주요 이슈

기술적 측면 전산시스템의 속도 및 중단

시스템 내 불필요한 자료 입력

병원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질

통계시스템의 부족

필요한 정보제공에 있어 속도저하 및 내용 불충분

임상적 측면 의료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부족

EMR 도입

전자기록과 기록지의 이중 작업

개인정보보호

의료정보의 분류체계 부재

사용자들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

전산 관리자에게 맞춰진 임상 데이터

불필요한 데이터의 입력 또는 상세화

병원관리자의 낮은 인식과 전략적 계획 부족

통합적 측면 병원서비스에 기술적 제공의 한계

병원의 필요가 아닌 전산기술적 측면에서 개발

시스템 개발업체에 대한 불만족

요구사항 정의 미흡

병원마다의 표준화 부재

국가 차원의 IT리더쉽 부족

중앙집중형에 따른 지방조직의 운영 어려움

서로 다른 병원정보시스템

환자 데이터 등 통합 정보관리 부족

업무적 측면 의료전문가들의 시스템 사용 저조

의료분야별 다른 특성 시스템 반영 부재

병원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이나 필요성 인식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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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는 병원규모

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병원의 행정조직, 전산조직, 의료조직 등 업무

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현재까지의 연구들 간에 공통점을 찾아 순위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의 목적이나 대상, 방법이 상이하여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나.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은 병원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스

템 구축에 대한 성공 노하우나 주요 관리 이슈들도 특정병원에 국한되고 자체

관리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병

원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성공사례들이 특정병원을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통

합적인 병원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병원 전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에 김진응(1999)은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

여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도출하고 순위화 하였는데 이것이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에 대한 최초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이범우(1996)는 병원정보시스템의 실행으로 획득하게 되는 효과

및 유효성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병원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종합병원의 전산 관리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병원정보시스템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관리 요

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의료서비스 및

병원 분위기 향상과 업무 처리의 향상과 뚜렷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진응(1999)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주요 이슈

를 도출하고 이를 순위화하여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에 있어 향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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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주요 관리이슈를 규명하고 발생

요인 및 순위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관리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

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500병상 이상의 전산화가 가동 중인 병원의

계장급 이상의 전산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정보시스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항목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

슈 1순위는「최고 관리자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이해가 중요하며, 계획성 있는 정보망의 확충과

재정비를 통해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보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곽은아(2006)는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병원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2005년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 결과를 참고로 42개 전국 종합병원의 병원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 종사자 중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고 관리자의 지원」이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으

며, 최고 경영자는 시스템의 도입시 뿐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에도 꾸준한 관

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에는 표준화와 보안,

재해복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및 전문인력의 양

성 또한 중요하다고 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병원 경영의 효율화에 있으므로 병원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도 설명하였다.

<표 10>은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비교한

것으로,「최고 경영자의 지원」는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이슈는「PACS의 도입」으로 15단계 상승한 3위를 차지하였고,「전략

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12단계 상승한 5위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순위가 가

장 많이 하락한 이슈는「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로 9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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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위를 차지하였고,「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7단계 하락하여 15

위를 차지하였다. 정보시스템 관리의 주요 이슈로 꾸준하게 상위권에 존재하

는 이슈들은「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통제」,「사용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EMR의 법제화」,「시스템 관리자의 육성」이었으며,

새롭게 10위권 내로 진입한 항목들은「EMR 도입」,「전략적인 사업계획 수

립」,「PACS의 도입」,「재해복구시스템 구축」,「표준화 강화」였다. 최초

이슈 중 사라진 항목으로는「정보통신망 운영 관리」,「효율적 IT기반 구축」,

「EDI 구축」,「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 재정비」,「병원정보시스템의 역할

홍보」,「분산처리시스템」이었으며, 신규로 추가된 항목은「재해복구시스템

구축」,「표준화 강화」,「통합병원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유비쿼터스 응

용시스템의 활성화」였다.

- 29 -

표 10.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순위 비교

주요 이슈
순위

순위변화
① ②

최고 경영자의 지원 1 1 유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2 - -

정보자원의 보안 통제 3 8 -5

사용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4 2 +2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5 11 -6

EMR의 법제화 6 7 -1

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7 10 -3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운영 8 15 -7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9 13 -4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0 19 -9

효율적 IT기반 구축 11 - -

EMR의 도입 12 9 +3

EDI 구축 13 - -

임상병리정보시스템(LIS)개발 14 20 -6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 재정비 15 - -

소프트웨어 효율성 증진 16 16 유지

전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17 5 +12

PACS의 도입 18 3 +15

병원정보시스템의 역할 홍보 19 - -

분산처리시스템 20 -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4 NEW

표준화 강화 - 6 NEW

통합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12 NEW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 14 NEW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7 NEW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 18 NEW

① 김진응(1999) ② 곽은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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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델파이 연구에 대한 개념 이해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 파악

설문지 개발 대상자 선정

▸선행 연구 20개 주요 이슈
▸문헌고찰

▸보건복지부 지정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관련 관리자

1단계 설문

▸설문 패널의 일반적 특성 파악
▸20개 항목에 대한 현재 및 미래 시점 이슈 선택
▸추가할 항목 작성 요청

2단계 설문

▸1차 설문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한 2차 설문 작성
▸현재 및 미래 시점 이슈 20개 항목을 선택하여 순위 선정
▸순위 선정에 따른 이유 작성 및 면담

순위 발생 요인분석 선행 연구와의 비교분석

▸설문패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순위 비교 분석

▸선행 연구와의 순위 비교 분석
▸중요도 및 지속성에 따른 비교
▸Mcfarlan's framework 적용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제시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3～5년 뒤 미래시점에

대한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도출하고, 선행 연구와의 순위를 비교

하여 향후 변화흐름과 발전방안을 하기 위한 연구로 기본틀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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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반복 설

문 조사로 이루어지며, 전문가의 직관을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전

문가 패널(Panel)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이종성, 2001). 전문가 패널 구성을 위

해서는 패널의 수, 패널의 독립성, 패널의 적절성, 패널의 전문적 지식능력, 패

널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김병성, 1996). 패널의 수는 Rowe &

Wright(2001)의 연구에서 5～20명을 권장하였으며, 15～35명을 패널로 활용한

다는 주장도 있다(Goldon, 1994). Dalkey(1969)는 적당한 패널의 수에 대해서

패널의 수가 커질수록 신뢰도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Anderson(1977)은 10～15명의 소집단의 전문가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012-14년도 상급종합병원 중 진료권역이 수도권인 17개 기관의 의료정보실

또는 전산실의 관리자 각 1명씩 총 1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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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가. 설문지 개발

본 연구의 설문지는 Brancheau(1987)의 Key Issues in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와 Brancheau(1994)의 Key Issues in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를 바탕으로 작성된 선행 연구 설문에서 최종 선정된 주요 이슈 20

개 항목을 기본으로 패널의 의견수렴, 문헌고찰을 추가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

성하였다. 설문지는 폐쇄형 설문과 개방형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패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문헌고찰을 추가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은 현재와

미래 시점의 이슈로 구분하였다.

1) 1차 설문지

1차 설문지는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 항목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이슈 20개 항목을 제시하여 현재와 미

래에 해당하는 이슈를 선택하고, 추가할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패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학력, 직종, 근무연수,

근무병원의 병상규모 등 일반적인 사항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2차 설문지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선택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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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작성된 이슈 그리고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추가한 이슈들을 제시하

여 현재와 미래시점에 해당하는 이슈를 각각 20개를 선택하고 1～20위까지 순

위를 나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위와 20위를 선정한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도 작성을 요청하였다. 질문의 중요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

는 방법이 10점 척도로 점수화하는 방법이나, 이는 패널 개인마다 중요한 정

도에 따라 점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판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위만 나열하도록 하였다.

나. 설문 조사

본 연구는 두 차례의 설문조사 및 전화면담을 통해 진행되었다. 패널로 선

정된 보건복지부 지정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7개 병원의 의료정보실 또는 전

산실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선으로 본 연구의 취지 및 참여에 대한 동

의를 구하였으며, E-mail을 통해 설문을 발송하고 회신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

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통화로 내용을 설명하거나 작성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의견을 상세화 하였다.

1) 1단계 설문 조사

1단계 설문조사는 앞서 개발한 1차 설문지를 17명의 패널에게 발송하고 결

과를 회신 받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E-mail 발송 일주일 후에 종

료하였고,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전화통화 후 메일을 재발송하고, 이

후 일주일 후에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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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설문 조사

2단계 설문조사는 1단계 설문조사 결과와 문헌고찰을 통해 작성된 2차 설문

을 1단계 설문조사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17명의 패널 중 1

명이 무응답 회신하여 유선통화 후 설문을 재요청하였으나, 일주일 후 무응답

으로 재 회신하였다.

3) 면담 조사

1, 2단계 설문조사에서 설문내용에 대한 문의나 설문결과에 대한 근거 및

추가 의견을 묻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선통화를 실시하였다.

4.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현재와 미래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패널의 특성인

성별, 학력, 직종, 근무연수, 병원규모에 따른 비교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순위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슈들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성공평가요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도

(Importance)와 지속성(Persistency)에 분류, McFarlan's framework를 적용하

였다. 중요도(Importance)와 지속성(Persistency)에 분류는 핵심 이슈(Core

Issues), 전통적 이슈(Chronic Issues), 일시적 이슈(Transient Issues), 새로운

이슈(Emerging Issues)로 분류하여 비교하였고, McFarlan's framework를 적

용에서는 전략적(Strategic), 잠재력 높은(High Potential), 주요 운영(Key

Operational), 지원(Support)으로 이슈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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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패널수 비율

성별
남성 12 75.0

여성 4 25.0

학력
대졸 11 68.8

석사 5 31.2

직종
전산직 9 56.3

보건의료직 7 43.7

근무년수
15년 이상 14 87.5

10~15년 미만 2 12.5

병상규모
1000병상 미만 11 68.8

1000병상 이상 5 31.2

Ⅳ. 연구 결과

1. 패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패널은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기준에 의

해 1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한 총 16명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75%로 여성보다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 전체의 68.8%를 차지

하였다. 직종은 전산직과 보건의료직은 각각 56.3%, 43.7%로 유사하였으며, 병

원 근무연수는 15년 이상이 87.5%로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패널로 구성하였다. 패널이 근무하는 병원의 규모는 1000병상 미만이 68.8%,

1000병상 이상이 31.2%를 차지하였다.

표 11. 패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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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가. 1단계 설문조사 결과

1단계 설문조사는 현재와 미래의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 항목을 도

출하기 위한 것으로 ‘06년도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 결과 20개의 항

목 중 현재와 미래에 해당하는 이슈를 각각 선택하고 추가할 이슈에 대해 직

접 작성하는 설문이었으며, 1차 설문에 대한 응답율은 100% 였다.

1단계 설문조사결과, 현재 이슈에 해당하는 항목은 ‘06년도 선행 연구결과에

서 선택된 18개 항목과 신규 추가된 6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24개의 이슈가

도출되었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외된 항목은「PACS의 도입」,「임상병리정

보시스템 개발」이었으며, 추가된 항목은「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개인정보보호」,「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모바일 환경구축 및 활성

화」,「RFID 활용 증대」였다. 미래 이슈에 해당하는 항목은 선행 연구결과에

서 선택된 17개 항목과 신규 추가된 11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총 28개의 이슈

가 도출되었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제외된 항목은 현재 이슈에서 제외된

「PACS의 도입」,「임상병리정보시스템 개발」이 외「EMR의 도입」이 추가

로 제외되었다. 또 추가된 항목은 현재 이슈에서 추가된「임상연구지원을 위

한 DW 구축」,「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모바일 환경

구축 및 활성화」이 외「국가주도 시스템 관리 운영체계」,「개인건강기록

(PHR) 서비스」,「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의료」,「Bio Information 활용」,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의사결

정지원 시스템(CDSS) 구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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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1단계 설문조사 결과

주요 이슈 현재 이슈 미래 이슈

‘06년도

주요 이슈

최고 경영자의 지원 ○ ○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 ○

PACS의 도입 - -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 ○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 ○

표준화 강화 ○ ○

EMR관련 법제화 ○ ○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 ○

EMR의 도입 ○ -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 ○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 ○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 ○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 ○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 ○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 ○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 ○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 ○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 ○

임상병리정보시스템 개발 - -

신규 추가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NEW NEW

개인정보보호 NEW NEW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NEW NEW

모바일 환경 구축 및 활성화 NEW NEW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NEW -

RFID 활용 증대 NEW -

국가주도 시스템 관리 운영체계 - NEW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 NEW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 - NEW

Bio Information 활용 - NEW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 NEW

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 NEW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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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설문조사 결과

2단계 설문조사는 1단계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현재

이슈 24개와 미래 이슈 28개의 항목에 문헌고찰을 통해 6개 항목을 추가하여

현재 이슈 30개, 미래 이슈 34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현재와 미래

이슈 각각 20개의 항목을 선택하고 1∼20위까지 순위를 정하였는데, 17명의

패널 중 1명이 무응답으로 회신하여 응답율은 94% 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도

출된 이슈는「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정보

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활용능력」,「응용프로그

램의 채택 및 활용」,「IT기술 습득 및 훈련 강화」였으며, 이는 현재와 미래

이슈에 각각 추가되었다. 2단계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이슈 20개 항목과 미래

이슈 20개 항목을 순위화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 순위발생요인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개

인정보보호」는 최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병원정보시스템 내 정보는 정보의 중요도가 높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특히 정보보호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준

화 강화」는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시 비표준으로 인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많

이 낭비되고,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은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병원정보시스템을 올바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

여야 시스템을 활용한 병원경쟁력도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다.「최고 경영자의 지원」은 시스템의 발전이나 관리운영은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투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최고 경영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일부 최고 경

영자가 병원정보화를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는 병원자체 모든 데이터는 의무기

록 뿐만 아니라 기타 자원에 대해서도 보안과 관리권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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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은 최고 경영자 뿐 아니라 전산

관리자도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나 지식이 있어야만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경영자를 잘 설득하여

많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데이터 자원을 조

직화하고 이용」은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관리하고 체계화를 해야 DW나 빅데이터 시

장에서 가치있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통합병원정보시스템

의 구축」은 이미 병원 내 정보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은 병원 정보화의 발전으로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능력도 일

정수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는 이미 많은 부분

이 개선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하위 순위발생요인으

로 응답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미래 이슈 순위발생요인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은 향후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가공하여 재생산이 가능하므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준화

강화」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표준 정책을 통하여 시스템 뿐 아니라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하여 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빅데이터나 원격의료, 모바일 활성화

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개인정보보호」와「정보자원의 보

안 및 통제」는 미래에는 더 많고 더 다양한 정보들이 축적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지 않으면 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혼

란도 야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은 IT가 점점 발달

할수록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최고 경영자의 지원」은 IT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시스

템 이해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Bio

Information 활용」은 고비용에 따른 도입·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

하였고,「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과「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은 필수적

인 요소이므로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하위 순위발생요인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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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2단계 설문조사 결과

주요 이슈
순위

현재 이슈 미래 이슈

‘06년도

주요 이슈

최고 경영자의 지원 4 6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9 -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6 -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3 18

표준화 강화 2 2

EMR 관련 법제화 - -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5 3

EMR의 도입 - -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11 5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7 20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3 -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 -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12 17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 9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20 -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 -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4 -

신규 추가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 7

개인정보보호 1 4

모바일환경 구축 및 활성화 - 16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15 1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18 -

RFID 활용 확대 - -

국가주도 관리시스템 운영체계 - -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 8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 - 15

Bio information 활용 - 13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 12

환자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 11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 - 10

문헌 고찰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19 19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7 14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16 -

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 -

응용프로그램의 채택 및 활용 - -

IT 기술습득 및 훈련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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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 순위 결과

순위 주요 이슈 평균±표준편차 중위수 최빈수

현

재

이

슈

1 개인정보보호 5.8±5.3 4.0 1.0

2 표준화 강화 6.2±4.3 5.0 5.0

3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8.1±6.2 6.5 10.0

4 최고 경영자의 지원 8.8±6.6 8.5 1.0

5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8.8±4.4 7.5 7.0

6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9.1±5.9 9.0 9.0

7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9.3±6.0 10.5 6.0

8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9.9±4.8 8.5 7.0

9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10.6±5.3 11.5 15.0

10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1.1±5.5 10.5 17.0

11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11.8±4.2 11.5 18.0

12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11.8±4.5 11.0 10.0

13 통합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1.9±4.7 12.0 12.0

14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2.0±6.0 12.0 7.0

15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12.1±5.8 13.0 13.0

16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12.2±6.3 13.5 3.0

17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2.5±5.8 12.0 6.0

18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12.6±6.7 14.5 19.0

19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12.6±6.4 11.5 20.0

20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12.9±5.3 12.5 13.0

미

래

이

슈

1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5.3±4.0 5.5 1.0

2 표준화 강화 6.6±5.0 6.5 1.0

3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6±4.6 8.0 8.0

4 개인정보보호 7.9±4.5 8.0 3.0

5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8.5±5.8 10.0 15.0

6 최고 경영자의 지원 8.6±6.2 6.0 5.0

7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6±4.1 8.5 9.0

8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8.9±4.4 9.0 12.0

9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9.2±5.1 8.0 7.0

10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 10.4±5.2 12.0 6.0

11 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10.6±5.1 11.5 18.0

12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10.6±5.3 10.0 16.0

13 Bio Information 활용 10.9±5.0 10.5 15.0

14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12.9±4.8 14.0 17.0

15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 13.1±5.2 14.5 17.0

16 모바일 환경 구축 및 활성화 13.5±4.4 13.5 18.0

17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13.7±5.8 17.0 18.0

18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14.0±5.8 16.0 19.0

19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14.4±6.0 16.0 19.0

20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4.6±7.3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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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남성

평

균

중
위
수

여성
평

균

중
위
수

1 개인정보보호 6.6 4.0 개인정보보호 3.3 3.5

2 표준화 강화 7.1 5.0 표준화 강화 3.5 3.5

3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8.3 6.0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3 6.0

4 최고 경영자의 지원 8.4 7.0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7.5 7.5

5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8.6 8.5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8.8 8.5

6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7 7.0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8.9 7.0

7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9.1 9.0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9.3 10.5

8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9.3 7.5 최고 경영자의 지원 10.0 12.0

9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2 10.0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10.3 8.0

10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11.3 11.5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10.5 10.5

3. 패널 특성에 따른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순위 비교

대상자 특성이 순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정보시스템

현재와 미래 이슈 중 상위 10위권 내 항목에 대하여 패널의 성별, 학력, 직종,

근무연수, 병원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순위를 비교·분석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를 성별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성별에 상관없이「개인정보보호」와「표준화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

정되었다. 또한 중요도가 가장 낮은 이슈는 남성에서는「사용자 부서와의 유

기적인 협조체계」가 선정되었고, 여성에서는「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가 선정되었다. 병원정보시스템 현재 이슈에 대한 성별에 따른 순위 비

교는 <표 15>와 같다.

표 15. 현재 이슈의 성별에 따른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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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남 성

평

균

중

위

수

여 성
평

균

중

위

수

1 표준화 강화 5.8 5.0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3.3 3.0

2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6.0 6.5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4.3 3.0

3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7.5 7.0 개인정보보호 6.0 3.0

4 개인정보보호 8.5 9.0 Bio Information 활용 7.3 7.5

5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8.6 9.0 최고 경영자의 지원 8.0 9.0

6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7 9.0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5 9.0

7 최고 경영자의 지원 8.8 6.0 표준화 강화 8.8 10.0

8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8.9 9.0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9.0 10.0

9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9.0 9.0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9.8 9.5

10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9.4 9.5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0 8.5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미래 이슈를 성별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남성에서「표준화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으나 여성에서는 7위

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여성에서는「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가

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남성에서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병

원정보시스템 미래 이슈에 대한 성별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16>과 같다.

표 16. 미래 이슈의 성별에 따른 순위 비교

나. 학력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를 학력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표준화 강화」와「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다. 또한

중요도가 가장 낮은 이슈로 대졸에서는「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이 선정되

었고, 석사에서는「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이 선정되었다. 병원정보시스템

현재 이슈에 대한 학력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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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대 졸

평

균

중

위

수

석 사
평

균

중

위

수

1 표준화 강화 6.3 5.0 개인정보보호 2.4 1.0

2 정보시스템 전략적인 계획수립 7.0 5.0 표준화 강화 6.0 6.0

3 개인정보보호 7.3 4.0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4 7.0

4 최고 경영자의 지원 8.4 8.0 사용자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7.8 8.0

5 임상지원을 위한 DW 구축 8.5 8.0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7.9 8.0

6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8.6 10.0 최고 경영자의 지원 9.6 10

7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8.8 9.0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9.7 9.0

8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9.4 8.0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9.8 10.0

9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9 11.0 정보시스템 전략적인 계획수립 10.5 12.0

10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1.0 8.0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10.6 12.0

표 17. 현재 이슈의 학력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미래 이슈를 학력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학력에 상관없이「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

다. 또한 중요도가 가장 낮은 이슈로 대졸에서는「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이 선정되었고, 석사에서는「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병원

정보시스템 미래 이슈에 대한 학력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18>과 같다.

표 18. 미래 이슈의 학력에 따른 순위 비교

순

위
대 졸

평

균

중

위

수

석 사
평

균

중

위

수

1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6.5 7.0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2.6 1.0

2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2 8.0 표준화 강화 5.0 4.0

3 표준화 강화 7.3 7.0 개인정보보호 6.8 7.0

4 최고 경영자의 지원 7.5 5.0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7.0 5.0

5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7.7 7.0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8.4 9.0

6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8.2 10.0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9.2 10.0

7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8.3 8.0 환자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9.4 9.0

8 개인정보보호 8.4 9.0 Bio Information 활용 9.5 9.0

9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8.9 7.0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9.8 10.0

10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9.5 8.0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10.4 12.0

- 45 -

순

위
전산직

평

균

중

위

수

보건의료직
평

균

중

위

수

1 개인정보보호 3.0 3.0 표준화 강화 5.7 5.0

2 최고 경영자의 지원 6.3 6.0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6.4 6.0

3 표준화 강화 6.6 6.0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8.0 9.0

4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6.8 7.0 사용자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9.1 10.0

5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6.9 3.0 개인정보보호 9.3 11.0

6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 7.0 3.0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9.5 10.0

7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10.1 10.0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9.6 12.0

8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0.4 12.0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9.7 7.0

9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8 10.0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0.4 11.0

10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11.3 11.0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10.6 12.0

다. 직종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를 직종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전산직에서는「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으나 보건직에

서는 5위를 차지하였으며, 보건직에서는「표준화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

로 선정되었는데 전산직에서도 3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다. 또

한 전산직에서「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으나, 보건의

료직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병원정보시스템 현재 이슈에 대한 직종

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19>와 같다.

표 19. 현재 이슈의 직종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미래 이슈를 직종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과「표준화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

다. 전산직에서 중요한 이슈로 선정된「개인정보보호」는 보건의료직에서 8위

로 그 순위가 낮게 선정되었다. 병원정보시스템 미래 이슈에 대한 직종에 따

른 순위 비교는 <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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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전산직

평

균

중

위

수

보건의료직
평

균

중

위

수

1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4.7 4.0 표준화 강화 6.0 6.0

2 표준화 강화 7.0 8.0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6.1 7.0

3 개인정보보호 7.1 7.0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1 8.0

4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9 8.0 최고 경영자의 지원 7.2 5.0

5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4 7.0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7.3 7.0

6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9.0 10.0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7.9 4.0

7 최고 경영자의 지원 9.5 13.0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8.7 7.0

8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9.6 9.0 개인정보보호 8.8 9.0

9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10.1 9.0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9 9.0

10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10.2 10.0 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10.0 12.0

순

위
15년 이상

평

균

중

위

수

15년 미만
평

균

중

위

수

1 개인정보보호 6.1 4.0 개인정보보호 3.0 3.0

2 표준화 강화 6.4 5.0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3.5 3.5

3 최고 경영자의 지원 8.2 9.0 표준화 강화 4.5 4.5

4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8.3 9.0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 6.0 6.0

5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8.4 6.5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6.5 6.5

6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8.5 7.5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8.0 8.0

7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9.2 10.5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9.0 9.0

8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9.3 10.5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9.1 9.0

9 사용자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10.8 11.5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9.4 9.5

10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1 10.0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9.5 9.5

표 20. 미래 이슈의 직종에 따른 순위 비교

라. 근무연수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를 근무연수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근무연수에 상관없이「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

다. 근무연수 15년 이상에서「최고 경영자의 지원」은 중요도가 상위에 속하

는 이슈였으나 15년 미만의 그룹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병원정보시

스템 현재 이슈에 대한 근무연수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21>과 같다.

표 21. 현재 이슈의 근무연수에 따른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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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15년 이상

평

균

중

위

수

15년 미만
평

균

중

위

수

1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5.7 6.0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2.5 2.5

2 표준화 강화 6.6 6.5 Bio Information 활용 3.5 3.5

3 개인정보보호 7.4 8.0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5.0 5.0

4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5 7.0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5.1 5.0

5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7.6 7.0 표준화 강화 6.0 6.0

6 최고 경영자의 지원 7.8 5.0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4 7.5

7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1 8.0 환자 맞춤형 서비스시스템 구축 7.5 7.5

8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9.1 7.0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9.5 9.5

9 개인건강기록(PHR)서비스 9.5 10.0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0 10.0

10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10.6 12.0 모바일 환경구축 및 활성화 10.1 10.0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미래 이슈를 근무연수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근무연수에 상관없이「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다. 근무연수가 15년 이상에서는「개인정보보호」는 중요도가 상위에

속하는 이슈였으나 15년 미만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근무연수 15년

이상에서「최고 경영자의 지원」은 15년 미만에서 10위권에 밖으로 밀려났다.

병원정보시스템 미래 이슈에 대한 근무연수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22>와

같다.

표 22. 미래 이슈의 근무연수에 따른 순위 비교

마. 병상규모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를 병상규모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병상규모에 상관없이「개인정보보호」와「표준화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다. 병상규모가 1000병상 미만에서「정보시스템 전략적인 계

획수립」은 1000병상 이상에서는 10위로 중요도가 낮게 선정되었다. 병원정보

시스템 현재 이슈에 대한 병상규모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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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1000병상 미만

평

균

중

위

수

1000병상 이상
평

균

중

위

수

1 개인정보보호 5.6 4.0 표준화 강화 5.0 5.0

2 표준화 강화 6.7 5.0 개인정보보호 6.0 4.0

3 정보시스템 전략적인 계획수립 7.1 4.0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6.4 3.0

4 최고 경영자의 지원 8.2 8.0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7.6 6.0

5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8.4 7.0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9.2 11.0

6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8.6 9.0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9.6 8.0

7 임상지원연구를 위한 DW 구축 9.0 7.0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9.8 9.0

8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9.6 8.0 최고 경영자의 지원 10.2 9.0

9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10.0 12.0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10.3 12.0

10 사용자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10.6 11.0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10.4 10.0

순

위
1000병상 미만

평

균

중

위

수

1000병상 이상
평

균

중

위

수

1 표준화 강화 5.6 4.0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3.8 1.0

2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6.0 6.0 개인정보보호 5.2 3.0

3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7.5 4.0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0 8.0

4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7.8 8.0 최고 경영자의 지원 7.8 7.0

5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4 7.0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7.9 7.0

6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8.5 8.0 표준화 강화 8.6 9.0

7 최고 경영자의 지원 8.9 5.0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9.2 9.0

8 개인정보보호 9.1 9.0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10.0 12.0

9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9.6 11.0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10.1 11.0

10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9.8 10.0 최고 경영자의 지원 10.8 11.0

표 23. 현재 이슈의 병상규모에 따른 순위 비교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미래 이슈를 병상규모에 따라 순위화하여 비교해 본

결과, 1000병상 미만에서는「표준화 강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고,

1000병상 이상에서는「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

었다.「개인정보보호」는 1000병상 미만에서는 8위를 차지하여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1000병상 이상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병원

정보시스템 미래 이슈에 대한 병상규모에 따른 순위 비교는 <표 24>와 같다.

표 24. 미래 이슈의 병상규모에 따른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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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 비교

가. 순위 비교

델파이 조사방법을 통해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를 현재와 미래시

점으로 구분하여 순위화한 결과, 현재시점에서 중요한 이슈로는「개인정보보호」,

「표준화 강화」,「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최고 경영자의 지원」,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재해복구시스템 구축」,「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래시점에서 중요한 이슈로는

「빅데이터관리및활용」,「표준화강화」,「정보자원의보안및통제」,「개인정보보호」,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최고 경영자의 지원」,「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병원정보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이슈에 대한 순위 결과는 <표 25>와 같다.

병원정보시스템의 현재와 미래 이슈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순위가 상승한

이슈는「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데이

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었으며 그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이슈는 현재 이슈 15위에서 미래 이슈

1위로 14단계 상승한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었다. 순위가 하락한 이슈는

「개인정보보호」,「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최고 경영자의 지원」,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이었으며 그 중 하락폭이 가장 큰 이슈는 현재 이슈 3위에서

미래 이슈 18위로 15단계 하락한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이었다.

순위의 변동이 없는 항목은「표준화 강화」,「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였

으며, 새롭게 추가된 신규 이슈로는「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구축」,「환자맞춤형서비스시스템 구축」,「질병예방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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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순위

순위변화
현재 미래

개인정보보호 1 4 -3

표준화 강화 2 2 유지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3 18 -15

최고 경영자의 지원 4 6 -2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5 3 +2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6 - -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7 14 -7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 7 +1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9 - -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10 9 +1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11 5 +6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12 17 -5

통합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3 - -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4 - -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15 1 +14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16 - -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7 20 -3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18 - -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19 19 유지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20 - -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 8 NEW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 - 10 NEW

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 11 NEW

질병예방관리시스템 구축 - 12 NEW

Bio Information 활용 - 13 NEW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 - 15 NEW

모바일 활성화 - 16 NEW

스템」,「Bio Information 활용」,「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모바일 활

성화」였다. 또한 현재 이슈에는 존재하나 미래 이슈에 사라진 항목으로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용부서와의 유기적이 협조체계」,「통합정보시스

템의 구축」,「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소프트개발의 효율적 증진」이었다.

표 25.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의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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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요도와 지속성을 적용한 분류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요인의 평가

에 활용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Xia와 Adams(2003)의

중요도(Importance) 및 지속성(Persistency)에 의한 분류를 적용하였다. 이 분

류에 의해 이슈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핵심이슈(Core issues)는 과거에

도 현재에도 중요한 이슈, 전통적 이슈(Chronic issues)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이슈, 일시적 이슈(Transient issues)는 중요성이나 지속성이 모두

떨어지지만 꾸준히 언급되는 이슈, 새로운 이슈(Emerging issues)는 새로 등

장하면서 중요한 이슈를 의미한다. 핵심이슈는 선행 연구 결과에서 10위 이내

의 이슈이면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10위 이내의 이슈, 전통적 이슈는 선행 연

구 결과에 속하면서 본 연구에서 10위 이내 속하지 않는 이슈, 일시적 이슈는

선행 연구 결과 10위 이내 속하지 않는 이슈 중 본 연구 결과에 속하지 않는

이슈, 새로운 이슈는 선행 연구 결과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슈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10위 이내 속한 이슈이다.

<그림 3>는 병원정보시스템 곽은아(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이슈와 본 연

구의 현재 이슈를 중요도와 지속성을 적용한 분류이다. 그 결과, 핵심 이슈 중

「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사용자 부서와의 유기

적 협조체계」는 선행 연구에서도 핵심이슈에 속하였으며,「정보시스템의 전

략적인 계획수립」,「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표준화 강화」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또한 선행 연구의 핵심이슈였던「EMR 관련 법제화」는 본 연구에서

사라졌으며,「시스템 관리자 육성」은 본 연구의 전통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전통적 이슈 중「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

직의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은 선행 연구에서도 전통적

이슈에 속하였으며,「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

능의 강화」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전통적 이슈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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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새로운 이슈 핵심 이슈

- 개인정보보호 - 최고 경영자의 지원

-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

- 표준화 강화

중요도 일시적 이슈 전통적 이슈

-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 LIS 개발 - 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낮음

  낮음         지속성  높음

재한「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고,「환자정보시스템

구축」,「임상병리정보시스템의 개발」는 본 연구의 일시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일시적 이슈 중「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며,「환자정보시스템 구축」,「임

상병리정보시스템의 개발」은 선행 연구의 전통적 이슈 항목이었다. 또한 선

행 연구에서 존재한「효율적 IT기반구축」,「EDI 구축」,「시스템 개발을 위

한 조직의 재정비」,「병원정보시스템의 역할홍보」,「분산처리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다.

새로운 이슈 중「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임상연구지

원을 위한 DW 구축」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며, 선행 연구에서 전통적 이슈로

존재한「재해복구 시스템의 구축」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다.「표준화 강화」

는 본 연구결과의 핵심 이슈로 이동하였다.

그림 3. 현재 이슈의 중요도 및 지속성을 적용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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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병원정보시스템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를

중요도와 지속성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핵심 이슈 중「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표준화 강화」는 현재 이슈 분류 결과

에서도 핵심이슈에 속하였으며,「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개인정보

보호」,「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었다. 또한

현재 이슈 분류 결과에서 핵심이슈였던「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

계」,「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으며,「정보시스템의 전

략적인 계획수립」은 본 연구의 전통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전통적 이슈 중「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는 현재 이슈 분류 결과에서도 전통적 이슈에 속하였으며,「정보시스템

의 전략적인 계획수립」,「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정보시스템에 대한 투

자」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또한 현재 이슈 분류 결과에서 전통적 이슈로

존재한「시스템 관리자의 육성」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고,「정보시스템 조직

과 병원 조직의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통합 병원정보시

스템의 구축」은 본 연구의 일시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일시적 이슈 중 현재 이슈 분류 결과 에 속한 항목은 없었으며,「정보시스

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통합 병

원정보시스템의 구축」,「정보시스템 관리의 운영능력」,「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모두 새로 추가된 항목이었다. 또한 선행 연구의 일시적 이슈 전체 항

목인「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LIS개발」,「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는 본 연구에서 사라졌다.

새로운 이슈「개인건강기록(PHR) 구축」,「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

축」모두 새로 추가된 항목이며, 현재 이슈 분류 결과에서 존재한「개인정보

보호」,「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은 본 연구에서 핵심 이슈로 이동하

였고,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은 본 연구의 전통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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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새로운 이슈 핵심 이슈

- 개인건강기록(PHR) 구축 - 최고 경영자의 지원

-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 -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 개인정보보호

- 표준화 강화

-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중요도
일시적 이슈 전통적 이슈

-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 정보시스템 관리의 운영능력 -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낮음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낮음         지속성  높음

그림 4. 미래 이슈의 중요도 및 지속성을 적용한 분류

다.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한 분류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운영할 때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병원정보시스템의 관리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전

략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요인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하였다. 이 분류에 의해 이슈들은 전략적(Strategic), 잠재력

이 높은(High Potential), 주요 운영적(Key Operational), 지원적(Support) 4가

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류되는데, 전략적 이슈는 병원정보시스템 목적과 부합

되고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병원정보시스템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슈, 잠재력 높은 이슈는 미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위해서는 잠

재력이 높은 부분이지만 아직 불확실한 이슈, 지원적 이슈는 단순한 업무 지

원 차원의 이슈, 주요 운영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 병원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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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이슈를 의미한다. 전략적 이슈는 순위가 동일 또는

상승한 상위 10위 이내의 이슈이거나 새로 추가된 이슈 중 시스템 개발·구축

요소를 제외한 이슈, 잠재력이 높은 이슈로는 새로 추가된 이슈이면서 10위

이내 속하지 않는 이슈, 지원적 이슈는 선행 연구 결과보다 순위가 낮아지거

나 10위 이내 속하지 않는 이슈, 주요 운영적 이슈는 선행 연구 결과 보다 순

위가 상승한 10위 이내 속한 이슈로 시스템 개발·구축 요소를 포함한 이슈 이

다.

<그림 5>는 곽은아(2006)의 연구에서 도출된 병원정보시스템 이슈와 본 연

구의 현재 이슈를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전략

적 이슈 중「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표준화 강화」는 선행 연구

에서도 전략적 이슈에 속하였으며,「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데이터 자원

을 조직화하고 이용」,「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또한 선행 연구의「최고 경영자의 지원」,「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는 본 연구의 지원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높은 잠재적 이슈는「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능력」,「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로 전체 항목

이 선행 연구와 중복없이 새로 추가된 항목이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존재

한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유비쿼터스 의료 환경을 위한 인

프라 구축」,「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는 본 연구에서 사라졌고,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본 연구의 지원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지원적 이슈 중「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

진」은 선행 연구에서도 지원적 이슈에 속하였으며,「최고 경영자의 지원」,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시스템 관리자의 육성」,「재해복구시스

템의 구축」,「통합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또한 선행

연구의「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임상

병리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고,「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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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주요 운영적 전략적

-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 개인정보보호

- 표준화 강화

-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현재 지원적 높은 잠재적

- 최고 경영자의 지원 -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낮음
-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

- 통합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낮음           미래  높음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은 본 연구의 전략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주요 운영적 이슈는 선행 연구와 중복없이「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

축」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선행 연구의「EMR의 도입」,「PACS의 도입」

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으며,「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육성」,「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은 지원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그림 5. 현재 이슈의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한 분류

<그림 6>는 병원정보시스템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를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이다. 전략적 이슈 중「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표준화 강화」는 현재 이슈 적용

분류에서도 전략적 이슈에 속하였으며,「시스템 관리자의 육성」,「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또한 현재 이슈 적용 분류에서의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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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음 주요 운영적 전략적

- 임상연구를 위한 DW 구축 -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 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 -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 표준화 강화

-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현재 지원적 높은 잠재적

- 최고 경영자의 지원 - 모바일 활성화

-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 환자맞춤형서비스시스템 구축

  

  낮음

-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계획수립 - Bio Information 활용

- 개인정보보호

-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낮음          미래  높음

은 본 연구의 지원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높은 잠재적 이슈는「모바일 활성화」,「환자맞춤형서비스시스템 구축」,「Bio

Information 활용」전체 항목이 선행 연구와 중복없이 새로 추가된 항목이었다.

또한 현재 이슈 적용 분류에서 존재한「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비즈

니스 프로세스 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본 연구에서 사라졌고,「빅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은 본 연구의 전략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지원적 이슈 중「최고 경영자의 지원」,「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은 현재

이슈 적용 분류에서도 지원적 이슈에 속하였으며,「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통

합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본 연구에서 사라졌다. 또한 현재 이슈 적용 분

류에서「시스템 관리자의 육성」은 본 연구의 전략적 이슈로 이동하였다.

주요 운영적 이슈는「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은 현재 이슈 적용 분

류에서도 계속 주요 운영적 이슈에 속하였으며,「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은 새로 추가되었다.

그림 6. 미래 이슈의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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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 연구와의 순위 비교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병원정보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시점의 관리이슈와 선행

연구인 김진응(1999), 곽은아(2006)의 연구결과 비교를 통하여 순위 변화에 따

른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의 변화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6>은 병원

정보시스템 순위를 비교한 것으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순위를 나

타낸 표이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 이슈와 선행 연구의 이슈를 비교해 보면,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은「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시스템

관리자 육성」,「최고 경영자의 지원」,「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이었으며, 이 중에서 10위 이내에 꾸준히

속한 이슈들은「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적 통제」,「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였다. 또한 사라진 이슈로는「정보통신망 운영

관리」,「EMR의 법제화」,「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효율적인 IT기반 구축」,

「EMR의 도입」,「EDI 시스템 구축」,「LIS 시스템 개발」,「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의 재정비」,「PACS의 도입」,「병원정보시스템의 역할 홍보」,「분

산처리시스템의 관리와 발전」,「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였으며, 신규로 추가된 이슈로는「개인정

보보호」,「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정보시스템 관리의 운영능력」,「비즈니스 프

로세스 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였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미래 이슈와 현재시점을 포함한 선행 연구의 이슈를

비교해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들은「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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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보안적 통제」,「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시스템 관리자 육성」,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이었

으며, 이 중에서 10위 이내에 꾸준히 속한 이슈들은「최고 경영자의 지원」,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였다. 또한 사라진 이슈로는「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소프트웨어 개

발의 효율적 증진」,「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통합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시스템 관리의 운영능력」,「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였으며, 신규로

추가된 이슈로는「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모바일 활성화」,「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구축」,「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Bio Information 활용」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한「최고 경영자의 지원」에 관한 이슈는

현재와 미래 이슈에서 4위와 6위로 그 순위가 하락하였다. 반면 새로운 1위는

현재 이슈에서는「개인정보보호」, 미래 이슈에서는「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

용」이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는 주요이슈에 없었던 새롭게 도출된 이슈

들이다. 선행 연구의 주요이슈에서 현재와 미래 이슈에 삭제된 항목으로는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EMR의 법제화」,「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효

율적인 IT기반 구축」,「EMR의 도입」,「EDI 시스템 구축」,「LIS 시스템 개

발」,「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의 재정비」,「PACS의 도입」,「병원정보시스

템의 역할홍보」,「분산처리시스템의 관리와 발전」으로 주로 시스템 초기의 개

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으며, 현재 이러한 문제들은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해결된 이슈들이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없던 이슈들이 현재와

미래 이슈에 새롭게 대두된 항목으로는「개인정보보호」,「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정보

시스템 관리의 운영능력」,「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였으며,「최고 경영자의 지원」과「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는 과거

와 현재, 미래까지 주요 관리 이슈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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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① ② ③ ④

최고 경영자의 지원 1 1 4 6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2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3 8 5 3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4 2 9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5 11 17 20

EMR의 법제화 6 7

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7 10 11 5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8 15 10 9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9 13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0 19 14

효율적인 IT 기반 구축 11

EMR의 도입 12 9

EDI 시스템 구축 13

LIS 시스템 개발 14 20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의 재정비 15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성 증진 16 16 20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17 5 3 18

PACS의 도입 18 3

병원정보시스템의 역할 홍보 19

분산처리시스템의 관리와 발전 20

개인정보보호 1 4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 4 6

표준화 강화 6 2 2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7 14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8 7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2 13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14 12 17

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15 1

정보시스템 관리의 운영능력 16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18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19 19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8

모바일 활성화 16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 10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12

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11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 15

Bio information 활용 13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17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18

표 26.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 순위 비교

① 김진응(1999) ② 곽은아(2006) ③ 현재 이슈 ④ 미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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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시점의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파악하여

선행 연구와 그 순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병원정보시스템 변화흐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슈

를 도출하고, 현재와 미래 시점의 이슈들에 대해 패널의 특성에 따른 순위를

비교하여 순위발생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병원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예

측하고 성공평가요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도와 지속성에 의한 분

류, McFarlan's framework를 적용하였고, 병원정보시스템의 변화흐름을 파악

하고자 선행연구와의 순위를 비교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설문조사 결과, 현재 주요 이슈로는「개인정보보

호」,「표준화 강화」,「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재해복구 시스템 구축」,「관리자의 IT

이해 및 지원」,「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인 협조체계」,「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순으로 나타났고, 미래 주요

이슈로는「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표준화 강화」,「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개인정보보호」,「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최고 경영자의 지원」,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구축」순으로 나타났

다. 현재 이슈와 미래 이슈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상승폭이 큰 이슈는「빅데

이터의 관리 및 활용」으로 현재 이슈 순위 15위에서 미래 이슈 순위 1위로

14단계 상승하였다. 또한 하락폭이 가장 큰 이슈는「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으로 현재 이슈 순위 3위에서 미래 이슈 순위 18위로 15단계 하락

하였다. Marion J. Ball(1993)은 병원정보시스템은 새로운 정보화의 흐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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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그리고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한다고 하였으며, 2010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국내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 조사결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기관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정보시스템을 위

한 전략계획은 더 이상 주요 이슈로 보기 어려우며, 병원의 정보화를 통해 수

집된 빅데이터의 잠재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보안, 연계

등의 문제 해결이 미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와 미래 이슈 순위발생요인을 패널의 특성인 성

별, 학력, 직종, 근무연수, 병상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현재 이슈

에서는「개인정보보호」, 미래 이슈에서는「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널의 특성에 따른 분류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전체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의 현재·미래 이슈 순위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향후

3～5년 이후 정보시스템이 당면한 주요 관리 이슈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김익

동(2000)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정보의 보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조직의 정보나 자원이 각종 바이러스 및 해커, 산업 스파이 등

으로부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또한 김성수(2014)의 연구에서도 의료기관들은 의료정보의 급속한 발전과

진료를 통해 획득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임상연구를 하고자 하는 욕

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패널의 특성에 따른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중에서 전산직과 보건의료직

으로 구분한 직종의 현재 이슈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산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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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건의료직에서는「표준화 강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하였다. 이는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입장과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임상을 관리하는

입장 차이의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의 의료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 중 CEO와 CIO를 대상으로 의료정보기술 도입에 대한 주요

이슈를 조사한 Palvia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두 이해관계자 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1순위로 CEO에서는「의료기술도입에 따른 의료사고 감

소」, CIO에서는「EMR 도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CEO는 조직 운영의 관

점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이나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며, CIO에서는 시스템

운영차원의 실질적인 기술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성공평가요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Xia와 Adams(2003)의 중요도와 지속성에 의한 분류를 적용하

여 병원정보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비교하였다. 핵심이슈는 과거에도 현재

에도 중요한 이슈로 선행연구 결과에서 10위 이내 이슈이면서 본 연구 결과에

서도 10위 이내의 이슈, 전통적 이슈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이슈로

선행연구결과에 속하면서 본 연구에서 10위 이내 속하지 않는 이슈, 일시적

이슈는 중요성이나 지속성이 모두 떨어지지만 꾸준히 언급되는 이슈로 선행연

구결과 10위 이내 속하지 않는 이슈 중 본 연구 결과에 속하지 않는 이슈, 새

로운 이슈는 새로 등장하면서 중요한 이슈로 선행연구결과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슈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10위 이내 속한 이슈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현재와 미래이슈를 중요도와 지속성을 적용하여 분류

해 본 결과, 꾸준히 핵심 이슈에 속하는 항목은「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

자원의 보안 및 통제」로 나타났다. 김진응(1999)은 성공적인 병원정보시스템

의 구축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이해가 중요하며 계획성 있는 정보망의 확

충과 재정비를 통해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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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순위발생요인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에서도 시스템의 발전이나 관리운영은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투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며, 최고 경영자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지

원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병원의 모든 데이터는 의무기록 뿐 아

니라 기타자원에 대해서도 보안과 관리권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였

다. 전통적 이슈에 꾸준히 속하는 항목으로는「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였으며, 이는 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관한 최초 연구인 Ball & Herris(1982)의 연구결과에서「전문 전산인

력 관리」와 관련된 항목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그 결과가 유사하였다.

McFarlan(1984)의 연구에서도 병원 조직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으로 새로

운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능력이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또한 일시적 이슈는 과거 인프라 구축에서 현재의 시스템 개발, 미래 통합

및 연계 관련 이슈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이슈는 과거 재해복구 및 표

준화, 현재의 정보보호와 DW, 미래에는 PHR과 CDSS 등 차세대 시스템 구

축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시적 이슈와 새로운 이슈의 변화는 향후

병원정보시스템의 변화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요인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하여 병원정보

시스템 주요 관리 이슈를 비교하였다. 전략적 이슈는 병원정보시스템 목적과

부합되고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순위가 동일 또는 상승한 상위

10위 이내의 이슈이거나 새로 추가된 이슈 중 시스템 개발·구축 요소를 제외

한 이슈, 잠재력 높은 이슈는 미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위해서는 잠재력이 높

은 부분이지만 아직 불확실한 이슈로 새로 추가된 이슈이면서 10위 이내 속하

지 않는 이슈, 지원적 이슈는 단순한 업무 지원 차원의 이슈로 선행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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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다 순위가 낮아지거나 10위 이내 속하지 않는 이슈, 주요 운영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 병원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가장 필요한 이슈로 선행

연구 결과 보다 순위가 상승한 10위 이내 속한 이슈로 시스템 개발·구축 요소

를 포함한 이슈이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현재와 미래이슈를 McFarlan's framework을 적용하

여 분류해 본 결과, 꾸준히 전략적 이슈에 속하는 항목은「표준화 강화」였다.

이는 본 연구의 순위발생요인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에서도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시 비표준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비용과 시간이 많이 낭비되므로 표준화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HIMSS Analytics EMR Adoption Model(HIMSS

Analytics, 2013)의 의료정보화 수준 중에서 데이터의 공유와 저장, 교류가 가

능한 상태인 7단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표준화는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할 필수 사항으로 보여진다. 미래의 전략적 이슈로는「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시스템 관리자의 육성」,「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표준

화 강화」,「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Xia와 Adams(2003)

의 중요도와 지속성에 의한 분류 결과 미래 핵심 이슈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안, 표준화가 선정된 결과와 유사하다. 꾸준히 지원적 이슈에 속하

는 항목은「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이었으며, 이는 Xia와 Adams(2003)의

중요도와 지속성에 의한 분류 중 전통적 이슈 결과와 유사하며, Ball &

Herris(1982)의 연구결과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기술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도 동일하다. 주요 운영적 이슈는 Xia와

Adams(2003)의 중요도와 지속성에 의한 분류 중 새로운 이슈의 결과와 유사

하였는데 과거 EMR이나 PACS의 도입 및 관리인력의 육성에서 현재 DW구

축, 미래에는 PHR, CDSS 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

한 지원적 이슈와 주요 운영적 이슈의 변화는 병원정보시스템의 변화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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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도출된 병원정보시스템 현재와 미래 이슈를 선행연구와 그 순

위를 비교해 본 결과, 10위 이내 꾸준히 속한 이슈로는「최고 경영자의 지

원」과「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였으며, 선행연구인 김진응(1999), 곽은아

(2006)의 선행연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최고 경영자의 지원」은 본 연구

의 현재 이슈 4위, 미래 이슈 6위로 그 순위가 하락하였다. 반면 현재 이슈의

1위는「표준화강화」, 미래 이슈의 1위는「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으로 선

행연구에서 없던 새로운 이슈 항목들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병원정보시스

템은 의료 환경 및 의료 정책 변화로 인해 단순한 업무처리 수준의 전산화에

서 탈피하였고, 다양한 의료정보와 병원경영정보를 공유한 병원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의료기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경쟁수단이 되었으며, 의료서비스

품질제고와 최적화된 병원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병원운영의 주요한

인프라로 정보화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

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의 주요이슈에서 현재와 미래 이슈에 사라진 항목으로는「정보통신망

운영 관리」,「EMR의 법제화」,「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효율적인 IT기반 구축」,

「EMR의 도입」,「EDI 시스템 구축」,「LIS 시스템 개발」,「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직의 재정비」,「PACS의 도입」,「병원정보시스템의 역할홍보」,「분산처리

시스템의 관리와 발전」으로 대부분 시스템 초기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

된 내용들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정보화수준은 Yoon et al.(2012)이

2010년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2곳에 대해 EMR과 OCS의 도입율

을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EMR 도입율이 37.2%로 미국

11.9%(2009), 호주 11.9%(2007), 독일 7.0%(2007)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국내 OCS의 보급수준도 87%로 미국 17%(2008), 캐나다 22%(2006), 벨기에

41.3%(200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김민옥(2011)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병원정보시스템은 전체 5단계 중에서 3-4단계에 초기 수

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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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선행 연구들에서는 병원정보시

스템 관리 이슈 해당시점을 향후 3～5년 이후 발생할 이슈로 정의하여 실제

당면하고 있는 현재 이슈에 대한 내용 확인이나 예측된 미래 이슈를 검증을

통해 현실성 있는 이슈파악이 어려웠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점과 향후

3～5년 이후 미래 시점 각각에 대한 이슈를 도출하고 순위화하여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병원 기준이 김진응(1999)

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500병상 이상 병원, 곽은아(2006)의 경우 2005

년도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조사를 기준 정보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42개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패널을 선정하여 설문응답의

연속성·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

다 심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순위선정시 설문 항목을 10점 척도로 점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

나 패널 개인마다 중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이 개인마다 상이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여 순위대로 나열하는 방법

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첫째, 본 연

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의 용이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44개 기관 중 수도권역으로 구분된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병원

당 1명의 패널을 구성하여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

는 지정병원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시 패널을 병원의 의료정보실 또는 전산실의 관리자를 기준으로 구성하여

패널특성에 따른 비교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병원내 의료직, 간

호직, 보건직, 행정직, 전산직 간의 비교 또는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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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순위 발생요인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김진응(1999), 곽은아(2006)의 후속연구이나 연구 기간

이나 이슈 기준 시점 등 아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연구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연구와 같이 주기적인 간격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병원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첫째, 최고 경영자의 지원은 병원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중요한 성공요

인이므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며, 실무자나 관리자는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

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는 점

차 확대되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수집·저장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

와 시스템 자체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빅데이터 활용을 위

한 방안이나 정보수집 및 교류를 위한 표준화 등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한 자

료저장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병원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점차 고도화되는

IT기술이 병원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바이오 정보, 원

격의료 등 관련선진기술을 검토하고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담당조직의 운영 및 관

리,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수준이 중요하므로 꾸준한 인력양성 및 관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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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병원정보시스템은 의료 인프라로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의 품질제고와 최적화된 병원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병원운영의 주요

한 인프라로서 정보화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계

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시점과 미래(향후 3~5년)시점으로 구

분하여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와 그 순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병원정보시스템 변화흐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와 미

래 이슈를 도출하고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패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순위발생요인을 분석하였고, 중요도와 지속성, McFarlan's

framework을 통하여 이슈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요도순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슈는「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

한 이슈로 나타났으며, 이어「표준화 강화」,「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

립」,「최고 경영자의 지원」,「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등으로 나타났고, 미

래 이슈는「빅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으며,

이어「표준화 강화」,「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개인정보보호」,「정보시

스템 관리자 육성」등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직종

에 순위 비교결과 전산직과 보건의료직간에 중요순위에 대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현재 이슈에서 전산직에서는「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

순위였으나, 보건의료직에서는「표준화 강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하

였다. 또한 전산직에서 중요도가 높았던「최고 경영자의 지원」은 보건의료직

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보건의료직에서 2위를 차지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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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T이해 및 지원」은 전산직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와 미래 이

슈의 순위 비교에서는「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15위에서 1위로 14단계 상

승하였고, 반대로「정보시스템 전략적 계획수립」은 3위에서 18위로 15단계

로 하락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으로는 최고경영자의

지원 및 꾸준한 관심, 수집·저장된 개인정보들의 보안관리 강화, 빅데이터 활

용을 위한 방안마련 및 표준화 강화, 모바일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업

무수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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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관한 연구

설 문 (1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희정입니다. 

병원정보시스템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최적화된 병원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많은 병원들은 병원 운영의 

주요한 인프라로서 정보화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관리이슈를 도

출하여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그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

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012~2014년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실 또는 

전산실의 책임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 중간관리자의 의견을 취합해 가는 

델파이 설문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델파이 설문의 특성상 총 2차에 의해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1차 설문을 통하여 2차 설문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병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통한 보건의료정보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의 귀한 의견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답된 설문은 본 연구목적 

이외의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의껏 

응해 주시면 의료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 0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전공

연구자 : 이 희 정

지도교수 : 이 상 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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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주요 이슈

1 최고 경영자의 지원

2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3 PACS의 도입

4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5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6 표준화 강화

7 EMR관련 법제화

8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9 EMR의 도입

10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육성

11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2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3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14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15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 하고 이용

16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17 유비쿼터스 의료 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18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19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20 임상병리정보시스템 개발

■ 일반사항

1. 성별 :   □ 남     □ 여              2. 학력 : □ 대졸  □ 석사  □ 박사

3. 직급 :            

4. 경력 : □ 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15년 미만  □ 15년 이상  

5. 담당업무 분야 

  □정책수립  □사업기획  □사업관리  □사업운영  □개발업무 

  □기타                

6.담당업무:                                                             

 ■ ‘06년도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주요 이슈 결과(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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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슈(3-5년 뒤)

1) 앞장에 제시된 ‘06년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 에서 미래 이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

2) 항목 1) 이외 추가할 미래 이슈가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 현재 이슈에 관한 설문

현재 이슈

1) 앞장에 제시된 ‘06년 병원정보시스템 관리 이슈에서 현재 이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

2) 항목 1) 이외 추가할 현재 이슈가 있으시면 작성해 주십시오

■ 미래(향후 5년 뒤)이슈에 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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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 미래 이슈 

   1차
설문결과 
다빈도순

1.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2. 최고 경영자의 지원 

3.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4. 표준화 강화

5.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6.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7.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8.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9.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10.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11.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12. 통합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3.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4.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5.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16. EMR관련 법제화

17. EMR 도입

18.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1. 정보시스템 관리자 육성

2. 유비쿼터스 응용시스템의 활성화

3. 유비쿼터스 의료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정보자원의 보안 및 통제

5. 데이터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용

6. 표준화 강화

7. 정보화 기획 및 평가 기능의 강화

8. 최고 경영자의 지원 

9. 정보시스템의 전략적인 계획수립

10.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11.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12. 소프트웨어 개발의 효율적 증진

13. 정보시스템 조직과 병원 조직의 연계

14.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15.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16.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의 구축

17. EMR관련 법제화

  신규
  추가

19.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20. 개인정보보호

21.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22 모바일 환경 구축

23. RFID 활용 확대

24.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18. 임상연구지원을 위한 DW 구축

19. 개인정보보호

20.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

21. 국가주도 시스템 관리 운영체계

22. 개인건강기록(PHR) 서비스

23. 화상시스템을 통한 원격진료

24. Bio information 활용

25.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26. 환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

27. 모바일 활성화

28.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CDSS)

  
  문헌
  고찰

25.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26.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27.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28. 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29. 응용프로그램의 채택 및 사용

30. IT 기술습득 및 훈련 강화

29.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30. 관리자의 IT이해 및 지원

31.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능력

32 사용자들의 정보시스템 활용능력 

33. 응용프로그램의 채택 및 사용

34. IT 기술습득 및 훈련 강화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의 주요 관리 이슈에 관한 연구

설 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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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이슈(5년 뒤)

1) 미래 이슈 34개 항목을 중요도 순으로 20개를 나열해 그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2) 항목 1)에서 선정한 중요도 1위와 중요도 20위에 대한 선정 이유를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 현재 이슈에 관한 설문

현재 이슈

1) 현재 이슈 30개 항목을 중요도 순으로 20개를 나열해 그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2) 항목 1)에서 선정한 중요도 1위와 중요도 20위에 대한 선정 이유를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 미래(향후 5년 뒤)이슈에 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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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IT Management Issues in Korean Hospital 

                                              Hee Jung L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ang Gyu Lee, Ph. D.)

Information system is constantly changing along with the chang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 requires constant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issues. The system manager gains insight of which area must be the

future development focus on and of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ystem through this. The study conducted by Jin Ung Kim was the first

study on management issues in Korea on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nd followed by the study by Eun Ah Kwak. This study is a follow-up

study of the two. By classifying the management issues into present and

future poin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future change and developmental

direction through identifying major management issues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The result of survey showed the major issues in present point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trengtheing of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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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information strategy plan」, 「Top management support」

and 「Security and control of information resources」 in order of

importance the major issues in future are :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ig data」, 「Strengtheing of standards management」, 「Security and

control of information resourc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in order of importance.

In summary, top management support along with efforts information

specialists to enlighten the CEO are mandatory conditions for development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lso, the hospitals must aim vigorously on

the security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ust introduce new technologies including mobile compating. Constant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must be followed to perform these tasks.


Keywords : Hospital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Issu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