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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도래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 서비스 욕구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국

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들이 대부분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단계에 머물러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며, 확산을 목전에 두

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재개발만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가에서 추진해 온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성과

를 분석·평가하고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

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보건소, 전염병, 혈액유통,

응급의료,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등 7종의 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을 경험한 정책결정자, 시스템운영자, 시스템개발자, 자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현행 정보시스템은 사

업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에서 보통 보다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 사업

적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보시스템일수록 시스템적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화예산의 정도, 정보화전담수행조직 및 CIO 등의 위상, 고위관리자

및 조직원의 정보화 추진의지 등의 정보화 환경요인이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패에

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정보시스템의 경험자들은 향후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

인으로 정책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기술



적 요인, 정보화 외적요인 순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적 요인 중

에서도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의 수립'을 중요시 하였다.

넷째,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결과와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향후

주요성공요인간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었는데, 특히 현행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와 이용자 서비스개선정도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으로 정보화

외적요인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향후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다음

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의

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보건의료

분야 전반에 걸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권장하고 싶다.

둘째,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설립·운영이

필수적이므로 보건의료분야 정보자원의 흐름과 유통,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

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이에 대한 정보화

예산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예산지원계획의 수립 및 단계별 예산지원을 제언한다.

넷째,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고위관리자를 비롯한 조직원들의 정보화마인

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거듭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기관(정부)와 보건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

면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갈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Ⅰ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도래하여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수요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보

건의료수준 향상과 보건의료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해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사업에 매진해 오고 있다.

1982년부터 행정, 금융, 교육, 공안, 국방 등 5대 기간망 사업을 중심으로 국

가기간전산망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획기

적인 발달과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정보화추세의 급속한 확산을 반영하여 1996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그간의 국가 정보화 추진체계를 국가기간전산

망위원회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으로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정보통신부를 중심

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등

범국가적 정보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 정보화사업 10대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

며, 지난 1995년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보건 및 전염병 정보화를 추진하고,

혈액유통, 응급의료, 장기이식, 통합외래진료, 원격진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 동 사업들이 대부분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진행속도가 늦어서 시스템 확산에 앞서 지속적인 재개발을 반복하고 있

으며,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투자 대비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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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원격진료 및 통합외래진료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의료서비스

의 질을 개선한다는 당초의 사업 취지는 좋았으나, 정보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의 마인드 결여 등으로 시스템 개발후 시범운영 2, 3년만에 사업이 중단되고 말

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보건의료 정보기술의 미비, 정보화 전략의 부재, 마인드

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 및 원격

진료 등 일부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주로 시스템의 개발실적에 치중한 평가작업으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성

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일부 개별 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만으로 국가 보건

의료정보화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시범사업기간을 4, 5년 넘긴 현재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시스템들도 확산단계에 진입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전반에 걸친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확산추진에

대비하여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주요성공요인들을 도출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며, 이는 그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들이 실패라는 막연한 지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스템 확산을 문전에

둔 현시점에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주요성공요인을 도출·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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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되었던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평

가하고, 향후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국

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다.

둘째,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을 조사한다.

셋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현행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성패여부를 평

가하고,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주요성공요인들을 도출한다.

넷째,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연구대상의 확정 :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

가 .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정의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보

건 및 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성

이 강한 보건 및 의료분야 정보화사업이다. 지금까지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를 내린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국가보건정보시스템 구

축 및 보건소정보시스템 확산전략」(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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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가보건정보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미래에 구축될 전국을 망라하는 보건

의료정보통신망으로서 보건행정은 물론이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을 대

상으로 전국에 걸친 통신망에 의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개별 산업 혹은

기업들이 구축한 자체의 통신망들을 국가기간정보망 혹은 초고속통신망으로 묶어

국가의 보건기획, 정책 수립 및 평가와 의료서비스 및 물류의 유통 등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한 바 있다.

나 .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특성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특성 중 하나는 시스템 계획 및 입안자와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개발자가 각각 다른 삼원의 관계구조를 들 수 있다. 즉, 특정 정

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한 정부(보건복지부)가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며, 시스템사업자(민간사업자)는 정부의 시스템 개

발목적에 따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이 개발되면 시스템의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 운영기관이 시

스템 개발 이전에 선정되어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시스템요구사항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스템운영기관이 시스템의 개발도중이나 개발후에 선정

됨에따라 시스템 개발과정에서는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이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서 시스템의 운영기관이란 대부분이 보건의료기관

이며, 이들 기관이 곧 정보화사업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정보서비스의 제공자인

동시에 정보서비스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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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의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소명의식, 조직원의 다양한

전문성, 생산되는 상품의 특성, 권위주의적 풍토, 복합명령계통의 유지 등이 거론

된다.1)

첫째, 보건의료기관은 일반기업조직과 달리 구성원 자체가 자신의 직업에 대

한 소명의식이나 헌신, 봉사의식이 뚜렷한 공공성을 지닌다.

둘째, 보건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모두 서로 다양한 교육훈련, 전문기술영역을 보유한 고도의 전문

성을 지닌다.

셋째, 보건의료기관은 진료서비스라는 특수한 상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이 상

품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거나 기계적일 수 없고, 또한

공식규정절차에 따라 세분화나 구체화가 곤란한 점이 있다.

넷째, 보건의료기관은 권위주위적 조직유형을 갖는다. 보건의료기관은 기계체

제가 아니라 인간체제이지만 기계체제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법의학적 기준을 준

수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지역사회 혹은 국민건강의 욕구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

해야 하므로 조직원의 행태와 업무관계의 통제에 의해 비교적 확실한 상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훈련과 복종, 조직원간의 분명한 계급이 존재한다.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성패여부는 그 조직적인 특성에 크게 기인하게 되므

로, 향후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할 때에도 그 조직적인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안희도, 한국의 병원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5 -



다 .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추진현황

국가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사업은 1996년부터 보건소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지원을 위한 표준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해 온 보건소정보화사업과, 1995년부

터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사업2)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

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응급의료,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으며,

응급의료, 혈액관리, 장기이식, 전염병정보,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을 통합한 보건의

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1998년) 구축사업이 있다.

1) 보건소정보시스템

1차사업(1995~1996년)에서는 보건행정관리, 전염병관리를 위한 표준 S/ W를

개발하여 경기도 지역 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차사업(1996~1997년)에서는 보건소 EIS, 공중보건의사관리시스템 등을 추가 개발하였으

며, 3차(1997~1998년)에는 그간 시범운영 하던 시스템의 운영환경을 Windows95환경

으로 전환하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DB의 안정화작업을 추진하였다. 4차사업

(1998~1999년)에서는 보건소 프로그램의 대상업무를 확대하여 방문보건을 비롯한

정신, 구강 보건 등 11개 보건사업을 추가 개발하였으며, 보건소 뿐 아니라 보건

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하여 향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

료소 간 망 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 프로그램

은 현재 전국 54개 보건소에서 활용 중이다.

2) 전염병정보시스템

1차사업(1995~1996년)에서는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2) 초고속 공공응용서비스사업이란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각 분야

의 정보화사업 중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을 선정하여 정보화예산 등을 지

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응용서비스 시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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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련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전염병의 유행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2차사업(1997~1998년)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체사업으

로 대상업무를 확대 개발하였고, 3차사업(1999~현재)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Web 및

GIS기반으로 변환,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 혈액유통정보시스템

1차사업(1995~1996년)에서는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수혈자에

게 가장 적합한 혈액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의 생산, 유통 및 재

고관리를 체계화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혈액은행, 의료기관간의 정보교환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차사업(1997~1998년)에서는 보건복지부 자

체사업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추가 보완하여 서울대병원, 국

립의료원, 보라매 병원 등 3개 병원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3차사업

(1998~1999년)에서는 부적격 헌혈자에 대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전국에 확산 보급 중이다.

4) 장기이식정보시스템

1차사업(1995~1996년)에서는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의

공여 및 배분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나, 당초 동 시스템의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했던 대한적십자사의 돌연한

운영거부로 시범운영조차 못하였다. 동 시스템은 1998년 4월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의 운영기관을 국립의료원으로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으

며, 2000년 2월 국립의료원내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하였다. 2차사업(1998~1999년)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으로 사용자 환경

을 Windows 3.1환경에서 Windows95환경으로 보완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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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1차, 2차 프로그램은 그간 사업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통계부문과 공여

자 및 수여자를 적정하게 매칭(matching)하는 부문 등을 확대 보완해야 하는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 응급의료정보시스템

1차사업(1995~1996년)에서는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적십

자사 응급환자정보센터(현 1339)와 응급의료기관을 연결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

차 출동 응급의료기관 및 재난구조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응급의료정보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차사업

(1996~1997년)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체사업으로 1차사업 추진시 서울시 5개구였던

시범대상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Host Dummy방식으로 개발된 프

로그램을 CLIENT/ SERVER방식으로, UNIX 운영체계를 WINDOWS NT로 전환

하고, GIS개념을 도입 적용하는 등 시스템을 Up-grade 하였다. 이어서 3차사업

(1997~1998년)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체사업으로, 1차, 2차 사업에서 개발된 응급의

료시스템의 기존 병상정보에 독극물정보를 추가 개발하여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켰다. 그러나 1998. 7.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업무가 119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응급환자정보센터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4차사업(1998~1999년)에서는 각 병원과

인천·경기북부권역의 응급의료환자정보센터를 연계하여 병상정보를 실시간에 제

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였는데, 이때 시스템을 Web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C/ S환경으로 구축되었던 1, 2, 3차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의 확산 추진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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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래진료예약시스템

1995년에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신을 통해 진료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당초에

는 환자수급조절, 병원 내 혼잡방지, 진료기관간 의료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개

발하였으나 의료기관들이 자체 병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곤란 등의 사유를 들어

운영을 거부함에 따라 시범운영이 지연되었다. 또한 시범운영기관으로 전남대병

원이 확정되어 시스템을 이전한 후에도 기초 데이터 축적의 어려움과 기 구축 시

스템의 기술환경 취약 등으로 현재 시범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7) 원격진료정보시스템

1994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통신이 주관하여 경북 울

진 보건의료원과 경북대병원, 전남 보건의료원과 전남대병원간에 각각 T1급

(1.544Mbps)의 광케이블망으로 연결한 원격진료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T1통신망의 빈번한 장애, 필름판독의 경제성 등 사용자의 사용상의 불편

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확대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8) 원격치매진료시스템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5

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이 주관하여 치매환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매노인의 육체적 부담의 경감,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

담의 경감시키기 위해 서울대병원, 노인치매협회간 원격치매진료서비스 시범사업

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동 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었으며, 기존의 시스템은 서울대병

원과 노인치매협회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9 -



9)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1997~1998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 전염병, 혈액유

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등 개별적인 보건의료정보시스템들을 표준환경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통합 및 표준 GUI구축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후 응급 4차, 혈액 3

차, 전염병 3차사업 등이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로 개발이 진행되어 개발완료 후 오히려 전산망의 연계가 어렵게 되

었다. 또한 시스템 개발 초기에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담당을 합

의했던 대한적십자사의 돌연한 운영거부로 일 년여간 시범운영이 지연되다가

1999년 말에서야 시범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이 지정됨에 따라 동 시스템은 현

재 국립의료원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추진현황 및 내부 정보시스템의 현황

을 정리하면 < 표 1 >과 <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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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공공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추진현황

사업명 주요업무내용 관련기관 추진기간 추진기관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 보건기관의 행정 진료 보건 업무 지원

- 공중보건의사, 진료기관, 병의원 관리

- 시도

- 보건소

- 보건의료원

95~2000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전염병

정보

시스템

- 전염병 발생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 EDI를 활용한 전염병 관리기관간

정보연계체계 추구

- 보초, 실험실, 예방접종감시시스템

- 시도

- 국립보건원

- 검역소/
보건소

95~2000
1차
2차
3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혈액유통

정보관리

시스템

- 혈액유통, 재고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혈액관련기관 전산망연계

- 전국 혈액원에 확대 적용

- 응급의료정보시스템간 통합

- 보건복지부

- 혈액원

- 1339응급

정보센터

95~2000
1차
2차
3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장기이식

정보

시스템

- 기증자/대기자 관리

- 장기이식정보센터 설치, 운영

- 확대적용

- 장기이식정보

센터

95~2000
1차
2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

- 응급상황을 전송할 수 있는 무선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

-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구축

- 응급처치 지원시스템 구축

- 인천 길병원에서 인천권 확대적용

- 행자치부

- 소방본부

- 적십자사

- 1339응급환자

정보센터

- 경찰청

95~2000
1차
2차
3차
4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외래진료

예약

시스템

- 진료일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 PC및 공중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

개발

- 전남권에서 활용 중

- 대한병원협회

- 의료기관

95~96
1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원격진료

시스템

- T1급 (1.544Mbps)의 광케이블망을

이용한 원거리 진료서비스 개발

- 경북대병원과 울진군보건소간,
전남대병원과 구례군보건의료원간

시범사업

- 경북대병원

- 전남대병원

94~96
1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원격치매진료

시스템

-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치매환자 진

료시스템 개발

- 한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영락원

등 노인치매요양기관과 시범운영 중

- 한국치매센터

- 서울대병원

95~2000
1차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통합

정보시스템

- 응급의료, 전염병, 혈액유통,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의 네트워크 통합

및 표준GUI 구축

- 서울시내

75개
의료기관

97~1998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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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사업별 내부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주요내용

시스템운영자 시스템사용자 비고
서버 운영체제

데이터베
이스MS

Net-
work

지역보건

의료정보

시스템

Compaq25
00

WindowsN
T4.0

O r a c l e
7.3.4

C/S 지역보건과 보건소(시군

구)
2000년까지

전국 확대

전염병정보

시스템

Sunspac
20

Solaris2.5
(UNIX)

Sybase100 C/S 국립보건원 보건소(시군

구)
WEB전환

추진 중
혈액유통

정보시스템

Sunspac20 Solaris2.5
(UNIX)

Informix
8.0

C/S 대한적십자사

수혈연구원

전국 혈액원,
각 병원

전국확대

장기이식

정보시스템

Axil320 Solaris2.4
(UNIX)

Oracle7.2 C/S 국립의료원

장기이식정보

센터

각 병원 추가개발

추진 중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Compaq
NT Server

WindowsN
T 4.0

Informix
7.2

1,2,3
차

C/S

1339응급환자

정보센터

각 병원 응 급 4 차

WEB
구축

외래진료

예약시스템

Sun
E 5000

Solaris2.5.1
(UNIX)

Oracle7.3 중앙

집중

전남대

의대

대국민

원격진료

시스템

한국통신

장비철수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진군보건원

구례군보건원

시스템운용

중단

원격치매

진료시스템

인디고2 IRIX
(UNIX)

Sybase C/S 한국치매협회

서울대병원

인천영락원

노인복지관

보건의료

통합정보

시스템

SunUltra
30

Solaris2.6
(UNIX)

Informix
7.2

C/S 국립의료원 각 병원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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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추진된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문제점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작업은 이루어진

바 없었으나,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결과 보고서3), 보건복지부의 년도별

평가보고서4) 혹은 일부 학계 전문가들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연구보고

서5), 보건의료정보화사업관련 회의시 전문가들의 지적사항6) 등을 종합해 보면 현행

정보시스템의 시스템별 문제점은 < 표 3 >와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표 3 > 현행 정보시스템별 문제점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보고서(한국전산원) : 1차(1996), 2차(1997), 3차(1997)
감염병감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보고서(한국전산원) : 1차(1997), 2차(1998)

4) 보건복지정보화평가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 1997 ~ 1999
5) 백화종 외, 보건의료정보화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전기홍,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정보전략기획 수립,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1996
6) 보건복지정보화 점검회의 결과 보고서(보건복지부), 1997 참조

시스템명 정책입안자 및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시스템사용자

보건소정보시스템 예산지원 미흡
확산정책의지 미흡

예산자립도 낮음 정보화마인드 미흡

전염병정보시스템 정보화 정책방향의 잦
은 변경

운영인력 및 예산지원
미흡등정보화환경취약

혈액유통정보시스템 일관된 정책추진의지
미흡

정부예산지원에만 의존,
자체적 추진의지 전무

정보화마인드 미흡

장기이식정보시스템 관련 법·제도 정비지
연으로 시스템 운영이
지연됨.

대한적십자사의 미협조
로 운영기관 선정이 지
연됨.

통신망 미연계 등 활용
여건 미조성

외래진료예약시스템 정치적 논리에 의한 사
업추진으로 실제 사용
자 정서에 비적합

의료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배타적 태도 및
운영거부로시범사업지연

병원정보시스템과의 미
연계 등으로 서비스 제
공 미흡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
로 계속적인 프로그램
보완 상황 초래

정부예산지원에만 의존,
자체적 추진의지 전무

정보화마인드 미흡,
의료기관의 협조 미흡

원격진료시스템 기술과정서의미성숙,
시범대상 범위 및 기관
의 부적절한 선정

운영인력 및 예산미흡
등 정보화환경 취약

정보화 예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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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념의 정의

가 . 정보시스템의 평가

1) 정보시스템 평가의 개념

평가에 관한 개념정의는 누가, 언제, 무엇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

여 평가하는가에 따라 다양하다. 이윤식(1999)은 정보화 평가란 정보화와 관련하

여 장차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분석적인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보화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객관적·체계적·실증적·회고적인 점검 또는 사정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한재민(1995)은 정보시스템의 평가에 관해 정보시스템의 개발·도

입·운영 그리고 관리에 관한 업무들이 사전에 설정된 목표 혹은 계획대로 수행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진주(1985)는 MIS의 평가란 통제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평가활동을

통해 계획과 집행과정 자체와 그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계획과 집행과정에 적절한 수정을 가함으로써 조직목표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

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MIS 평가를 컴퓨터자원에 대한 운영

평가, MIS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MIS 부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조직전체수준에

서의 MIS 평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MIS를 평가함에 있어서 조직전체수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

지 세가지 평가유형들은 평가를 위한 보조 수단 내지는 하위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MIS의 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평가(Evaluation)란 좁은 의

미로는 특정 평가대상에 대하여 시행의 결과를 목적에 대비하여 그 효과성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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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평가대상의 수행결과

에 대한 효과성과 능률성의 측정과 더불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행결과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에 대한 전략적 환류

(Feedback)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공공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및 모형도

정보시스템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별로 평

가기준과 절차가 융통성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크게 민간부문의 정보화와

공공부분의 정보화만 살펴보더라도, 민간부문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쟁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평가시 반드시 비용 대비 효과성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공공

부문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평·균등의 서비스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평가시 비용 대비 효과성 보다는 효율성과

무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들

은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공부문의 정보화사업이므로 현행

정보시스템의 평가에 앞서, 공공부문의 정보화 평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 공

공부문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전산원에서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환경 변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

검, 분석 및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1997년 12월 정보화사업평가편람의

발간을 통해 향후 정보화사업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

화사업에 대한 평가에 표준적인 평가 절차와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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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는 정보화사업 평가모형을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효

과성평가와 대내외적 사업추진과정을 평가하는 집행평가의 두 가지 부분으로 분

류하였다. 첫 번째 효과성평가는 ①고객 ②예산 ③내부업무 ④조직혁신의 네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사업의 성과가 목표달성에 기여하는지를 점검·분석하고, 두 번

째 집행평가는 ①사업과 ②제도의 두가지 측면에서 정보화 사업의 추진성과를 측

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효과성 평가시 고객측면에서의 이용자만족도

및 내부업무측면에서의 직원만족도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산원의 평가지침에서 제시한 평가분류 및 기준을 정리

하면 < 표 4 >와 같으며, 평가모형도는 < 그림 1 >과 같다.

< 표 4 > 평가분류 및 기준

구분 평가측면 주요내용 평가기준

효과성
평가

이용자 일반국민이나 타기관의 입장에서
사업목표가 달성되면 무엇이 이루
어지는가

이용자 접근·이용의 편리성
대민서비스의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타기관과의 정보공동활용

내부업무 내부업무에 대한 사업의 효과는 무
엇인가

업무생산성 향상
업무수행비용 절감
직원의 만족도 및 활용도

조직혁신 조직문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사업
의 효과와 조직의 환경대응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업무혁신 및 구조개혁
조직문화의 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집행평가 사업적측면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의 효율성 등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의 노력과 성과는 무엇인가

사업계획
사업추진체계
세부사업추진과정
사업관리
비용관리

제도적측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문화
적 개선노력과 타기관과의 협조관
계는 어떠한가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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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평가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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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주요성공요인 (CSF : Critical Succes s Factor)

1) CSF의 개념

주요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s)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핵심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CSF의 개념은 Daniel(1961)이 발표한 논문에

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는 조직의 발전은 소수의 주요영역에서 행해지는 업

무수행과 관련되어 있음에 관심을 두고, 이를 분석하여 소수의 주요영역을 규명

하고, 경영자를 위하여 이러한 영역에 대한 업무측정과 정보제공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7)

CSF의 개념은 Rockart(1979)가 주요성공요인 분석에 의한 경영관리자의 정보요

구사항의 결정방안을 소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주

요성공요인이란 기업이 성공적으로 경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한된

수의 요인 또는 활동영역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업이 성공적으로 번영해 나가

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를 요하는 소수의 중요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

다. 이후 Leidecker & Bruno(1984)도 주요성공요인이란 적절히 유지되고 관리될

때 특정업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의 성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

성, 조건, 혹은 변수들을 말한다. 고 정의하였으며, Bullen & Rockart(1981)는 주

요성공요인은 산업에 따라 동일 산업내에 속한 기업일지라도 관리환경, 지리적

위치, 전략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 정의하면서 CSF가 정보시스템의 계획수

립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oyton & Zmud(1984)

도 CSF가 정보자원계획 수립(Information Resource Planning)과 정보기능계획수

립(Information Function Planning) 등 정보시스템 계획수립에 유용한 도구로 활

7) D. R. Daniel. "Management Information Crisis,"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1961,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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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서 CSF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켰다.

이상과 같이 CSF의 개념과 적용범위는 초기에 비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그 적용범위는 일반 경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정보요구분석, 정보시스템 계획

수립 및 개별 경영자의 목표관리 및 의사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

고 있다. 특히 CSF는 개념적으로는 단순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되어 최근

들어 경영분야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영자정보시스템(EIS)을 개발하는데 적합

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SF는 시간의 흐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계속적인 추적 및 정기적인 분석을 통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곧바로 경영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Rockart(1979)에

의하면 CSF는 산업의 특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영자는 3∼

6개의 CSF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CSF가 달라지는 이유는 산업구조, 조직의 경

쟁전략, 지형적 위치, 산업내의 위치와 환경요인 등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대해

김대식(1991)은 CSF의 특성을 ① CSF는 산업에 따라 다르다 ② CSF는 시간에 따

라 변화한다 ③ CSF는 외적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④ CSF는 각 경영자의 태도,

가치관 등에 따라 변화한다고 정리하였다.8) 이는 CSF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특

성을 지니므로 정기적으로 파악되고 재평가되어야 하며, 경영층의 세심하고 지속

적인 관리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2) CSF의 장·단점

CSF의 장점은 조직의 전략적 목적과 정보시스템의 목적 및 수단이 서로 연

결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각 경영자의 목적과 그들의 정보요구를 명확히 연결

8) 김대식, 경영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주요성공요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대

학원, 199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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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CSF 방법론은 경영층의 정보요구분석을 위한

목적 이외에 기존 또는 개발예정인 응용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Boyton과 Zmud(1984)는 CSF 분석기법이 두 가지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CSF 분석기법이 조직의 상위 경영층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CSF 분석기법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한 영역의 파악에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CSF 분석기법은 구조적이고 하향적(Top-Down)인 단계를

거쳐 수행되므로 정보화사업 추진시 계획수립 또는 분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관심을 핵심적인 문제들에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과 완전성을 시스

템발전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Miller(1965)는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Davis(1979)는 CSF 분석기법이 많은 수의 요인을 감소시켜 제한된 수의 성

공요인만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를 극복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

반면에 CSF 분석기법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방법론이 아니고 다른 방법론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CSF의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방법론의 특성상 조직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포괄

하는 정보요구분석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SI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의 대부분은 BSP 절차와 함께 CSF 분석절차를 포

함시킴으로써 양자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Boynton과 Zmud(1984)는 CSF 분석기법이 세 가지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고 하였는데, 첫째는 조직의 분석가가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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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적당한 분석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CSF 분석기법은 분석가와 경영자의 면담과정에서 의사소통상의 장애에

의해 그 타당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Munro(1983)가

두 개의 독립적인 성공요인 분석 연구결과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들어 숙련된 분

석가가 분석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잠재적인 장애요인은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간 자체의 한계, 즉 모델 인식의 부정확성, 여러요인에 대

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 편견개입 등 때문에 주요성공요인이 잘못 선정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밖에도 실제 CSF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들의 CSF에 대한 인식이 미

흡하기 때문에 CSF 분석항목을 추출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도 이 방

법론의 단점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3) CSF에 관한 선행연구

그동안 국·내외에서 정보시스템의 CSF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MIS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

었으며, 공공부문,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에 관한 CSF 선행연구는 그

리 흔치 않다. 또한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도출된 CSF가 기존의 MIS 기본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정도의 대동소이한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CSF 선행연구로는 군병원의 정보시스템개발을 위한 중요성

공요인에 대한 김종호(1993)의 연구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활용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박두희(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 기존 정

보시스템의 CSF 연구가 주로 Dephi기법을 활용한 반면에 실제 보건의료분야 종

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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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확산에 대비한 CSF를 조사·분석함

으로써 보다 현실감있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다.

그 동안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CSF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 표 5 >와 같다.

< 표 5 >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CSF의 요약

연구자 연구주제 및 방법 CSF

Dickson
et al.
(1984)

주제 : 1980년대 MIS의
주요이슈에 관한

연구

대상 : 제조, 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교통,
사업, 정부의 정보

시스템담당자 54명
방법 : Delphi 기법

1. 개선된 정보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2. 최종사용자 전산 촉진

3. 정보기술(OA, DP, Telecom)의 통합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질의 개선

5.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측정

6. 정보기술의 조직적 학습과 사용 촉진

7. 기업목표와 정보시스템의 연계

8. 정보시스템 인력자원의 개발

9. 조직정보자원의 효과적인 사용

10. DSS의 개발 및 실행/ 응용포트폴리오

계획 및 관리

Brancheau
and
Wetherbe
(1987)

주제 : 미국 MIS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대상 : 미국 전지역의

최고 MIS 관리자

및 일반 경영자

(최종응답 80명)
방법 : Delphi 기법

(Dickson 등의

연구를 재평가하기

위한 2차 연구)

1. 전략계획 수립

2. 경쟁적 우위

3. 조직적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4.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공헌

5. 기업조직과 정보시스템조직의 연계

6. 최종사용자 전산

7. 기업자원으로서의 정보자료

8. 정보구조(Information architecture)
9. 효과성 측정

10. 정보기술(DP, OA, FA, Telecom)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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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

연구자 연구주제 및 방법 CSF

Niederman,
Wethebe
and
Brancheau
(1991)

주제 : 1990년대 MIS의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대상 : SIM(Society for MIS)
회원 (104명)

방법 : Delphi기법

1. 정보조직구조의 개발

2. 데이타베이스 관리

3. 장기계획 수립

4. MIS 인력자원의 개발

5. 정보기술의 조직적 학습

6. 민감한 정보기술구조 구축

7. 조직 목표와의 연계

8. 경쟁우위를 위한 MIS구축

9. 소프트웨어의 향상

10. 통신 기술의 향상

Brancheau
and
Watson
(1991)

주제 : 국가별 CSF 연구

대상 : 미국, 호주, 유럽,
싱가포르

방법 : 문헌 연구

(국가별 CSF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국제적 CSF 도출)

1. 전략계획 수립

2. 조직적 연계

3. 경쟁적 우위

4. 정보시스템의 역할과 공헌

5. 정보구조

6. 조직적 학습

7. 인력 자원

8. 최종사용자 전산

9. 기업자원으로서의 정보자료

10. 소프트웨어 개발

Caudle
(1991)

주제 : 공공부문의 MIS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대상 : 미 연방정부, 주정부,
군(Country)의 정보

시스템 담당자

방법 : 폐쇄형 설문지

1. 정보기술의 통합

2. 조직 목표와 연계

3. 정확한 정보요구 분석

4. 최종사용자 전산처리 촉진

5. 사무자동화

6. 데이타 보안

7. 장기계획 수립

8. DBMS의 활용

9. 분산데이타 처리의 촉진

10.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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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

연구자 연구주제 및 방법 CSF

김대식

(1991)

주제 : 경영정보시스템의 성

공적 실행을 위한 중

요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대상 : 제조업체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사용자

(각각 74명, 68명)

방법 : Delphi 기법

(7점 리커트 측정)

1. 최고 경영층의 지원

2. 개발과정에 사용자의 참여 및 개발

3. 정보시스템 인력자원의 확보 및 개발

4. 경영과 기술에 능한 전산관리자의 육성

5. 경쟁적 우의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

사용

6.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7. 장기계획 수립

8. 사용자와 시스템 부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9. IS조직과 기업조직의 연계

김종호

(1994)

주제 : 군병원정보시스템 개

발의 중요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도 연구

대상 : 군, 병원관리자

(205명)

방법 : 설문지법

1. 부대지휘관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

2. 우수한 전산인력의 확보 및 개발

3. 부대관리와 정보기술에 능한 관리자

육성

4. 장기전략계획 수립

5. 의무전산망구축(병원간 On-Line 구축)

6.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연구

7. 병원 신·개축시 전산 터미널의

연결 고려

8. 필요한 정보의 적시적절한 제공

9. 의무통합 테이타베이스 구축

10. 의료장비와의 연결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박두희

(1998)

주제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

템의 활용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연구

대상 : 보건소장, 보건소직원

(245개 보건소)

방법 : 설문지법

1. 보건소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식

2. 정보자원의 적절한 배치

3. 정보시스템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

4. 정부, 학계, 개발자간 협조체계 구성

5. 정보지원센터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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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

연구자 연구주제 및 방법 CSF

박상흠

(1998)

주제 :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정보ISP 수립을

위한 연구

대상 : 시군구 복지업무담

당자

방법 : 사례연구

1. 최고경영층의 참여와 지원

2. 정보시스템 부서의 조직내 위상

3. 실행계획 촉진 기구의 역할 강화

4. 팀장의 역할 강화

5. 팀 구성 인력의 역량 강화

김진응

(1999)

주제 : 병원정보시스템관리

에서의 주요이슈에

관한 연구

대상 : 병원전산운영자

(68명)

방법 : Delphi 기법

(10점 척도 측정)

1. 최고경영자의 지원

2. 정보통신망 운영

3. 관리정보의 보안 통제

4. 사용자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5. 인적자원의 고용 및 개발

6. 전자의무기록의 법제화

7.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용자

8. 교육데이터자원의 효율적 운영

9. 환자정보시스템의 구축

10. 정보시스템조직과 병원조직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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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9종의 현행 정보시스템 중

실제 시험운영을 거친 7종의 정보시스템, 즉 보건소, 전염병, 혈액유통, 응급의료,

장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

한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패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시 고려해야 할 주요성공요

인을 도출하기 위해 < 그림 2 >와 같은 연구의 틀을 사용하였다.

< 그림 2 >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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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성과분석결과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도출

현행정보시스템의시스템적성과

정보시스템 활용정도
내부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정보화 환경

정보시스템의 보유현황
정보화 예산현황
정보화 수행조직현황
정보화마인드 및 교육현황

현행정보시스템의사업적성과

프로젝트계획및선정의적정성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일반적 특성

종사기관
담당직무
관련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에서의 역할

correlation
analysis

기술통계, 분산분석,
2

-test

향후 주요성공요인

정책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정보화 외적요인

correlation
analysis



2. 분석항목의 선정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보시스템의 CSF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평가요소 및 CSF요소 등 분석항목의

선정이 필요하다.

가 . 평가요소의 선정

현행 정보시스템들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므로 한국전

산원9)에서 공공부문정보시스템의 평가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법론을 참조

하여 본 연구의 평가기준 및 항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전산원의 평가지침(1997. 12)에 의하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평가를 크게

집행평가, 효과성평가, 기술성평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행

평가, 효과성평가, 기술성평가 중 집행평가와 효과성평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행평가와 효과성평가는 정보화 계획수립단계(ISP), 개발단계

(Implementation), 운영단계(Operation) 등 정보화사업의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운영단계에서는 초기에 설정된 사업의 목표에 대한 달성도와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고객(이용자), 내부업무, 조직혁신의 3가지 관

점에서 평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술성 평가의 경우 각 정보시스템마다 시스

템적 편차가 심하여 공통의 분석항목을 도출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적으

로 본 연구에서 각 정보시스템별로 심층적인 기술력 평가까지는 의미가 없으므

로, 이는 분석요소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9) 한국전산원은 정보화촉진법(정보통신부)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화평가전담기관으로, 1997. 12 『정

보화사업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9. 12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을 발간하여 정보화사업의 유형 및 추진단계별

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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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에서

제시한 집행 평가기준 및 항목을 참조하였으며, 시스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효과성 평가기준 및 항목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평가기준 및 항목을 < 표 6 >과

같이 선정하였다.

< 표 6 > 본 연구의 평가기준 및 항목

평가영역 평가기준 및 항목 비고

사업적 성과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 집행평가 >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적정성 사업적 측면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법·제도적 측면

시스템적 성과 시스템의 활용정도 < 효과성평가 >

내부업무 개선정도 (직원 만족도) 내부업무측면

서비스 개선정도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측면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조직혁신측면

나 . CSF 항목의 선정

그간 실제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시 장애요인 또는 성공요인들을

조사한 몇 차례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Lederer and Mendelow, 1987;

Wilson, 1989; Lederer and Sethi, 1988). 조사에 따라 약간씩 다른 요인들이 나타

나기도 하고, 또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다르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골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상흠(1998)은 보건복지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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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ISP를 위한 사례분석 에서 정보전략계획 수립시 장애요인을 성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해야 할 요인으로 보고, 보건복지행정정보화

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향후 보건복지행정정보화ISP시 주요성공요인으로 제시하

였다. 기존문헌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시 대표적인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요인

들을 살펴보면, ① 최고경영층의 참여 및 지원부족, ② 효과측정의 어려움, ③ 사

업특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 부족, ④ 적절한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 팀장 확

보의 어려움, ⑤ 전문인력 부족, ⑥ 조직내의 정치적 갈등, ⑦ 정보기술 기반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구축시의 장애요인은 바꿔 말하면

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전에 방지 또는 제거해야 할 요인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로부터 간접적인 성공요인의 도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앞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관은 비영리조직으로 일반기업과는

다른 조직환경과 내부처리절차, 인적구성 등의 특수성을 지니므로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주요성공요인과 그 요인별 중요도의 순위가 일반기업과는 다

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매우 기능적이고 전문화된 집단으로 구

성된 보건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들간의 주요성공요인의 우선순

위에 대한 인식도 매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CSF 연구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을 감안

하기 어렵고, 그 연구결과 역시 정보화 대상에 따라 대상별 특성만 다소 차이를

나타낼 뿐 대동소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연구의 특성과 현실감을 상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평가

에 이어 그들이 경험적으로 느끼는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동시에 도출

할 수 있도록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시스템적 성과조사와 더불어 향후 정보

시스템의 CSF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를 동시에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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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문헌 및 연구결과의 고찰을 통해 얻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요인

중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에 맞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앞장에서 살펴 본 현행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재정리하여 국가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실패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렇게 정리된 현행 정보시스템의 실패

요인을 향후 정보시스템 구축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보고 기존 연구에서 정리한

정보시스템의 CSF과 접목시켜 향후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주요성공요인으로

가정하여 CSF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다.

1) 현행 정보시스템의 실패요인

기존의 연구결과 제시된 정보시스템의 실패요인과 제2장에서 조사된 국가 보

건의료정보화사업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현행 정보시스템의 실패요인을 < 표 7 >

과 같이 정리하였다.

2) CSF 조사항목의 선정

이렇게 정리된 실패요인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면 상대적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성공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가정하에 기존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과

현행 정보시스템의 실패요인을 접목시켜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주요성

공요인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 표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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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실패요인

구분 실패요인 비고

정보화 정책부문 정보화 종합계획 등 전략의 부재

정보화사업 평가기능의 부재

정치적 논리에 의한 산발적인 투자로 시스템 통합 및 확산 곤란

정보화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

운영기관의 사전 협조 미비

사용자의 수요파악 및 정보화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 미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표준화 정책 미비

정보화 기술부문 운영기관의 S/ W, H/ W, 네트워크 등 정보화 환경 미성숙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보건의료 정보화 기술수준 저하

저가의 개발비용으로 인해 프로그램 품질 저하

정보화 환경부문 정책부서의 일관된 정보화 예산 지원 미흡

운영기관의 정보화 예산 자립도 저 수준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마인드 결여로 시스템 활용도 저하

정보화 구조부문 종합적인 추진체계의 부재로 시스템 상호간 연계 불가능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이해관계 불일치

의료기관 특유의 정보공개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

의료인력들의 정보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

운영기관의 국가 정보화에 대한 추진의지 부족

법·제도 부문 원격진료의 의료보험수가적용 개선 문제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법의 개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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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주요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CSF조사 항목

분야별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정책적 요인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Project Relative Factor)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기술적 요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자원의 확보

(Technological Factor)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환경적 요인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Environmental Factor)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구조적 요인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Structural Factor)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정보화 외적 요인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Behavioral Factor)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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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조사

가 . 설문의 대상

설문의 대상으로는 현행 7종의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직·간접으로 경

험한 바 있는 각 정보시스템의 정책결정 및 입안자, 시스템운영 및 이용자, 시스

템 개발자, 자문가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실질적인 감리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온 한국전산

원의 전문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 학계

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조사 대상을 정리하면 < 표 9 >와 같다.

< 표 9 > 설문조사대상

시스템명
정책입안자 및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시스템사용자 개발자

보건소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책과

전국 보건소

(80개)
보건소

(시군구)
포스데이타

전염병정보시스템 국립보건원

방역과

국립보건원

방역과

전국 시도 보건과 비트

혈액유통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과

대한적십자사

수혈연구원

전국 혈액원,
각 병원

장기이식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국립의료원

장기이식정보센

터

장기이식병원 한진

외래진료예약시스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전남대병원 전남지역 의료기

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과

1339응급환자정

보센터

인천길병원

서울시내 의료기

관,
인천시 의료기관

한진

원격진료시스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책과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구례군의료원

전남울진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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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설문의 작성

설문지10)는 전체적으로 5개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설문

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해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설문대

상자가 속한 조직의 정보화 환경에 대해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정보화 예산현황,

정보화 수행조직현황, 정보화마인드 및 교육현황별로 총 13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프

로젝트 및 선정의 적정성,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

성,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별로 총 30개 문항

을 작성하였다. 네 번째 그룹에서는 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활용정도, 내부 생산성 향상정도, 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별로 총 24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마지막 그룹에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공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 환경

적, 구조적 정보화 외적 요인별로 총 22개의 요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류별,

요소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로 설문 작성자를 분류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는데, 현행

정보시스템의 운영자 및 사용자는 5개 그룹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을 작성하고,

기타 정책 입안자, 자문가들은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룹에 대해서

만 답변을 작성토록 구성하였다.

10)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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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설문지 수집

설문조사는 2000. 4. 25부터 5. 6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210부의 설

문 발송 중 114부를 회수하여 54.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특히 본 설문조사에서

는 설문지를 인쇄하여 배포했을 뿐 아니라,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장기이식병원에는 FAX를 통한 송·수신으로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전염병정보시

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시·도 보건과와 보건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70개

보건소에는 E-Mail을 통한 파일의 송·수신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설

문회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나 자문가들에게도 사

전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 E-Mail 주소를 확보하여 설문지를 송·수신하였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E-Mail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상자, 특히 시

스템 웅영 및 이용자의 30%정도만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고, 그 밖에는

아직까지 조사대상자들의 정보화마인드나 정보화 환경 등의 미흡으로 E-Mail 방

법의 사용이 어려웠다.

4. 분석의 방법

가 .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 현행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성과결과

2) 독립변수 : 사업적 성과 측정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여

부,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여부, 정보시스

템 사후관리의 적정성 여부,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여부와 시스템적 성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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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 생산성 개선정도, 서비스 개선 정도, 업무

처리절차 개선 정도

또한 본 연구에서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 도출을 위하여

선정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업의 주요성공요인과 그 우선순위

2) 독립변수 : 정책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정보화 외적

요인

여기에서 종속변수인 현행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성패요인에 대한 조사

중 시스템적 성과조사를 위하여는 현행 정보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시스템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응답만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인 향

후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현행 정보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 시스템 개발자, 각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문가의 응답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는 정책적 요인, 기술적 요인, 환경

적 요인, 구조적 요인, 정보화외적 요인 등 다섯개 그룹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도출하

고, 각 그룹내 세부요소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게 하였다.

나 . 통계분석방법

1) 기초빈도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정보화

환경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빈도분석(Frequency Test)을 실시하였다. 현행 정보시

스템의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는 설문의 각 세부문항을 기준으로

매우긍정 = 5, 긍정 = 4, 보통 = 3, 부정 = 2, 매우부정 = 1 의 값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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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성과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향후 정보시스

템에 대한 주요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각각의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2) 신뢰성 검정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의 경우 각 그룹별 항목에 대해 설문을 작성하

고 마지막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그 마지막 평가의

견이 각 항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유의했는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정보화환경별, 정보시스템별, 담당역할별 성과조사에 대한 차이 검정

사업적 성과의 경우에는 기초빈도분석에서 산출했던 각 항목별 성과점수를

토대로 7종의 정보시스템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와 각 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 어떠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도 7종의 정보시스템별로 성과

점수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화 환경이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정보화 환경 중 일부를 추출하여 다중회

귀분석(Multi Regration)을 실시하였다.

4) 연관성 분석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간, 사업적 성과 및 시스템적 성과와 주요성공

요인간에 상호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와 그 연관성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

관계수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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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종사기관, 담당직무, 관련 정보시스템, 동 시스템에

서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10 >과 같다.

응답자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가 54명(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기

술업체 종사자가 23명(20.2%), 학계·연구기관 종사자가 20명(17.5%), 정부(지방자

치단체) 종사자가 17명(14.9%) 순이었다. 그들을 담당직무별로 살펴보면, 역시 보

건의료직이 45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산직이 31명(27.2%), 사무관리직이

15명(13.2%)순 이었다. 또한, 그들이 경험한 정보시스템별로 살펴보면, 보건소정보

시스템이 40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20명(17.7%), 혈

액유통정보시스템이 16명(14.2%), 전염병정보시스템이 15명(13.3%),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이 11명(9.7%),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7명(6.2%), 원격진료시스템이 4명

(3.5%) 순이었다. 그들의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을 살펴보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가 58명(50.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문가가 22명(19.3%), 시스템 개발

자가 18명(15.8%), 정책입안 및 집행자 16명(14.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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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 단위 : 명, % )

변수 구분 응답자수 비율

종사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 17 14.9

보건의료기관 54 47.4

학계·연구기관 20 17.5

정보통신기술업체 23 20.2

담당직무 사무관리직 15 13.2

보건의료직 45 39.5

교수·연구직 21 18.4

전산직 31 27.2

기타 2 1.8

관련정보시스템 보건소정보시스템 40 35.4

전염병정보시스템 15 13.3

혈액유통정보시스템 16 14.2

장기이식정보시스템 20 17.7

외래진료예약시스템 7 6.2

응급의료정보시스템 11 9.7

원격진료시스템 4 3.5

정보시스템에서의 정책입안 및 집행자 16 14.0

역할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58 50.9

시스템 개발자 18 15.8

자문가 2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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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가 속한 기관의 정보화 환경

정보화 환경에 대해서는 현행 정보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시스

템 운영 및 이용자를 주 대상으로 그들이 속한 기관의 정보화 환경에 대해 응답

케 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는 < 표 11 >과 같다.

가 . 정보시스템의 보유현황

응답한 63명 중 56명(88.9%)이 소형이상의 주전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여 현재 각 보건의료기관이 기본적인 정보화 환경은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각 정보시스템별로 살펴보면, 보건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등

이 21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원격진료시스템이 1명(1.8%)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이는 각 정보시스템 사용기관의 숫적인 차이일 뿐 주전산기의 보유정도에

따른 편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카이자승 검정결과 각 정보시스템이 주전산

기 보유여부에 따라 별다른 차이(Chi-square=8.8, p-value=0.72)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PC 보유수준의 경우, 직원 1인당 1PC 보급에 대해 38명(60.3%), 직원 2인당

1PC 보급에 대해 14명(22.2%), 직원 4인당 1PC 이하 보급에 대해 6명(9.5%),

직원 3인당 1PC 보급에 대해 5명(7.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정보시스템별

로 살펴보면, 보건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등이 25명(39.7%)으로 가

장 많았고, 원격진료시스템이 1명(1.6%)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에 대한 카이자승

검정결과 PC의 보급수준은 각 정보시스템별로 유의한 차이(Chi-square=52.2,

p-value=0.001)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의 경우, 응답한 63명 중 LAN을 구축하여 외부망과 연계 에

대해 34명(54.0%), LAN을 구축하여 외부망과 미연계 에 대해 29명(46.0%)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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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전체 기관이 일단 LAN은 구축한 상태로 나타났다. 이를 각 정보시스템별

로 살펴보면, 최근에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이식병원간 네트워킹 서

비스단계에 들어 간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13명(38.3%)으로 LAN을 구축하여 외

부망과 연계 를 가장 많이 하였으며, 보건소정보시스템 25명(39.7%)이 LAN은 구

축하였으나 외부망과 연계한 기관은 4명(11.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소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보건소 등이 공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외부망과의 연계에 있어서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네트워크 현황은 각 정보시스템별로 유의한 차이(Chi-square=30.8, p-value=0.001)

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각 보건의료기관이 주전산기를 비롯한 PC,

LAN 구축 등 기본적인 정보화 환경은 갖춘 상태로 판단되며, 이는 최근 2∼3년

사이에 컴퓨터의 가격하락과 PC 보급률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은 때문이기도 하

지만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증대에 자극받은 보건의료

기관의 서비스 강화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 정보화 예산현황

금년도 정보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응답한 58명 중 49명(84.5%)이었으

며, 확보예산 수준은 1천만원 미만인 기관이 20명(34.5%)로 가장 많았고, 정보시

스템별로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대부분 정보화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1억원

이상인 기관이 4명(36.4%)으로 가장 확보예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

자승 검정결과 금년도 정보화 예산의 확보정도는 각 정보시스템별로 많은 차이

(Chi-square=43.7, p-value=0.008)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전체예산 대비 정보화예산의 수준은 4%미만이 44명(75.9%)으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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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4-7%미만이 9명(15.5%), 7%이상이 9명(8.6%)이었다. 이를 각 정보시스템별

로 살펴보면, 보건소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보건소가 가장 보편적으로 정보화예

산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1-4%미만의 수준으로 현상유지를 위해 극히 적

은 액수의 정보화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비해 응급의료정보시

스템은 10%이상이 2명(33.3%)으로 비교적 정보화 예산에 대한 투자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관전체 정보화예산 대비 정부 지원예산의 수준은 응답한 58명 중 없다 가

41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7명(29.3%)만이 있다 고 답하였다. 정부 지

원이 있다고 답한 기관도 보건소정보시스템과 전염병정보시스템이 주류를 이루었

는데, 이는 결국 보건소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의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사

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지원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대한 카이자승 검정

결과 각 정보시스템별로 기관전체정보화예산 대비 정부지원예산의 수준에는 유의한

차이(Chi-square=21.4, p-value=0.045)를 보였다.

다 . 정보화 수행조직현황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위상에 대해서는 하 라고 답한 경우가 30명(47.6%)으

로 가장 많았고, 중 이라고 답한 경우가 26명(41.3%), 상 이라고 답한 경우가 7명

(11.1%)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정보화수행조직의 위상이 기관에서 중간이하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수행조직의 위상이

하 라고 답한 중에는 숫적인 면에서 가장 정보시스템이 많이 보급된 보건소정보

시스템이 20명(31.7%)이나 되었는데, 이는 아직까지 보건소 정보화가 극히 제한된

정보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장기이

식정보시스템의 경우 정보화전담수행조직의 위상이 상 이라고 답한 경우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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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중 이라고 답한 경우가 10개(15.9%)나 되어 전체 정보시스템 중 가장 정

보화수행조직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 밖에 정보화수행조직의 위상에 관해

서는 각 정보시스템별로 유의한 차이(Chi-square=43.9, p-value=0.008)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는지와 그들의

위상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응답한 63명 중 30명(47.6%)만이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위상에 대해서는 하 라고 답한 경우가 35

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중 이라고 답한 경우가 13명(20.6%), 상 이라고 답한

경우가 15명(23.8%)순 이었다. 이를 각 정보시스템별로 보면, 정보화전담수행조직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정보시스템이 25명 중 22명(82.0%)이 하 라고 답하

여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서 14명(100%)이 별도의 추진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그들의 위상에 대해서도 중상위로 평가하여 정보화추진체계

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한 카이자승 검정 결과에서도

별도의 추진체계의 위상에 관해서는 각 정보시스템별로 유의한 차이(Chi-square=50.1,

p-value=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 정보화 마인드 및 교육현황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마인드 및 추진의지에 관해서는 응답자 63명 중 26명

(41.2%)이 보통으로 가장 많았고, 25명(39.7%)이 낮은 수준으로, 12명(19.0%)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중하위로 평가하였다. 각 정보시스템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서 14명 중 13명(96.9%)이 당해기관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추진

의지를 중상위 이상으로 답한 반면에, 보건소정보시스템에서는 25명 중 14명(56.0%)

이 당해기관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추진의지를 중하위 이하로 응답하여 다른 기관에

- 43 -



비해 고위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마인드는 각 정보시스템마다 유의한 편차(Chi-square=41.9, p-value=0.0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및 추진의지에 관해서는 응답자 63명 중 29명(46.0%)이

낮은 수준이라고 답하였고, 26명(41.3%)이 보통 수준, 8명(12.7%)가 낮은 수준이라고

답하여 고위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와 마찬가지로 중하위로 평가되었다. 이는 앞장에

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특성대로 타 전문분야에 대한 배타

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각 정보시스

템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서 14명 중 10명(71.4%)이 조직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중상위 이상으로 답하여 타 정보시스템에 비해 조직원들의 정보화 추진의

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건소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25명 중 24명

(96.0%)이 중하위로 답하여, 고위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와 마찬가지로 일반 조직원의

정보화마인드 수준도 타 정보시스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의 정

보화마인드 역시 각 정보시스템마다 유의한 편차(Chi-square=34.4, p-value=0.01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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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 응답자가 속한 기관의 정보화 환경

구분
보건소
정보시
스템

전염병
정보시
스템

혈액유
통정보
시스템

장기이
식정보
시스템

외래진
료예약
시스템

응급의
료정보
시스템

원격진
료시스

템

전
체

정보시스
템

주전산기
보유

있다 21
(37.5)

8
(14.3)

5
(8.9)

13
(23.2)

2
(3.6)

6
(10.7)

1
(1.8)

56
(100.0)

보유현황 없다 4
(57.1)

2
(28.8)

0
(0.0)

1
(14.3)

0
(0.0)

0
(0.0)

0
(0.0)

7
(100.0)

PC 보유 1인당 1PC 17
(44.7)

9
(23.7)

4
(10.5)

6
(15.8)

0
(0.0)

2
(5.3)

0
(0.0)

38
(100.0)

2인당 1PC 8
(57.1)

1
(7.1)

0
(0.0)

0
(0.0)

2
(14.3)

3
(21.4)

0
(0.0)

14
(100.0)

3인당 1PC 0
(0.0)

0
(0.0)

1
(20.0)

3
(60.0)

0
(0.0)

1
(20.0)

0
(0.0)

5
(100.0)

4인당1PC이하 0
(0.0)

0
(0.0)

0
(0.0)

5
(83.3)

0
(0.0)

0
(0.0)

1
(6.7)

1
(100.0)

네트워크
현황

LAN구축,
외부망연계

4
(11.76)

6
(17.7)

4
(38.2)

13
(38.2)

1
(2.9)

6
(17.7)

0
(0.0)

34
(100.0)

LAN구축,
외부망미연계

21
(72.4)

4
(13.8)

1
(3.5)

1
(3.5)

1
(3.5)

0
(0.0)

1
(3.5)

29
(100.0)

정보화 금년도 1억원이상 1
(10.0)

3
(30.0)

1
(10.0)

4
(40.0)

1
(10.0)

0
(0.0)

0
(0.0)

10
(100.0)

예산현황 확보예산 1천만원-
1억원미만

3
(15.8)

3
(15.8)

1
(5.3)

7
(40.0)

0
(0.0)

5
(26.3)

0
(0.0)

19
(100.0)

1천만원미만 21
(72.4)

4
(13.8)

1
(3.5)

0
(0.0)

1
(3.5)

1
(3.5)

1
(3.5)

20
(100.0)

기관전체
예산대비

7%이상 1
(20.0)

0
(0.0)

1
(20.0)

1
(20.0)

0
(0.0)

2
(40.0)

0
(0.0)

5
(100.0)

정보화예
산

4-7%미만 1
(11.1)

3
(33.3)

1
(20.0)

2
(22.2)

0
(0.0)

2
(22.2)

0
(0.0)

9
(100.0)

4%미만 23
(52.3)

7
(15.9)

1
(2.3)

8
(18.2)

2
(4.6)

2
(4.6)

1
(2.3)

44
(100.0)

기관정보화 있음 4
(23.5)

7
(41.2)

0
(0.0)

1
(5.9)

1
(5.9)

4
(23.5)

0
(0.0)

17
(100.0)

정부지원
예산

없음 21
(51.2)

3
(7.3)

3
(7.3)

10
(24.4)

1
(2.4)

2
(4.8)

1
(2.4)

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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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

구분
보건소
정보시
스템

전염병
정보시
스템

혈액유
통정보
시스템

장기이
식정보
시스템

외래진
료예약
시스템

응급의
료정보
시스템

원격진
료시스

템

전
체

정보화 정보화전담 상 0
(0.0)

1
(14.3)

1
(14.3)

3
(42.9)

0
(0.0)

2
(28.6)

0
(0.0)

7
(100.0)

조직현황 수행조직의 중 5
(19.2)

5
(19.2)

4
(15.4)

10
(38.5)

1
(3.9)

1
(3.9)

0
(0.0)

26
(100.0)

위상 하 20
(66.7)

4
(13.3)

0
(0.0)

1
(3.3)

1
(3.3)

3
(10.0)

1
(3.3)

30
(100.0)

CIO 혹은 상 0
(0.0)

2
(20.0)

1
(10.0)

5
(50.0)

0
(0.0)

2
(20.0)

0
(0.0)

10
(100.0)

CEO의 중 2
(15.4)

3
(23.1)

2
(15.4)

5
(38.5)

1
(7.7)

0
(0.0)

0
(0.0)

13
(100.0)

위상 하 23
(57.5)

5
(12.5)

2
(5.0)

4
(10.0)

1
(2.5)

4
(10.0)

1
(2.5)

40
(100.0)

별도추진 상 0
(0.0)

1
(6.7)

1
(6.7)

10
(66.7)

1
(6.7)

2
(13.3)

0
(0.0)

15
(100.0)

체계의 중 3
(23.1)

3
(23.1)

3
(23.1)

4
(30.8)

0
(0.0)

0
(0.0)

0
(0.0)

13
(100.0)

위상 하 22
(62.9)

6
(17.4)

1
(2.9)

0
(0.0)

1
(2.9)

4
(11.4)

1
(2.9)

35
(100.0)

정보화 고위관리자의 상 1
(8.3)

4
(33.3)

0
(0.0)

5
(41.7)

1
(8.3)

1
(8.3)

0
(0.0)

12
(100.0)

마인드현
황

정보화 중 9
(34.6)

5
(19.2)

1
(3.9)

8
(30.8)

0
(0.0)

3
(11.5)

0
(0.0)

26
(100.0)

추진의지 하 15
(62.0)

1
(4.0)

4
(16.0)

1
(4.0)

1
(4.0)

2
(8.0)

1
(4.0)

25
(100.0)

조직원의 상 0
(0.0)

2
(25.0)

0
(0.0)

5
(62.5)

0
(0.0)

0
(0.0)

1
(12.5)

8
(100.0)

정보화 중 9
(34.6)

6
(23.1)

2
(7.7)

5
(19.2)

1
(3.9)

3
(11.5)

0
(0.0)

26
(100.0)

마인드 하 16
(55.2)

2
(6.9)

3
(10.3)

4
(13.8)

1
(3.5)

3
(10.3)

0
(0.0)

29
(100.0)

조직원의 2주일이상 10
(55.6)

0
(0.0)

1
(5.6)

4
(22.2)

1
(5.6)

1
(5.6)

1
(5.6)

18
(100.0)

정보화 1주일-
2주일미만

5
(29.4)

7
(41.2)

1
(5.9)

2
(11.8)

0
(0.0)

2
(11.8)

0
(0.0)

17
(100.0)

교육정도 3일-
1주일미만

4
(36.4)

1
(9.1)

1
(9.1)

4
(36.4)

0
(0.0)

1
(9.1)

0
(0.0)

11
(100.0)

3일미만 6
(35.3)

2
(11.8)

2
(11.8)

4
(23.5)

1
(5.9)

2
(11.8)

0
(0.0)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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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성과에 대한 평가

가 . 항목별 신뢰성 검정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적 성과조사시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

성,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사후관리

의 적정성,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등 5개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내 세부항목

에 대해 평가의견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때 세부항목 중 마지막 항목에서 그 범

주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그 마지막 평가의견이 각 세부항

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유의했는지 그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orrelation 분석결과 5개 범주 모두에서 마지

막 항목과 이전항목의 방향성이 Positive(+)로 나타나 범주별로 마지막 항목이 종

합 평가의견으로 이전항목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 사업적 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평가

사업적 성과에 대해서 각 세부항목별로 < 매우긍정=5, 긍정=4, 보통=3, 부정

=2, 매우부정=1 >의 값을 부여하고, 이에대한 평균값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성과

점수를 산출하였다. 사업적 성과에 대해서는 총 112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에대한

평균성과점수를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이 3.26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이 3.17,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이 3.16, 정보

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이 3.08 순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총 107명이 응답하였는데 평균성과점수가

2.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사업적 성과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

체 평균성과점수가 3.08로 보통에 가까운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결과인데, 이

는 그동안의 각종 보고서에서 발표된 바에 견주어 볼 때, 의외의 긍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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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보인다.

사업적 성과에 대해 각 정보시스템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

정보시스템별로 평균 성과점수를 산출하고, 이에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 표 12 >와 같다.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38로 가장 높았고,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3.33,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23, 전염병

정보시스템이 3.11,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이 3.13,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3.03 순으

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원격진료시스템이 유일하게 2.05로 부

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역시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35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23, 전염병정보시스템이 3.20,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3.18,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이 3.06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에, 외래진료

예약시스템이 2.97, 원격진료시스템이 2.65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3.42로 가장 높

았고, 전염병정보시스템이 3.41,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36,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27,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3.13,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이 3.01 순으로 대체로 긍정

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에, 원격진료시스템이 2.35로 유일하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3.35로 가

장 높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27,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13, 전염병정보시스

템이 3.00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에,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이 2.94,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2.73, 원격진료시스템이 2.10으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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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적정성에 대해서는,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3.28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21, 전염병정보시스템이 3.13, 원격진료시스템이 3.06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에,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2.90, 혈액유통정보시스

템이 2.84,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2.77로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장기이식

정보시스템이 타 범주에 비해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이게 된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장기이식법의 개정

문제로 2년여간이나 시범운영조차 할 수가 없었던 문제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 범주 중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서

만 부정적인 평가결과가 나타났고, 나머지 범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

가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조사상의 Bias가 발생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적 성과에 대한 각 정보시스템별 성과점수 차이에 대해서는 분산분석

결과 각 범주별로 공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각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 그

간의 사업적 성과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평가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2 > 사업적 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성과점수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01

구분
보건소
정보시
스템

전염병
정보시
스템

혈액유
통정보
시스템

장기이
식정보
시스템

외래진
료예약
시스템

응급의
료정보
시스템

원격진
료시스

템
전체 F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3.23 3.11 3.13 3.33 3.03 3.38 2.05 3.17 1.51
(p=0.18)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3.23 3.20 3.06 3.18 2.97 3.35 2.65 3.16 0.58
(p=0.74)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3.36 3.41 3.01 3.42 3.13 3.27 2.35 3.26 1.60
(p=0.15)

정보시스템사후관리
의 적정성

3.13 3.00 2.94 3.35 2.73 3.27 2.10 3.08 1.21
(p=0.30)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3.21 3.13 2.84 2.77 3.28 2.90 3.06 2.71 1.49
(p=0.18)

계 3.23 3.24 3.11 3.27 3.26 3.35 2.76 3.08 0.52
(p=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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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사업적 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 담당역할별 평가

사업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 어떠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각 범주별 사업적 성과점수를 토대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13 >과 같다.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시스템 개발자가 3.4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시스템운영 및 이용자가 3.32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 정책입안 및 집행자가 2.99, 자문가가 2.69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

유의한 차이(F=3.67,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시스템 개발자가 3.4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시스템운영 및 이용자가 3.29, 정책입안 및 집행자가 3.00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 자문가가 2.69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

였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

할별로 유의한 차이(F=4.36, p<0.01)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자가 3.4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시스템운영 및 이용자가 3.36, 정책입안 및 집행자가 3.14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 자문가가 2.89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과점수가 타 범주에 비해 한층

더 높은 편이었으며,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는 유의한 차이(F=2.42,

p=0.07)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시스템 개발자가 3.66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시스템운영 및 이용자가 3.06, 정책입안 및 집행자가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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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 자문가가 2.62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

할별로 유의한 차이(F=3.82, p<0.01)를 보였다.

법·제도적 적정성에 대해서는, 정책입안 및 집행자가 3.24로 가장 높게 평가

하였고,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가 3.12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에, 시스

템개발자가 2.79, 자문가가 2.74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스템개발

자들이 보건의료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직접적으로 부딪혔던 정보화의

법·제도적 제약점과 제반여건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판단

된다.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

유의한 차이(F=2.95, p<0.05)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는 사업적 성

과에 대해 대체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자들이 사업적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자문가들은 상당

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정책입안 및 집행자

들도 그들이 수행한 프로젝트의 계획 및 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정보시스템별로 살펴보면, 보건소정보시스템의 경우 사업적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은 보통 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에 자문가들은 보통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의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담당역할

별로 유의한 차이(F=2.85, p<0.05)를 보여 정책입안자나 시스템운영자가 낮은 성

과점수를 부여한 데 비해 시스템개발자가 높은 성과점수를 부여하였다.

전염병정보시스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 정보시스템에 비해 사업적 성과점수

가 높은 편으로, 정책입안자와 시스템개발자가 높게 평가한 반면에 시스템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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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의 경우, 사업적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담당역할별로

고른 평가결과를 보였으나, 시스템개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담당역할별로 다소

편차(F=3.88, p<0.05)를 보여 정책입안자나 자문가가 낮은 성과점수를 부여한 데

비해 시스템개발자가 다소 높은 성과점수를 부여하였다.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책입안자와 개발자들이 사업적 성과

를 높게 평가한 반면에 자문가들은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법·제도적 적정

성에 대해 담당역할별로 유의한 차이(F=8.25, p<0.01)를 보여 정책입안자가 보통

보다 다소 높게 평가한 데 비해, 나머지 그룹, 특히 자문가는 매우 낮게 평가하였

다. 이는 < 표 12 >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재확인

시켜 주는 결과이다.

이와는 반대로,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의 경우 사업적 성과에 대해 시스템 운영

자와 개발자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정책입안자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입안 당시 국민들이 PC통신을 활용하여 각 병원에 진료

예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이나 문화보다는 전화기술이나 문

화가 훨씬 발달하고 익숙해 있던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미처 성숙되지 못한 정보화 환경 속에서 앞질러 시도함에 따라 결국 실패하

게 되었다는 자성의 평가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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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사업적 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담당역할별 성과점수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전체 정책입안자 2.99 3.00 3.14 3.05 3.24
시스템운영자 3.32 3.29 3.35 3.06 3.25
시스템개발자 3.40 3.40 3.46 3.66 3.34
자문가 2.69 2.69 2.89 2.62 3.09
F 3.67** 4.36** 2.42* 3.82** 2.95*

보건소정보 정책입안자 3.16 3.04 3.16 2.80 3.72
시스템 시스템운영자 3.27 3.28 3.35 2.99 3.30

시스템개발자 3.40 3.52 3.52 4.12 2.80
자문가 2.92 2.92 3.44 3.12 2.72
F 0.38 0.87 0.30 2.85* 2.05

전염병정보 정책입안자 3.60 3.80 4.00 4.00 3.00
시스템 시스템운영자 2.91 3.04 3.22 2.76 3.07

시스템개발자 4.80 4.20 4.80 4.00 2.60
자문가 3.00 3.15 3.35 3.05 3.53
F 1.95 0.62 1.26 0.60 2.57

혈액유통 정책입안자 2.60 2.80 3.20 3.10 3.00
정보시스템 시스템운영자 3.32 3.20 2.84 2.36 2.75

시스템개발자 3.40 3.40 3.36 3.60 2.83
자문가 2.60 2.33 2.47 2.47 2.90
F 2.12 3.88* 2.07 3.22 0.19

장기이식 정책입안자 3.70 3.00 3.60 3.80 3.20
정보시스템 시스템운영자 3.42 3.37 3.58 3.51 2.98

시스템개발자 3.80 3.20 3.70 3.50 2.20
자문가 2.40 2.47 2.40 2.26 1.50
F 1.53 1.25 2.60 1.55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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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외래진료 정책입안자 1.80 1.80 2.80 2.20 3.40

예약시스템 시스템운영자 3.60 3.40 3.00 2.40 4.60

시스템개발자 3.60 3.40 3.80 3.80 3.00

자문가 3.07 3.07 3.07 2.67 2.70

F 0.30 0.20 0.08 0.51 4.64

응급의료 정책입안자 2.80 3.20 2.93 2.80 2.87

정보시스템 시스템운영자 4.12 3.73 3.64 3.76 2.84

시스템개발자 3.10 3.30 3.50 3.70 3.10

자문가 2.00 2.00 2.00 1.40 -

F 2.98 3.44 0.83 1.73 0.40

원격진료 정책입안자 3.00 4.00 3.00 3.60 3.00

시스템 시스템운영자 2.60 3.00 3.60 2.40 3.20

시스템개발자 1.60 2.60 1.40 1.40 3.00

자문가 1.00 1.00 1.40 1.00 -

F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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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정보화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차이

각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자가 속한 기관의 정보화 환경에 따라 사업적

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기 위해, 정보화환경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 범주별 사업적 성과점수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14-1 > 내지 <

표 14-6 >과 같다.

기관전체예산 대비 정보화예산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기관전체예산 대비 정보화예산이 대체로 4-7%미만 일 때 각 범주별로 성과점수

가 높고, 정보화예산이 4% 미만 일 때 각 범주별로 성과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예산수준이 아직 평균적으로

1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 정보화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나마 기본적인 현상

유지 수준의 정보화예산 투자가 있는 기관에서 정보화성과가 높을 수 있으며, 전

혀 투자가 없는 기관일수록 정보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준다.

기관전체 정보화예산 대비 정부지원예산 정도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화예산 대비 정부지원예산수준이 30-50%미만 일 때, 각 범주

별로 사업적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는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예산 자립도가 매우 낮고 독자적인 정보화 추진의지 역시 낮은 상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국가에서 범 국민적 서비스차원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정보화전담수행조직의 위상정도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차이에 대해 살펴보

면, 정보화전담수행조직의 위상이 상 일 때 프로젝트 및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성과점수가 3.77, 시스템개발의 적정성에 대한 성과점수가 3.71로 가장 높았다. 또

한 정보화수행조직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경우가 각 범주별로 사업적 성과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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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혹은 CIO의 위상정도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CEO 혹은 CIO의 위상이 중 일 때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성과점수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CEO 혹은 CIO의 위상이 상 일 때 대체로 각 범주별로 사

업적 성과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하일 때 사업적 성과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별도의 추진체계의 존재여부와 위상정도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차이에 대

해 살펴보면, 별도의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그들의 위상이 상 인 경우,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과 시스템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서

가장 높은 성과점수가 나타난 반면에, 그들의 위상이 중 일 때 가장 낮은 성과점

수가 나타났다.

고위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는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마인드가 상 일 때, 시스템개발의 적정성과 시스템운영의 적정성에서 가장 높은

성과점수가 나타났다. 조직원의 정보화마인드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는 조직원

의 정보화마인드가 상 일 때, 각 범주별로 사업적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 일 때 대체로 낮은 성과점수가 나타났다. 조직원의 정보화 교육정도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는 특이하게도 교육기간이 3일-1주일미만 일 때 각 범주별로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중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

며, 그들의 성과점수가 가장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산분석 결과 정보화 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

는 통계학적으로 그다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정보화환

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를 파악해 볼 때, 정보화사업은 투자예산의 규모와 정

도, 또는 정보화전담조직 및 체계와 고위관리자와 조직원들의 정보화추진의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는 기존의 정보화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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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1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전체)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금년도 1억원 이상 3.29 3.11 3.44 3.04 3.67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3.63 3.47 3.56 3.40 2.94

1천만원미만 3.28 3.33 3.33 2.98 3.35
F 1.22 0.57 0.57 1.07 2.83

기관전체예산 7% 이상 3.36 3.32 3.04 3.08 2.95
대비 4-7% 미만 3.51 3.28 3.48 3.24 2.82
정보화예산 4 % 미만 3.38 3.35 3.46 3.11 3.27

F 0.10 0.04 0.79 0.07 2.56
기관전체정보화 30-50% 미만 3.80 3.80 4.00 4.00 3.00
예산 대비 10% 미만 3.31 3.26 3.39 3.23 3.13
정부지원예산 없음 3.42 3.36 3.43 3.07 3.18

F 0.22 0.36 0.34 0.52* 0.09
정보화전담 상 3.77 3.71 3.31 3.26 2.97
수행조직의 중 3.27 3.17 3.28 3.03 3.20
위상 하 3.30 3.35 3.10 3.15 3.73

F 1.12 2.09 0.37 0.15 0.41
CIO 혹은 상 3.46 3.44 3.22 3.26 3.06
CEO의 중 3.23 3.32 3.48 3.42 3.04
위상 하 3.35 3.29 3.37 2.95 3.21

F 0.21 0.22 0.35 1.26 0.49
별도추진 상 3.57 3.57 3.41 3.57 2.96
체계의 중 3.25 3.15 3.26 2.88 3.11
위상 하 3.29 3.27 3.38 2.98 3.25

F 0.73 1.61 0.17 2.38 1.23
고위관리자의 상 3.51 3.50 3.58 3.56 3.00
정보화 중 3.24 3.28 3.40 3.18 3.05
추진의지 하 3.38 3.25 3.24 2.79 3.31

F 0.46 0.99 0.88 2.75 1.64
조직원의 상 3.40 3.48 3.63 3.53 3.00
정보화 중 3.31 3.32 3.36 3.02 3.10
마인드 하 3.35 3.27 3.30 3.03 3.24

F 0.04 0.31 0.64 0.92 0.67
조직원의 2주일이상 3.00 3.00 3.26 2.73 2.89
정보화 1-2주일미만 3.22 3.33 3.21 3.00 3.15
교육정도 3일-1주일미만 3.71 3.63 3.95 3.76 3.16

3일미만 3.56 3.41 3.25 3.11 3.35
F 2.48 2.57 3.20* 2.8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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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2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보건소정보시스템)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금년도 1억원 이상 3.40 3.00 3.00 3.20 3.20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3.13 3.20 3.53 2.73 2.80

1천만원미만 3.30 3.32 3.32 3.00 3.40
F 006 0.14 0.29 0.17 0.33

기관전체예산 7% 이상 2.00 2.40 3.00 2.40 -
대비 4-7% 미만 3.40 3.00 3.00 3.20 3.20
정보화예산 4% 미만 3.33 3.35 3.37 3.00 3.37

F 1.26 1.08 0.31 0.28 0.05
기관에대한 있음 2.80 3.00 3.10 3.10 3.07
정부지원예산 없음 3.37 3.35 3.38 2.96 3.41

F 1.62 0.94 0.70 0.09 2.17
정보화전담 상 3.13 3.11 3.40 3.39 2.97
수행조직의 중 3.36 3.00 3.00 2.68 3.76
위상 하 3.26 3.37 3.42 3.06 3.23

F 0.06 1.25 1.97 0.86 2.08
CIO 혹은 상 3.46 3.44 3.22 3.26 3.06
CEO의 중 3.23 3.32 3.48 3.42 3.04
위상 하 3.35 3.29 3.37 2.95 3.21

F 0.24 1.22 0.65 0.04 0.04
별도추진 상 3.13 3.11 3.40 3.39 2.97
체계의 중 3.20 3.26 3.20 3.13 3.33
위상 하 3.29 3.30 3.35 2.96 3.37

F 0.03 0.01 0.16 0.11 0.01
고위관리자의 상 4.00 3.80 4.00 3.20 -
정보화 중 3.13 3.31 3.51 3.31 3.20
추진의지 하 3.32 3.25 3.18 2.77 3.44

F 0.51 0.30 1.47 1.28 0.51
조직원의 상 3.13 3.11 3.40 3.39 2.97
정보화 중 3.49 3.51 3.73 3.40 3.20
마인드 하 3.16 3.18 3.11 2.75 3.44

F 0.88 1.50 7.60* 4.10* 0.51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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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3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전염병정보시스템)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금년도 1억원 이상 2.67 2.87 3.13 2.67 3.00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3.27 3.27 3.60 2.93 2.93

1천만원미만 3.00 3.20 3.20 3.00 3.20
F 0.51 0.23 0.39 0.08 1.80

기관전체예산 4-7% 미만 3.00 3.20 3.13 2.80 3.00
대비 4% 미만 2.97 3.09 3.37 2.91 3.09
정보화예산 F 0.00 0.05 0.25 0.02 0.32
기관에대한 있음 3.00 3.09 3.26 2.86 3.09
정부지원예산 없음 2.93 3.20 3.40 2.93 3.00

F 0.02 0.05 0.09 0.01 0.32
정보화전담 상 2.60 2.80 2.80 2.20 3.00
수행조직의 중 3.32 3.40 3.72 3.36 3.08
위상 하 2.65 2.85 2.90 2.45 3.05

F 1.30 0.71 2.86 1.16 0.05
CIO 혹은 상 3.46 3.44 3.22 3.26 3.06
CEO의 중 3.23 3.32 3.48 3.42 3.04
위상 하 3.35 3.29 3.37 2.95 3.21

F 0.29 0.51 1.24 1.28 0.92
별도추진 상 4.00 4.40 3.80 4.40 3.60
체계의 중 3.27 3.20 3.40 2.80 2.93
위상 하 2.67 2.87 3.17 2.67 3.03

F 2.74 2.74 0.38 1.33 20.07**
고위관리자의 상 3.05 3.25 3.15 3.00 3.20
정보화 중 3.00 3.08 3.52 2.92 2.96
추진의지 하 2.60 2.80 2.80 2.20 3.00

F 0.14 0.14 0.61 0.21 1.70
조직원의 상 3.20 3.30 3.40 3.10 3.00
정보화 중 3.00 3.13 3.27 2.80 3.10
마인드 하 2.70 2.90 3.30 2.90 3.00

F 0.22 0.15 0.02 0.05 0.22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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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4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혈액유통정보시스템)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PC 보유현황 1인당 1PC 3.50 3.35 3.00 2.45 2.75

그 이하 2.60 2.60 2.20 2.00 -

F 48.60** 12.27** 3.20 0.17 0.49

정보화전담 상 3.60 3.60 3.20 3.20 2.40

수행조직의 중 3.25 3.10 2.75 2.15 2.87

위상 F 0.50 1.67 0.59 9.80* 12.25

CIO 혹은 상 3.46 3.44 3.22 3.26 3.06

CEO의 중 3.23 3.32 3.48 3.42 3.04

위상 하 3.35 3.29 3.37 2.95 3.21

F 1.02 1.80 0.21 5.40 4.25

별도추진 상 3.60 3.60 3.20 3.20 2.40

체계의 중 3.20 3.07 2.60 2.20 2.90

위상 하 3.40 3.20 3.20 2.00 2.80

F 0.23 0.62 0.77 3.80 4.25

고위관리자의 중 3.60 3.60 3.20 2.60 2.60

정보화 하 3.25 3.10 2.75 2.15 2.87

추진의지 F 0.50 1.67 0.59 9.80* 12.25

조직원의 중 3.50 3.40 3.20 2.60 2.60

정보화 하 3.20 3.07 2.60 2.20 2.90

마인드 F 0.56 0.94 2.31 0.60 1.80

조직원의 2주일이상 3.40 3.20 3.20 2.00 2.80

정보화 1-2주일미만 3.60 3.60 3.20 3.20 2.40

교육정도 3일-1주일미만 2.60 2.60 2.20 2.00 -

3일미만 3.50 3.30 2.80 2.30 2.90

F 11.13 9.00 0.70 1.80 4.25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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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5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장기이식정보시스템)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금년도 1억원 이상 3.70 3.30 3.85 3.55 3.15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3.74 3.60 3.80 3.91 3.03

F 0.01 0.34 0.01 0.29 0.14
기관전체예산 7% 이상 4.00 3.80 4.20 4.60 3.40
대비 4-7% 미만 3.00 2.90 3.10 2.90 2.30
정보화예산 4% 미만 3.88 3.60 3.95 3.90 3.23

F 1.05 0.66 1.43 1.10 6.36*
기관에대한 있음 4.00 3.80 4.20 4.60 3.40
정부지원예산 없음 3.70 3.46 3.78 3.70 3.04

F 0.12 0.15 0.30 0.66 0.46
정보화전담 상 4.33 4.27 4.13 4.07 3.13
수행조직의 중 3.24 3.18 3.54 3.50 3.10
위상 하 3.00 3.00 3.00 3.00 1.80

F 2.20 3.77* 1.21 0.52 7.02*
CIO 혹은 상 3.46 3.44 3.22 3.26 3.06
CEO의 중 3.23 3.32 3.48 3.42 3.04
위상 하 3.35 3.29 3.37 2.95 3.21

F 0.01 0.86 0.30 1.26 1.05
별도추진 상 3.52 3.52 3.60 3.72 2.94
체계의 중 3.30 3.10 3.70 3.25 3.20
위상 F 0.16 0.91 0.05 0.62 0.88
고위관리자의 상 3.64 3.64 3.72 3.92 2.96
정보화 중 3.40 3.33 3.63 3.48 3.08
추진의지 하 3.00 2.80 3.20 2.80 2.80

F 0.22 0.59 0.19 0.60 0.18
조직원의 상 3.64 3.64 3.72 3.92 2.96
정보화 중 3.24 3.20 3.52 3.12 3.20
마인드 하 3.50 3.35 3.65 3.75 2.85

F 0.23 0.41 0.08 0.86 0.64
조직원의 2주일이상 2.60 2.85 3.05 2.95 2.45
정보화 1-2주일미만 4.00 3.90 3.80 3.60 3.30
교육정도 3일-1주일미만 3.90 3.80 4.20 4.45 3.40

3일미만 3.60 3.30 3.55 3.35 3.05
F 2.43 1.68 2.20 1.99 8.49**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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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6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사업적 성과점수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분
프로젝트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시스템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금년도 1천만-1억원미만 4.00 3.56 3.28 3.40 2.96
정보화예산 1천만원미만 4.20 4.20 4.20 4.40 2.40

F 0.05 1.82 0.36 0.43 32.67**
기관전체예산 7% 이상 3.60 3.40 2.40 2.60 3.00
대비 4-7% 미만 4.90 4.00 4.80 4.90 2.90
정보화예산 4% 미만 3.60 3.60 3.10 3.20 2.70

F 4.57 0.78 3.78 2.94 0.70
기관에대한 있음 4.25 3.80 3.95 4.05 2.80
정부지원예산 없음 3.60 3.40 2.40 2.60 3.00

F 0.93 0.97 2.41 1.94 0.89
정보화전담 상 3.60 3.40 2.40 2.60 3.00
수행조직의 중 3.00 3.00 2.00 2.00 3.00
위상 하 4.67 4.07 4.60 4.73 2.73

F 11.45* 60.00** 51.71** 67.55** 0.86
CIO 혹은 상 3.46 3.44 3.22 3.26 3.06
CEO의 중 3.23 3.32 3.48 3.42 3.04
위상 하 3.35 3.29 3.37 2.95 3.21

F 0.93 0.97 2.41 1.94 0.89
별도추진 상 3.60 3.40 2.40 2.60 3.00
체계의 하 4.25 3.80 3.95 4.05 2.80
위상 F 0.93 0.97 2.41 1.94 0.89
고위관리자의 상 4.20 4.20 4.20 4.40 2.40
정보화 중 3.40 3.67 2.26 2.40 3.00
추진의지 하 4.90 4.00 4.80 4.90 2.90

F 15.78* 13.88 118.22** 48.08** 20.50*
조직원의 중 3.40 3.27 2.27 2.40 3.00
정보화 하 4.67 4.07 4.60 4.73 2.73
마인드 F 16.41* 28.80** 94.23** 76.56** 2.29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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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행 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 성과

가 . 항목간 신뢰성 검정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적 성과조사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

무의 생산성향상정도,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정도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사업적 성과조사시와 마찬가지로 각 범주별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의견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때 세부항목 중 마지막 항목에서 그 범주의 세부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그 종합평가의견이 각 세부항목

에 대한 종합적 의견으로 유의했는지 그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orrelation 분석결과 4개 그룹 모두에서 마지

막 항목과 이전항목의 방향성이 Positive(+)로 나타나 마지막 항목인 종합 평가의

견이 이전항목들에 대한 대표의견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나 . 시스템적 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평가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 사업적 성과와 마찬가지로 각 세부항목별로 < 매우

긍정=5, 긍정=4, 보통=3, 부정=2, 매우부정=1 >의 값을 부여하고, 이에대한 평균

값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성과점수를 산출하였다.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는 총

65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에대한 평균성과점수를 살펴보면, 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3.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가 3.43, 내부업무의 생산성 향상

정도와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도가 공히 3.31순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에대한 점수를 종합해 보면 전체 평균성과점수가 3.39로 보통 보다 높은 수준

이라는 평가결과인데, 이는 사업적 전체 평균성과점수 3.08 보다도 훨씬 높은 것

으로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들이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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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 각 정보시스템별로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 정보시스템별로 평균 성과점수를 산출하고, 이에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 표 15 >와 같다.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85로 가장 높았

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39,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3.38, 혈액유통정보시스템

이 3.29, 전염병정보시스템이 3.13, 원격진료시스템이 3.05 순으로 대체로 긍정적

인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유일하게 2.33으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내부업무 생산성향상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역시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69로 가

장 높았고, 원격진료시스템이 3.76,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42, 외래진료예약시스

템이 3.25,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3.03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에,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이 2.92, 전염병정보시스템이 2.74로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

였다.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57로 가

장 높았고,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45, 원격진료시스템이 3.40, 혈액유통정보시스템

이 3.35,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3.20, 장기이식정보시스템 순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으며, 전염병정보시스템이 2.96으로 유일하게 부정적인 평가결과

를 보였다.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69로 가장 높

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3.56,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3.50, 원격진료시스템이

3.33,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이 3.25, 전염병정보시스템이 3.22,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3.09 순으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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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적 성과는 4개 범주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

가결과가 나타났으며, 시스템적 성과에 대한 각 정보시스템별 성과점수 차이에

대해서는 분산분석 결과, 내부업무의 생산성 향상정도에서 유의한 차이(F=2.18,

p-value<0.05)를 나타냈을 뿐 기타 범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각 보

건의료정보시스템이 그간의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평가의견을 나타

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건소정보시스템이 3개 범주에서 가장 높은 성과점수

를 나타냈는데, 이는 그간 4차례에 걸친 보건소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개선작업

으로 시스템이 많이 안정화된 결과로 판단되며, 반면에 사업적 성과에서 높은 점

수를 나타냈던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시스템적 성과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점수를 나타낸 것은 현재 시범운영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시스템

이 안정화되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

< 표 15 > 시스템적 성과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성과점수

구분
보건소
정보시
스템

전염병
정보시
스템

혈액유
통정보
시스템

장기이
식정보
시스템

외래진
료예약
시스템

응급의
료정보
시스템

원격진
료시스

템
전체 F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3.85 3.13 3.29 3.38 2.33 3.39 3.05 3.50 2.04
(p=0.07)

내부업무의 생산성
향상정도

3.69 2.74 2.92 3.03 3.25 3.42 3.67 3.31 2.18*
(p=0.05)

서비스 개선정도 3.45 2.96 3.35 3.15 3.20 3.57 3.40 3.31 0.62
(p=0.71)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3.69 3.22 3.25 3.09 3.50 3.56 3.33 3.43 0.88
(p=0.51)

계 3.67 3.01 3.20 3.20 3.18 3.07 3.48 3.39 0.85
(p=0.47)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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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시스템적 성과 차이

각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자가 속한 기관의 정보화 환경에 따라 시스템

적 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기 위해, 정보화환경을 독립변수로 하

고 각 범주별 사업적 성과점수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16-1 > 내

지 < 표 16-6 >과 같다.

정보시스템 활용도는 기관전체예산 대비 정보화예산수준(F=2.54, p-value<0.05)과

조직원의 정보화교육정도(F=2.54, p-value<0.05)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조직원의 정보화마인드가 상 일 때와 조직원의 정보화교육기간이 2

주일이상일 때 정보시스템 활용도가 각각 3.77,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

보시스템의 활용도가 조직원의 정보화마인드와 정보화교육정도에 따라 증감함을 의

미한다.

내부업무 생산성향상정도는 네트워크 수준(F=6.91, p-value<0.05)과 전담수행

조직의 위상(F=4.10, p-value<0.05)과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추진의지(F=3.57, p-value<0.05)

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네트워크수준이 LAN을 구축하여

외부망과 연계하였을 때 내부업무 생산성향상정도에 대한 성과점수가 3.58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그 이외에는 분산분석 결과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정보화 환경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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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1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시스템적 성과점수 (전체)

구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생산
성향상정도

이용자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주전산기 보유 있음 3.52 3.29 3.25 3.36
없음 3.52 3.21 3.51 3.71
F 0.00 0.05 0.69 0.98

PC 보유 1인당1PC 이상 3.53 3.33 3.27 3.44
1인당1PC 이하 3.48 3.08 3.33 3.21
F 0.02 0.76 0.04 0.60

네트워크 수준 외부망 연계 3.35 3.02 3.19 3.22
(LAN 구축) 외부망 미연계 3.71 3.58 3.39 3.61

F 2.89 6.91* 0.93 2.94
금년도 1억원 이상 3.44 3.13 3.22 3.22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3.35 3.19 3.33 3.43

1천만원 미만 3.72 3.58 3.48 3.68
F 1.21 1.74 0.54 1.37

기관전체예산 7%이상 2.79 2.54 2.85 2.83
대비 4-7% 미만 3.55 3.35 3.38 3.44
정보화예산 4%미만 3.63 3.46 3.44 3.61

F 1.95 2.45 1.33 1.94
정보화전담 상 3.22 3.16 3.33 3.50
수행조직의 중 3.35 2.95 3.07 3.01
위상 하 3.73 3.59 3.44 3.70

F 1.98 4.10* 1.45 4.40*
고위관리자의 상 3.73 3.12 3.42 3.21
정보화마인드 중 3.32 3.01 3.05 3.33

하 3.62 3.61 3.43 3.55
F 1.27 3.57* 1.62 0.64

조직원의 상 3.77 3.21 3.18 3.04
정보화마인드 중 3.47 3.08 3.06 3.27

하 3.49 3.26 3.40 3.63
F 0.43 1.30 0.75 0.99

조직원의 2주일이상 3.97 3.18 3.14 3.16
정보화교육정도 1주일-2주일미만 3.16 3.07 3.06 3.27

3일-1주일미만 3.29 3.26 3.40 3.63
3일미만 3.54 3.58 3.54 3.63
F 3.38* 1.05 1.25 1.14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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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2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시스템적 성과점수 (보건소정보시스템)

구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생산
성향상정도

이용자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주전산기 보유 있음 3.82 3.64 3.30 3.60
없음 4.04 3.63 3.85 3.92
F 0.31 0.00 2.96 0.67

네트워크 수준 외부망 연계 4.29 3.33 3.40 3.58
(LAN 구축) 외부망 미연계 3.77 3.70 3.39 3.67

F 1.78 0.97 0.00 0.05
금년도 1억원 이상 3.83 3.33 2.60 3.00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4.50 3.56 3.27 3.89

1천만원 미만 3.76 3.67 3.45 3.65
F 0.13 1.01 0.59 0.33

기관전체예산 7%이상 4.50 3.00 3.40 3.67
대비 4-7% 미만 3.83 3.33 2.60 3.00
정보화예산 4%미만 3.83 3.68 3.43 3.68

F 0.39 0.57 0.89 0.44
정보화전담 상 3.75 4.25 4.20 4.17
수행조직의 중 3.70 3.57 3.40 3.40
위상 하 3.89 3.66 3.39 3.72

F 0.27 0.07 0.00 0.82
고위관리자의 상 4.00 3.66 4.00 3.66
정보화마인드 중 4.07 3.48 3.35 3.81

하 3.71 3.73 3.37 3.55
F 0.70 0.37 0.51 0.37

조직원의 상 3.75 4.25 4.20 4.16
정보화마인드 중 4.11 3.76 3.42 3.74

하 3.71 3.57 3.38 3.60
F 1.82 0.42 0.03 0.21

조직원의 2주일이상 4.12 3.33 3.38 3.40
정보화교육정도 1주일-2주일미만 3.70 3.53 3.20 3.53

3일-1주일미만 4.08 3.75 3.45 4.25
3일미만 3.39 4.17 3.53 3.78
F 1.56 2.28 0.26 1.66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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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3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시스템적 성과점수 (전염병정보시스템)

구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생산
성향상정도

이용자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주전산기 보유 있음 3.14 2.79 2.94 3.10
없음 3.08 2.58 3.00 3.67
F 0.01 0.11 0.01 1.09

네트워크 수준 외부망 연계 2.94 2.83 3.00 3.16
(LAN 구축) 외부망 미연계 3.50 2.56 2.87 3.33

F 1.07 0.27 0.10 0.10
금년도 1억원 이상 2.94 2.78 2.80 2.89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3.22 2.94 3.00 3.22

1천만원 미만 3.22 2.50 3.07 3.56
F 0.10 0.24 0.14 0.64

기관전체예산 4-7% 미만 3.11 2.67 3.07 2.89
대비 4%미만 3.14 2.78 2.90 3.39
정보화예산 F 0.00 0.04 0.15 1.07
정부지원예산 있음 3.29 2.88 3.14 3.38

없음 2.58 2.25 2.30 2.67
F 1.38 1.24 5.10* 1.86

정보화전담 상 3.17 2.33 2.40 3.00
수행조직의 중 3.43 3.17 3.17 3.47
위상 하 2.61 2.17 2.80 2.88

F 1.12 3.01 0.87 0.66
고위관리자의 상 3.17 2.71 3.40 3.33
정보화마인드 중 3.08 2.88 2.65 3.17

하 3.17 2.33 2.40 3.00
F 0.01 0.19 3.84 0.09

조직원의 상 3.50 3.00 3.10 3.33
정보화마인드 중 3.10 2.53 2.88 3.33

하 2.83 3.00 3.00 2.83
F 0.32 0.40 0.09 0.34

조직원의 1주일-2주일미만 2.83 2.72 2.90 3.06
정보화교육정도 3일-1주일미만 3.83 3.00 3.00 3.67

3일미만 3.67 2.67 3.10 3.50
F 1.57 0.06 0.07 0.48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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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4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시스템적 성과점수 (혈액유통정보시스템)

구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생산
성향상정도

이용자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PC 보유 1인당1PC 이상 3.50 3.17 3.47 3.44

2인당1PC 이하 2.67 2.17 3.00 2.67

F 0.39 1.00 0.19 0.49

네트워크 수준 외부망 연계 3.00 2.67 3.13 3.00

(LAN 구축) 외부망 미연계 4.17 3.66 4.00 4.00

F 0.94 1.00 0.86 0.96

조직원의 중 4.17 3.67 4.00 4.00

정보화마인드 하 3.00 2.67 3.13 3.00

F 0.94 1.00 0.86 0.96

조직원의 2주일이상 4.17 3.67 4.00 4.00

정보화교육정도 3일-1주일미만 2.67 2.17 3.00 2.67

3일미만 3.17 2.92 3.20 3.16

F 0.30 0.50 0.23 0.33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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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5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시스템적 성과점수 (장기이식정보시스템)

구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생산
성향상정도

이용자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주전산기 보유 있음 3.40 2.92 3.05 2.94
없음 2.33 2.83 3.20 3.00
F 1.90 0.01 0.02 0.00

PC 보유 1인당1PC 이상 3.17 2.78 2.76 2.60
2인당1PC 이하 3.44 3.02 3.25 3.17
F 0.41 0.27 0.58 0.67

네트워크 수준 외부망 연계 3.32 2.91 3.03 3.00
(LAN 구축) 외부망 미연계 3.80 3.40 3.00 4.00

F 0.00 0.01 0.09 0.27
금년도 1억원 이상 3.54 3.21 3.50 3.33
정보화예산 1천만-1억원미만 3.07 3.05 3.43 3.28

F 0.78 0.09 0.01 0.01
기관전체예산 7%이상 2.33 2.83 3.20 3.00
대비 4-7% 미만 3.17 2.92 2.80 3.17
정보화예산 4%미만 3.38 3.19 3.69 3.38

F 0.64 0.13 0.92 0.07
정보화전담 상 3.94 4.11 4.27 4.44
수행조직의 중 3.18 2.55 2.69 2.37
위상 하 2.83 3.00 2.80 3.67

F 1.44 8.53** 3.10 7.25**
고위관리자의 상 3.93 3.20 3.16 2.87
정보화마인드 중 2.92 2.75 3.03 3.05

하 3.50 2.83 2.80 2.67
F 3.95* 0.40 0.04 0.05

조직원의 상 3.93 3.20 3.16 2.87
정보화마인드 중 3.17 2.67 3.04 2.93

하 2.75 2.88 2.93 3.11
F 4.13* 0.46 0.03 0.03

조직원의 2주일이상 3.50 2.38 2.00 2.08
정보화교육정도 1주일-2주일미만 3.75 3.92 3.90 4.17

3일-1주일미만 2.33 2.83 3.20 3.00
3일미만 3.92 3.04 3.60 3.17
F 10.34** 1.81 2.78 1.66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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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6 > 정보화 환경에 따른 시스템적 성과점수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생산
성향상정도

이용자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

PC 보유 1인당1PC 이상 3.13 3.33 3.44 3.47

1인당1PC 이하 4.67 3.83 4.20 4.00

F 1.92 0.13 0.43 0.18

금년도 1천만-1억원미만 3.13 3.33 3.44 3.47

정보화예산 1천만원 미만 4.67 3.83 4.20 4.00

F 1.92 0.13 0.43 0.18

기관전체예산 7%이상 2.17 2.17 2.40 2.33

대비 4-7% 미만 4.17 4.67 4.50 4.50

정보화예산 4%미만 3.83 3.42 3.80 3.83

F 4.77 16.46* 20.18* 13.30*

정부지원예산 있음 4.00 4.04 4.15 4.17

없음 2.17 2.17 2.40 2.33

F 11.52* 8.79* 19.68* 17.93*

정보화전담 상 2.17 2.17 2.40 2.33

수행조직의 중 3.00 3.00 3.40 3.67

위상 하 4.33 4.39 4.40 4.33

F 39.25** 13.43* 90.62** 10.83*

고위관리자의 상 4.67 3.83 4.20 4.00

정보화마인드 중 2.44 2.44 2.73 2.78

하 4.17 4.67 4.50 4.50

F 15.96* 13.43* 9.23* 3.38

조직원의 중 2.44 2.44 2.73 2.78

정보화마인드 하 4.33 4.39 4.40 4.33

F 31.24** 19.76* 22.32* 7.84*

조직원의 2주일이상 4.67 3.83 4.20 4.00

정보화교육정도 1주일-2주일미만 2.17 2.17 2.40 2.33

3일-1주일미만 4.00 4.33 4.60 4.00

3일미만 3.67 4.00 3.90 4.33

F 3.86 1.61 5.88 3.44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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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간의 연관성 분석

현행 시스템의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9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는데, 나누어진 9개 범주가 상호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 지 검정하기 위해 각 범주별 평균성과점수를 토대로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17 >과 같다.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과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의 관계는 방향성이

negative(-)로 상호 음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주에서

방향성이 Positive(+)로 나타나 상호 양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연관성 정도에 있어서도 대체로 유의수준(p-value < 0.001)하에서 상호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은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적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도는 가장 높은 연관성(0.65)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프

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0.57),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과 내부업무의 생산성 향상정도(0.56) 순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

냈는데, 이는 각 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 성패여부가 정보시스템의 계획과정에서

이미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 순으로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과 시스템적 성과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제도적 요인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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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간의 상관계수

구분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내부업무의
생산성 향상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도

업무처리절차개
선정도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0.24 0.56** 0.65** 0.57**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0.19 0.44** 0.49** 0.49**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0.38 0.50** 0.52** 0.51**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

0.24 0.43** 0.46** 0.42**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0.21 0.19 0.18 0.23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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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

가 . 주요성공요인의 우선순위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를 평가한 모든 설문대

상자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우

선순위를 작성케 하였는데 이에대해 총 100명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각 항목에 부여한 우선순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18 >과 같다.

주요성공요인에 대해서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이 평

균 1.80으로 1순위를 나타냈고, 이어서 환경적 요인(2.64), 구조적 요인(3.10), 기술

적 요인(3.72), 정보화 외적요인(3.76)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이를 세부항

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이 평균

2.51로 1순위를,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 평가 가 평균 4.84로 6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환경적 요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10)을, 구조적 요인에서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단조직의 구축·운영

(2.44)을, 기술적 요인에서는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

간의 투입 (1.85)을, 정보화 외적요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에 대한 확산의지 (1.96)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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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주요성공요인의 우선순위 (전체)

순
위

분야별 평균 표준
편차

순
위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평균 표준
편차

1 정책적 1.80 1.17 1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2.51 1.60

요인 2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3.18 1.47

3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3.21 1.77

4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3.39 1.36

5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3.87 1.46

6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4.84 1.64

2 환경적 2.64 1.14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10 0.97

요인 2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48 1.23

3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2.58 1.13

4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2.85 1.00

3 구조적 3.10 1.15 1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2.44 1.13

요인 2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2.55 1.45

3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2.56 1.21

4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3.63 1.36

5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3.82 1.26

4 기술적 3.72 1.27 1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85 0.70

요인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1.96 0.90

3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2.19 0.81

5 정보화 3.76 1.35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1.96 1.12

외적 2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2.54 0.99

요인 3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2.62 1.05

4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2.88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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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담당역할별 우선순위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성공요인은 조직 환경과 각 관리자의 상황

적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주관적 요인(Bullen & Rockart, 1981)으로 평가되

는 바, 설문대상자들이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담당한 역할별로 각자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응답자들을 그

들이 현행 정보시스템에서 담당했던 역할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중요하게 인식하

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1) 정책 입안 및 집행자의 주요성공요인

정책입안 및 집행자 총16명이 응답한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항목별 우선순

위는 < 표 19-1 >과 같다.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이 평균 1.81로 1순위를 나타

냈고, 이어서 구조적 요인(2.69), 환경적 요인(2.94), 기술적 요인(3.38), 정보화 외

적요인(4.19)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이 평균 2.13으로 1순위를, 프로

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 평가 가 평균 4.63로 6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구조

적 요인에서는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1.81)을, 환경

적 요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1.94)을, 기술적

요인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1.88)

을, 정보화 외적요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확

산의지 (1.69)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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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의 주요성공요인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총55명이 응답한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항목별 우선

순위는 < 표 19-2 >와 같다.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이 평균 1.87로 1순위를 나타

냈고, 이어서 환경적 요인(2.60), 구조적 요인(3.22), 기술적 요인(3.60), 정보화 외

적요인(3.75)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이 평균 2.29으로 1순위를, 프로

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 평가 가 평균 5.26로 6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환경

적 요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12)을, 구조적

요인에서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2.24)을, 기술적 요인에

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1.95)을, 정보

화 외적요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확산의지

(2.08)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3) 시스템 개발자의 주요성공요인

시스템 개발자 총15명이 응답한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는 <

표 19-3 >과 같다.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이 평균 1.73으로 1순위를 나

타냈고, 이어서 환경적 요인(2.20), 구조적 요인(3.27), 정보화 외적요인(3.73), 기술

적 요인(4.06)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

적 요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이 평균 2.65로 1순위를, 프로

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 평가 가 평균 4.88로 6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환경

적 요인에서는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2.06)을,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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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2.35)을, 정보화 외적요

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확산의지 (1.82)를, 기

술적 요인에서는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65)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4) 자문가의 주요성공요인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자문가 총14명이 응답한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는 < 표 19-4 >와 같다.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이 평균 1.57로 1순위를 나타

냈고, 이어서 환경적 요인(2.93), 구조적 요인(2.93), 정보화 외적요인(3.36), 기술적

요인(4.21)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적

요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이 평균 2.59로 1순위를, 업무처

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이 평균 3.90으로 6순위를 나타냈다. 또한 환경적

요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00)을, 구조적 요

인에서는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2.14)을, 정보화 외적요

인에서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확산의지 (1.95)를, 기

술적 요인에서는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63)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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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1 >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담당역할별 우선순위 (정책 입안 및 집행자)

순
위 분야별 평균

표준
편차

순
위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평균

표준
편차

1 정책적 1.81 1.28 1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2.13 1.59

요인 2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2.88 0.96

3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3.44 1.59

4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3.94 1.57

5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4.00 1.75

6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4.63 1.71

2 구조적 2.69 0.95 1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1.81 1.11

요인 2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2.50 1.15

3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3.00 1.21

4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3.75 1.48

5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3.94 1.06

3 환경적 2.94 1.00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1.94 0.85

요인 2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2.44 0.96

3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63 1.20

4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3.06 1.24

4 기술적 3.38 1.54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1.88 0.96

요인 2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94 0.68

3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2.19 0.83

5 정보화 4.69 1.22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1.69 1.20

외적 2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2.50 0.73

요인 3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2.63 1.02

4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3.1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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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2 >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담당역할별 우선순위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순
위 분야별 평균

표준
편차

순
위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평균

표준
편차

1 정책적 1.87 1.28 1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2.29 1.48

요인 2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2.95 1.68

3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3.16 1.62

4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3.45 1.29

5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3.90 1.29

6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5.26 1.28

2 환경적 2.60 1.18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12 1.11

요인 2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53 1.23

3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2.62 1.07

4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2.72 0.99

3 구조적 3.22 1.23 1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2.24 1.08

요인 2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2.57 1.46

3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2.64 1.19

4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3.53 1.34

5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4.02 1.18

4 기술적 3.60 1.21 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1.95 0.91

요인 2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97 0.72

3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2.09 0.82

5 정보화 3.75 1.36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2.08 1.06

외적 2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2.55 1.11

요인 3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2.63 1.13

4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2.72 1.08

- 81 -



< 표 19-3 >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담당역할별 우선순위 (시스템 개발자)

순
위 분야별 평균

표준
편차

순
위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평균

표준
편차

1 정책적 1.73 0.96 1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2.65 1.73

요인 2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2.88 1.73

3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3.41 1.42

4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3.53 1.62

5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3.65 1.58

6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4.88 1.50

2 환경적 2.20 1.15 1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2.06 1.14

요인 2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29 0.99

3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65 1.17

4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3.00 1.06

3 구조적 3.27 0.96 1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2.35 1.17

요인 2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2.41 1.00

3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2.76 1.56

4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3.71 1.14

5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3.76 1.30

4 정보화 3.73 1.33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1.82 1.13

외적 2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2.59 1.06

요인 3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2.71 1.05

4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2.88 1.05

5 기술적 4.06 1.22 1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65 0.70

요인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2.06 0.97

3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2.2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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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4 >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담당역할별 우선순위 (자문가)

순
위 분야별 평균

표준
편차

순
위 항목별 주요성공요인 평균

표준
편차

1 정책적 1.57 0.85 1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2.59 1.68

요인 2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3.18 1.40

3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3.68 1.04

4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3.77 1.82

5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3.86 2.14

6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3.90 1.77

2 환경적 2.93 1.07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00 0.62

요인 2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09 1.31

3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2.91 0.81

4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3.00 1.27

3 구조적 2.93 1.21 1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2.14 1.32

요인 2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2.86 1.46

3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3.00 1.07

4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3.41 1.26

5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3.59 1.59

4 정보화 3.36 1.45 1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1.95 1.21

외적 2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2.36 1.00

요인 3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2.41 0.80

4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3.27 1.08

5 기술적 4.21 1.19 1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63 0.58

요인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1.95 0.84

3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2.41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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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담당역할별 우선순위의 비교분석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역할별로 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를 비

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20 >과 같다.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 보면,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에 상관없이 1순위로 정책적 요인을 꼽았으며, 2, 3순

위로 환경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4, 5순위로 기술적 요인과 정보화 외적요인을

꼽았다. 이 중 정책입안 및 집행자들은 정보화 예산이나 법·제도적 문제인 환경

적 요인보다는 보건의료정보센터나 표준화전담조직 등 구조적 요인을 더 중요하

게 강조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그들의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

로 판단된다. 반면에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와 시스템 개발자들이 구조적인 요인

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현행 시

스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예산투자와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또한 정책입안자와 시스템운영자들은 정보화 외적요인보다는 기술적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현행 정보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집행하

거나 운영하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등

이 없이는 실제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에 시스템개발자나 자문가들은 기술적 요인보다 정보화 외적요인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현행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자문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확산의지나 고위관리자를 비롯한 보건의

료기관의 정보화마인드에 대해 회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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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주요성공요인에 대해 현행정보시스템에서의 담

당역할별로 우선순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로 정책적 요인에서 담당역할별로 편

차를 보였는데,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F=4.31, p-value<0.01),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F=3.16, p-value<0.05), '정부의 보건

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F=2.95, p-value<0.05)에 대해 담당역할별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구조적 요인 중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에 대해서도 유의한 차이(F=2.57, p-value<0.05)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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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담당역할별 우선순위의 비교

분야별 주요성공요인 우선순위
전체 정책자 운영자 개발자 자문가 F

정책적 요인 1 1 1 1 1 0.26
환경적 요인 2 3 2 2 2 1.64
구조적 요인 3 2 3 3 2 1.44
기술적 요인 4 4 4 5 5 1.09
정보화 외적요인 5 5 5 4 4 0.95
구분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우선순위

전체 정책자운영자개발자자문가 F
정책적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1 1 1 4 1 3.16*
요인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2 2 3 2 3 1.33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3 5 2 1 4 2.95*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4 3 4 3 2 0.21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5 4 5 5 6 0.15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6 6 6 6 5 4.31**

구조적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1 2 1 1 3 2.57*
요인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2 1 2 3 2 1.89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3 3 3 2 1 1.81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4 4 4 4 5 0.38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5 5 5 5 4 1.29

환경적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1 1 1 2 1 0.45
요인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3 2 3 2 0.94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3 2 3 1 4 2.41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4 4 4 4 3 0.69

기술적
요인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 2 2 1 1 1.8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2 1 1 2 2 0.12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3 3 3 3 3 0.94

정보화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1 1 1 1 1 0.64
외적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2 2 2 3 3 0.29
요인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3 3 4 2 2 0.62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4 4 3 4 4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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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정보시스템별 우선순위

현행 정보시스템별로도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중요도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시스템별로 주요성공요인의 우선순

위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야별과 세부항목별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 표 21 >과 같다.

먼저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제외한 나머

지 모든 정보시스템에서 정책적 요인을 1순위로 꼽았으며, 보건소정보시스템과

전염병정보시스템이 환경적 요인(2순위), 구조적요인(3순위), 정보화 외적요인(4순

위), 기술적 요인(5순위)순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구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에 대해 정보시스템

별로 유의한 편차를 보였는데,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구조적 요인을 평균 2.73으로 1

순위로 꼽은 반면에 원격진료시스템이 평균 3.66으로 3순위로 꼽아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F=4.23, p-value<0.01)를 나타내었다. 기술적 요인에 대해 혈액유

통정보시스템이 기술적 요인을 평균 3.25로 2순위로 꼽은 반면에 원격진료시스템

이 평균 4.67로 5순위로 꼽아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F=2.88, p-value<0.05)

를 보였다.

세부항목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구조적 요인 중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

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에 대해서만 유의한 편차를 보였을 뿐 대체로는 각 정

보시스템별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

센터)의 구축·운영 에 대해서는 전염병정보시스템이 평균 1.67로 1순위로 꼽은

반면에 혈액유통정보시스템이 평균 3.19로 3순위로 꼽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F=2.25, p-value<0.05)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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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 정보시스템별 주요성공요인의 우선순위 비교

구분 전체 보건소정
보시스템

전염병정
보시스템

혈액유통
정보시스

템

장기이식
정보시스

템

외래진료
예약시스

템

응급의료
정보시스

템

원격진료
시스템 F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정책적요인 1 1.80 1 1.78 1 1.64 1 2.00 2 2.31 1 1.20 1 1.44 1 1.00 1.32
환경적요인 2 2.64 2 2.59 2 2.29 3 2.66 3 2.73 3 2.40 2 2.33 3 3.00 0.62
구조적요인 3 3.10 3 3.32 3 3.43 4 3.00 1 2.15 2 2.80 4 3.00 4 3.66 4.23**
기술적요인 4 3.72 5 3.57 5 3.57 2 3.25 5 4.11 4 3.80 3 3.77 5 4.67 2.88*
정보화외적요인 5 3.76 4 3.78 4 4.07 5 4.08 4 3.68 5 4.80 5 4.44 2 2.66 1.54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전체 보건소 전염병 혈액유통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1 2.51 1 2.44 1 2.40 1 2.88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및 시스템확산전략 2 3.18 3 3.13 2 3.00 2 3.06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3 3.21 2 2.95 3 3.07 6 4.13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4 3.39 4 3.41 5 4.13 3 3.38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5 3.87 5 3.87 4 3.73 4 3.56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6 4.84 6 5.21 6 4.67 5 4.00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1 2.10 1 1.97 2 2.27 3 2.44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2 2.48 2 2.49 1 2.20 4 3.25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3 2.58 3 2.54 3 2.53 2 2.19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확보 4 2.85 4 3.00 4 3.00 1 2.13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1 2.44 3 2.38 2 2.40 2 2.69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2 2.55 2 2.31 1 1.67 3 3.19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3 2.56 1 2.77 3 2.47 1 1.75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4 3.63 4 3.56 5 4.27 5 3.75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5 3.82 5 3.97 4 4.20 4 3.63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 1.85 1 2.00 1 1.80 1 1.81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2 1.96 1 2.00 2 1.87 2 1.94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3 2.19 1 2.00 3 2.33 3 2.25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의지 1 1.96 1 2.10 1 1.87 2 2.25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2 2.54 2 2.26 2 2.67 3 2.75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3 2.62 3 2.69 4 2.80 1 2.06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및노력 4 2.88 4 2.95 2 2.67 4 2.94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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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세부항목별 주요성공요인 장기이식 외래진료 응급의료 원격진료 F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1 2.05 3 3.29 1 2.73 1 3.00 0.80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및 시스템확산전략 4 3.55 1 2.86 3 3.09 5 3.75 0.42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2 3.05 3 3.29 3 3.09 2 3.25 0.90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3 3.20 1 2.86 2 2.91 3 3.50 1.23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5 3.75 5 4.29 5 4.55 6 4.00 0.64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6 5.40 6 4.43 6 4.64 3 3.50 2.09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2 2.25 1 2.14 1 1.73 1 1.75 0.94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1 2.05 3 2.57 3 2.64 2 2.00 1.77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4 2.90 2 2.43 2 2.45 4 3.50 1.09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확보 3 2.85 4 2.86 4 3.18 3 2.75 1.87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1 2.60 1 2.14 1 2.18 2 2.50 0.38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3 3.05 2 2.71 2 2.64 3 3.00 2.25*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2 2.80 3 2.86 3 2.82 1 1.75 2.09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4 3.20 4 3.29 4 3.45 5 4.25 1.16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5 3.35 5 4.00 5 3.91 4 3.50 0.91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1 1.65 2 1.86 2 2.00 1 1.50 0.84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
자원의 확보 3 2.35 1 1.71 1 1.45 2 1.75 1.38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2 2.00 3 2.43 3 2.55 3 2.75 1.44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의지 1 1.90 1 1.86 1 1.73 1 1.00 0.88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4 2.80 2 2.71 2 2.55 2 2.00 1.18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3 2.70 2 2.71 2 2.55 3 3.00 0.96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및노력 2 2.60 2 2.71 4 3.18 4 4.00 1.19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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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과와 주요성공요인간의 연관성 분석

설문조사시 먼저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를 <매우긍정

=1, 긍정=2, 보통=3, 부정=4, 매우부정=5>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이어 그들이 인식하

는 주요성공요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1에서 5까지 부여토록 하였는데, 이는 현행 보

건의료정보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

과를 평가하고, 그들이 이를 통해 인식하게 된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의 주요성공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자의 의도 때문이었다. 따라서 먼저 작성된 현행 정보시스

템의 성과평가결과와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향후 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간

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 검정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22 >와 같다.

분석결과,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과와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성공

요인의 관계에는 일부 관계에서 상호 양(+)의 관계와 음(-)의 관계로 연관되어 있

었으나 주로 50%미만의 미약한 연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성과결과와 구

조적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호 양(+)의 연관성(F=0.20, p-value<0.05)이 있었

는데, 이는 현행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향후 보건의료정보화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하고,

반대로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구조적 요

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하였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법·제도적 개선

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호 양(+)의 연관

성(F=0.21, p-value<0.05)이 있었는데, 이는 현행 정보시스템이 법·제도적으로 긍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일수록 환경적 요인, 즉 향후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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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활용도에 대한 평가결과와 정보화 외적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호

양(+)의 연관성(F=0.26, p-value<0.05)이 있었는데, 이는 현행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일수록 정보화 외적 요인, 즉 향후 보건의료

분야 관련자(정부 및 보건의료기관, 고위관리자 및 조직원)들의 정보화 추진의지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서비스개선정도

에 대한 평가결과와 정보화 외적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상호 양(+)의 연관성

(F=0.24, p-value<0.05)을 나타냈다.

번면에,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와 정책적 요인에 대

한 우선순위가 상호 음(-)의 연관성(F=0.05, p-value<0.05)을 보였는데, 이는 현행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향후 보건의

료정보화에 있어서 정책적 요인에 대해 우선순위를 낮게 책정하고, 반대로 정보

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정책적 요인에 대

해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현행 정보시스

템의 사후관리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성과관

리를 포함하는 정책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나타낸다. 그 밖에도 향후 기술

적 요인의 우선순위와 현행 정보시스템의 내부업무 생산성 향상정도(F=0.35,

p-value<0.05),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도(F=0.34, p-value<0.05), 업무처리절차 개선

정도(F=0.33, p-value<0.05)에 대한 평가결과 간에, 각각 상호 음(-)의 연관성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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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과와 주요성공요인간의 연관성 분석

구분 정책적요인 환경적요인 구조적요인 기술적요인 정보화외적
요인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

- 0.03 0.01 0.10 - 0.11 0.04

정보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0.07 - 0.09 0.14 - 0.17 0.07

정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0.04 - 0;17 0.20* - 0.07 0.10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

- 0.05* - 0.14 0.13 - 0.04 0.11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

0.17 0.21* - 0.19 - 0.11 - 0.09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 0.23 - 0.00 0.06 - 0.13 0.26*

내부업무의 생산성
향상

0.03 0.13 - 0.01 - 0.35* 0.19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도

- 0.02 0.14 - 0.06 - 0.34* 0.24*

업무처리절차개선정도 - 0.00 0.10 - 0.01 - 0.33* 0.21

주 : * p-value < 0.05, **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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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가에서 추진해 온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성과를 분

석·평가하고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국

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 7종의 보건의료정보시스

템을 경험한 정책결정자, 시스템운영자, 시스템개발자, 자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성과에 대해서는 평균 3.08점의 성

과점수를 보여 현행 정보시스템이 사업적인 면에서는 보통정도의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그 동안 한국전산원의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

점을 비롯한 부정적인 평가에 견주어 볼 때 의외의 평가결과로 보이는데, 여기에

는 설문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공직자임을 인지한 대상자들이 사실에 비해 대체

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Information Bias가 개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정보시스템별로 살펴보면, 각 정보시스템별로 평가의견에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과 정보시스

템 개발의 적정성에 대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정보시스템 운영과 사후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원격진료시스템은 각 사업적 성과에

대해 모두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프

로그램이 완료된 후에도 장기이식법의 개정문제로 2년여간이나 시범운영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그대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는 많은 편차를 보였는데, 전반

적으로 시스템개발자들이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인 반면에, 자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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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업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비교적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자문가들의 평가가 좀 더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로 보인다. 또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정책입안 및 집행자들도 그들이 수

행한 프로젝트의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

하고 있으며, 특히 외래진료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보다는 전화서비스가 훨씬 신속하고 보편화된 우리나라 국

민정서를 정보화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

수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제 적용단계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자성의 소리로 판

단된다.

둘째, 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는 평균 3.39점의

성과점수를 보여 현행 정보시스템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사업적 성과점수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결과로 시스템적

성과조사의 주 대상자인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들의 정부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

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보시스템별로 살펴보면 각 정보시스템별로 내부업무 생산성 향상정도

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의견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보건소정보시스

템이 정보시스템의 활용, 내부업무 생산성 향상정도,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에 대

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외래진료예약시스템이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에 대해 매우 낮게, 전염병정보시스템이 내부업무 생산성 향상정도와 이용

자의 서비스 개선정도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보건소정보시스템이 사업적

성과측면에서 고르게 긍정적인 성과점수를 얻게 된 것은 그간 4차례에 걸친 프로

그램 개선작업으로 시스템이 많이 안정화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업적 성

과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던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이 시스템적 성과측면에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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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현재 시범운영을 개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아

직까지는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은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 환경 요인에 대한 분

석결과, 정보화예산이 많을수록, 정보화전담수행조직 및 CIO 등의 위상이 높을수

록, 고위관리자 및 조직원들의 정보화 추진의지가 높을수록 사업적 성과점수가

높았으며,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외부망과 연계수준), 전담수행조직의 위상이

높을수록, 고위관리자와 조직원의 정보화 추진의지가 높을수록, 정보화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스템적 성과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정보화전담수행조

직의 위상과 고위관리자 및 조직원의 정보화 추진의지가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데 반면에, 의외로 정보화 예산은 시스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보화사업이 투자예산의 규모와 정보화 전담수행조직(김진응,

1998), 그들의 정보화 추진의지(김종호, 1994)와 교육수준(박두희, 1998)에 따라 그

정보시스템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넷째, 사업적 성과결과와 시스템적 성과결과간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적 성과점수가 높게 평가된 정보시스템일수록 시스템적

성과점수도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에 사업적 성과점수가 낮을수록 시스템적 성

과점수도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정보시스템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성공해야 시스

템적인 측면으로도 성공할 수 있으며, 반면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정보시

스템은 시스템적인 측면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Pyuburn(1983)의 연구결

과와 김은홍(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의 적정성은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적 성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각 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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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여부가 정보시스템의 계획과정에서 이미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으로 김진응(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과 시스템적 성과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제도적 요인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현행 정보시스템의 경험자들은 향후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

요인으로 정책적 요인,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정보화 외적요인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세부항목별로는 정책적 요인에서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의 수립'을, 환경적 요인에서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을, 구조적 요인에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

영 을, 기술적 요인에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을, 정보화 외적요인에서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확산의지 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이는 국 내·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CSF 즉, 전략계획의 수립, 충분한 예산의 확보, 정보지원센터의 구축·운영, 최고

경영층의 정보화마인드 등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각 정보시스템에서의 담당역할별로 살펴보면, 정책입안 및 집행자들은

정보화 예산이나 법·제도적 문제인 환경적 요인보다는 보건의료정보센터나 표준

화전담조직 등 구조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강조한 반면에 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와 시스템 개발자들은 구조적인 요인 보다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현행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보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투자와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스템개발자나 자문가들은 기술

적 요인보다 정보화 외적요인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현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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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자문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확산의

지나 고위관리자를 비롯한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마인드에 대해 회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정보시스템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시스템에서 정책적 요인을 1순위로 꼽았으며, 정보화 환경이 상호 비슷한 보

건소정보시스템과 전염병정보시스템이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정보화 외적요

인, 기술적 요인 순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세부항목별 우선순위에 대

해서는 구조적 요인 중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에

대해서만 유의한 편차를 보였을 뿐 대체로는 각 정보시스템별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섯째,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결과와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향

후 주요성공요인간에는 주로 50%미만의 연관성을 나타냈다.

현행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으로 구조적

인 요인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전담수행조직 등 전문적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Brancheau & Wetherbe(1987)

의 연구결과와 김종호(1994)의 연구결과와 같다.

현행 정보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

으로 법·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활

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법·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사전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박상

흠(1998)의 연구결과와 같다.

현행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와 이용자 서비스개선정도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향

후 주요성공요인으로 정보화 외적요인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의 활용

도를 촉진시키고 이용자의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대한 고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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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조직원들의 정보화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김대식(1991), 김종호

(1994), 박두희(1998), 김진응(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

으로 정책적 요인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의 평가결과가 향후 확산 계획

수립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진주(1985), 김상훈(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현행 정보시스템의 내부업무 생산성 향상정도와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

도,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정도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으로 기술적 요

인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Niderman & Brancheau(1991)의 연구결과와 Caudle(1991)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특징으로는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분석와 향후 정보시스템

에 대한 주요성공요인분석을 동시에 시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는 현행 정보시스템의 평가분석만 시도하거나 향후 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분

석만 시도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연구결과가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우선순위만 약간씩 바뀔 뿐 기존의 연구결

과와 중첩되는 대동소이한 CSF 만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존의 CSF 연구

는 사전에 CSF 항목들을 조사·나열하고 그 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 조

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실질적인 CSF를 도

출해 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보시스템의 경

험자들에게 현행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고, 그들이 평가를 통해 중요하다고 인지

하고 있는 향후 CSF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연

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때 CSF 조사항목으로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

한 문제점들을 장애요인으로 보고 이를 역으로 활용하므로써 기존의 CSF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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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다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을 살려 좀 더 현실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할 수 있

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현행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9종 중 조

사가 가능한 7종의 정보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현재

까지는 전무했던 시도였다. 그간 일부 정보시스템별로 평가작업이 있기는 하였지

만 이는 모두 각 정보시스템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를 대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도 대부분은 감리 등을 통해 이루어진 평가

여서 지나치게 기술적인 결론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비해 본 연구는 국가 보건

의료정보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

하였기 때문에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평가결과로써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한계점도 도출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한계점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Information Bias 였다고 판단된다. 설문

조사는 우편과 FAX, Mail 등을 활용했는데, 이때 설문 회수과정에서 들어 난 연

구자의 신분(공직자) 누출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가 기존의 감리결과나 보고서, 혹

은 유선을 통해 제기되었던 불편사례 등에 비해 의외의 긍정적인 성과결과로 나

타났다. 설문조사시 각 평가항목별로 <매우긍정=1, 약간긍정=2, 보통=3, 약간부정

=4, 매우부정=5>로 응답케 하였는데, 분석과정에서 느낀 바로는 조사자를 인식하

여 대부분 약간부정 인 사람이 보통 으로, 보통 인 사람이 약간긍정 으로 실제

보다 한 단계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Shift된 응답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향후 설문조사시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우편사서함이나 메일주소도

신분이 들어나지 않는 주소를 개설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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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각 정보시스템의 조사대상자 수의 편차문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만큼 가급적

많은 수의 응답자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표본을 추출하지 않은 채 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현행 정보시스템이 각 정보시스템별로 혹은 각 정보시스템에서

의 담당역할별로 조사대상자의 편차가 심하여, 이에대한 분석결과가 대체로 조사

대상자수가 많은 쪽의 의견으로 치우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이러

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정보시스템의 편차별로 혹은 담당역할의 편차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편차를 줄여보는 방법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특성과 의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그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들이 실패라

는 막연한 지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시스템 확산을 문전에 둔 현시점에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주요성공

요인을 도출·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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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결 론

본 연구는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확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 정보시스템들의 성과와 향후

주요성공요인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보건소, 전염병, 혈액유통, 응급의료, 장

기이식, 외래진료예약, 원격진료 등 현행 7종의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를 경험한 정책결정자, 시스템운영자, 시스템개발자, 자문가에게 2000. 4. 5일부

터 2000. 5.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10부 중 114부가

회수되어 55.3%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조사 결과, 사업적 성과에 대해

평균 3.08점의 성과점수를 보여 현행 정보시스템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보통정

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시스템적 성과에 대해서는 평균 3.39점의 성과점수를

보여 현행 정보시스템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되었

다. 이는 설문조사상 Information Bias가 개입되어 실제 수준보다 약간 상향된 평

가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적 성과점수가 높게 평가된 정보시스템일수록 시스템적 성과점수도

높게 평가된 반면에 사업적 성과점수가 낮게 평가된 정보시스템일수록 시스템적

성과점수도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정보화 사업이 시스템의 계획 수립부터 개

발, 운영, 사후관리, 법·제도적 개선 등 단계별로 사업적 측면에서 성공해야 정

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비롯한 업무생산성 향상정도, 이용자 서비스 개선정도, 업무

처리절차 개선정도 등 시스템적 측면에서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현행 정보시스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화 환경 요인에 대한 분

석결과, 정보화예산이 많을수록, 정보화전담수행조직 및 CIO 등의 위상이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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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고위관리자 및 조직원들의 정보화 추진의지가 높을수록 사업적 성과점수가

높았으며, 네트워크 수준이 높을수록(외부망과 연계수준), 전담수행조직의 위상이

높을수록, 고위관리자와 조직원의 정보화 추진의지가 높을수록, 정보화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스템적 성과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성

공하려면 정보화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정보화사업을 전담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전담수행조직의 확보, 고위관리자 정보화 추진의지 및 지원, 조직원의

정보화 마인드 및 그들에 대한 꾸준한 정보화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하

며, 특히 공공분야 정보화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화 예산 지원과 정책

결정자들의 정보화 추진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현행 정보시스템의 경험자들은 향후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주요성공요

인에 대해 정책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기

술적 요인, 정보화 외적요인 순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세부항목별로는 정

책적 요인에서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ISP)의 수립'을, 환경적 요인에서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을, 구조적 요인에서 보건의료정

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을, 기술적 요인에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

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을, 정보화 외적요인에서 정책결정기관(정부)

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확산의지 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이는 현행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성과조사시 나타난 평가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향후 정보

화사업이 성공하려면,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전략 및 계획, 표준

화 등 보건의료정보센터의 설립·운영, 정부의 정보화 확산 의지 및 예산 지원

등이 필수적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였다.

넷째, 현행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결과와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향후

주요성공요인간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었는데, 현행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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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으로 구조적인 요인을 중시하였고, 현행 정보시

스템의 법·제도적 개선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으로 환경적 요

인을 중시하였으며, 현행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와 이용자 서비스개선정도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으로 정보화 외적요인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현행 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향후 주요성공요인으로

정책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

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의

료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

났듯이 정보시스템의 성패는 프로젝트의 계획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프로젝트의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정보시스템이 활용될 분야의 정보화 시

스템적 환경 뿐 아니라 조직원 및 서비스대상자의 정보화마인드 등 정보화 외적

요소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

야 전반에 걸친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권장하고 싶다.

둘째,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의 정보는 각 정보시스템간 연계와 공동활용을 통해 산출

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결정적인 공공성 정보임과 동시에 비

밀유지가 필요한 개인적 정보라는 이중의 특수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정보자원의

흐름과 유통,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센터의 설립

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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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공부문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이에 대한 정보화

예산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정보화란 민간에서는 개별적으

로 추진하기 어려운 표준화와 정보망 연계서비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

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 예산지원이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 대비 효과측면에서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서비스의 대상

이 전체 국민이고,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게 됨을 감안

하여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고위관리자를 비롯한 조직원들의 정보화마인드 개선을 위한 정보화교

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보시스템의 성패

여부는 실제로 고위관리자와 조직원의 정보화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정

보화 사업의 문제점이 하드웨어적인 면에 기인하는 듯 하나 사실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보건의료분야의 정보화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정보화마인드가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

건의료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코자 한다. 현재

개발된 보건의료정보시스템들이 개발당시 보건의료정보화에 대한 인프라 및 이용

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비록 활용도가 미비하다고는 하나 대국민 서비스 및 보건

의료정책 수립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정보시스템들로 척박한 보

건의료분야의 정보화를 위해 Seed Money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와 보건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

련하여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면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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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국가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지난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8종의 국가 보건의

료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

하여 작성하였으며, 현행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정책결정 및 입

안자, 시스템운영자, 시스템사용자, 시스템개발자와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 5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작성 대상 비고

Ⅰ. 일반사항 설문대상자 전체 작성

Ⅱ.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 시스템운영자, 이용자만 작성

Ⅲ.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
조사 (1. 사업적 성과)

설문대상자 전체 작성

Ⅲ.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
조사 (2. 시스템적 성과)

시스템운영자, 이용자만 작성

Ⅳ.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공요인조사

설문대상자 전체 작성

☞ 설문작성시 문의처 및 회신방법

♣ 문의처 : ☎ 503-7526, 503-7527, 500-3022, 500-3023 (보건복지부 정보화(담))

♣ 회신방법 : 팩스나 우편 혹은 전자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번호 : 503-6493

·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정보화(담)

· 전자메일 : yshong@mohw.go.kr (설문화일은 메일로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귀하의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완전히 보

장되며, 응답내용은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0. 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홍 영 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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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일반사항

다음은 통계분석에 기초가 되는 설문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열거된 보기 중 해당사항 하나만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기관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정부 2) 보건의료기관 3) 학계 ·연구기관 4) 정보통신기술업체

5) 기타 ( )

2. 귀하의 담당 직무는 무엇입니까?

1) 사무관리직2) 보건의료직 3) 교수·연구직 4) 전산직

5) 기타 ( )

3. 귀하의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연관성이 깊은 정보시스템은 어느 것입니까?

1) 보건소정보시스템 2) 전염병정보시스템 3) 혈액유통정보시스템

4) 장기이식정보시스템 5) 외래진료예약시스템 6) 응급의료정보시스템

7) 원격진료시스템 8) 원격치매진료시스템 9) 기타 ( )

4. 상기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귀하의 주요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1) 정책입안 및 집행자 2) 시스템운영자 또는 이용자 3) 시스템개발자

4) 자문가 5) 기타 ( )

☞ 2)번항을 택하신 분께서만 Ⅱ.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2쪽)를 작성하시고,
나머지 분께서는 Ⅲ. 국가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과조사(4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09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8종의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1. 보건소정보시스템 2. 전염병정보시스템 3. 혈액유통정보시스템
4. 장기이식정보시스템 5. 외래진료예약시스템 6. 응급의료정보시스템
7. 원격진료시스템



Ⅱ . 정보화 환경에 대한 조사

다음은 시스템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소속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정보화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운영자 및 이용자 (Ⅰ. 일반사항의 4번문항에서 2)항을 선택하신

분)께서는 각 문항에 대해 열거된 보기 중 해당사항 하나만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유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

1.1 소형이상의 주전산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1) 있음 2) 없음 3) 기타 ( )

1.2 PC 보유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직원 1인당 1PC 정도 2) 직원 2인당 1PC 정도 3) 직원 3인당 1PC 정도

4) 직원 4인당 1PC 정도 5) 그 이하 수준

1.3 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2) 병원관리 프로그램 3) 진료지원 프로그램

4) 진료관리 프로그램 5) 기타 ( )

☞ 병원관리 프로그램 : 원무, 수납, 구매, 재고, 회계 관리 프로그램 등

☞ 진료지원 프로그램 : 의무기록, 방사선, 임상병리, 약국 관리 프로그램 등

☞ 진료관리 프로그램 : 병동, 외래진료, 간호사, 응급실 관리 프로그램 등

1.4 네트워크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LAN을 구축하여 외부망과 연계 2) LAN을 구축하여 내부에서만 활용

3) LAN을 구축하지 않았으나 외부망과 연계

4) LAN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외부망과 연계도 없음. 5) 기타 ( )

2. 귀 기관의 정보화 예산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

2.1 귀 기관의 금년도 정보화 확보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1) 1억이상 2) 5천만원-1억미만 3) 1천만원-5천만원미만

4) 1천만원미만 5) 없음

2.1 평소 정보화 예산은 기관 전체예산의 몇 % 수준입니까?

1) 10%이상 2) 7-10%미만 3) 4-7%미만 4) 1-4%미만 5)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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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정보화예산은 귀 기관 정보화예산 중

몇 % 수준입니까?

1) 50%이상 2) 30-50%미만 3) 10-30%미만 4) 10%미만 5) 없음

3. 귀 기관의 정보화 수행조직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

3.1 정보화 수행조직이 별도로 있다면 전체조직에서의 위상이 어느 수준입니까?

1) 상위급 2) 중위급3) 하위급4) 필요성은 있으나 없음 5) 필요없음

3.2 CIO 혹은 CEO가 있다면 전체조직에서의 위상은 어느 수준입니까?

1) 상위급 2) 중위급3) 하위급4) 필요성은 있으나 없음 5) 필요없음

3.3 귀 기관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추진체계(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를 구

성한 적이 있다면 동 체계가 전체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1) 상위급 2) 중위급3) 하위급4) 필요성은 있으나 없음 5) 필요없음

4. 귀 기관의 정보화 마인드 및 교육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4.1 귀 기관 고위관리자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지원은 어느 수준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다 3) 보통이다 4) 낮다 5) 매우 낮다

4.2 귀 기관 조직원들의 정보화 추진의지는 어느 수준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다 3) 보통이다 4) 낮다 5) 매우 낮다

4.3 귀하의 정보화 교육 총 이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주일이상 2) 1주일-2주일미만 3) 3일-1주일미만4) 3일미만 5)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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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조사

다음은 상기 8종의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귀하가 경험한 바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적 성과와 시스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을 읽으신 후, 오른쪽 답변항목에서 본인의 의사와 가장 근접한 항목에 V" 혹

은 ○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경험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사업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1.1 동 정보시스템의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동프로젝트가전략계획등마스터플랜수립하에추진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2. 프로젝트 추진목표와 사업목표가 일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프로젝트 선정주체 및 예산지원방식이 적정했다고 생각합니까?

4. 프로젝트 계획 당시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환경분석 등 타당성검토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 동 정보시스템의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6. 적정치않았다면그결정적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2 정보시스템 개발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개발된 정보시스템이 사업의 추진목표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개발대상과 규모 설정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개발비용과 기간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개발과정에서 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5. 정보시스템의 개발과정은 전반적으로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적정치 않았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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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운영주체 선정시 사전협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
니까?

2. 현 운영기관이 동 정보시스템의 운영주체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현 운영기관이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4. 주 이용자인 보건의료인력이 국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해 협조적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5. 정보시스템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적정치 않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 정보시스템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동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있었습니까?

2. 정보시스템의 현행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완작업이 있었습니까?

3.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4. 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확산을 위한 운영기관 고위관리자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었습니까?

5. 정보시스템의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적절치 않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정보시스템 확산에 대비한 법·제도적 개선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의료사고의 책임문제 등으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2.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인정문제 등으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3. 장기이식법의 개정의 지연이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을 주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4. 원격진료의 의료보험수가 미반영 등이 정보시스템의 확산에 지장을 준다
고 생각하십니까?

5. 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전반적으로 법·제도적 조치가 적
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6. 적절치 않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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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경험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시스템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 본 항목들은 시스템운영자 또는 이용자 (Ⅰ. 일반사항의 4번문항에서 2)항을 선택하신 분)께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께서는 Ⅳ.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공요인조사(8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1 동 정보시스템의 활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50%
이상

30-50
%미만

10-30
%미만

10%
미만 기타

1. 전체업무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2. 전체 정보시스템 활용도에 대한 상기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활용도

는 어느 수준입니까?
3. 해당업무에 대한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활용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4. 화면 및 통신망 구성이 시스템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5. 통신속도가 시스템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6. 동 정보시스템이 활용도 측면에서 대체로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2.2 운영자측면의 내부업무 생산성 개선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해당업무의 처리건수가 감소하였습니까?

2. 건당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었습니까?

3. 업무처리시 오류발생건수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4. 업무수행에 따른 물적비용(종이, 전기료 등)이 절감되었습니까?

5. 업무수행에 따른 인적비용이 절감되었습니까?

6.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자측면의 내부업무 개선효과가 있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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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자측면의 서비스 개선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이용자(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정확도가 향상되었

습니까?
2. 이용자(환자)에 대한 서비스 응답시간이 단축되었습니까?

3. 이용자(환자)의 기관방문횟수가 감소하였습니까?

4. 이용자(환자)의 서비스 사용비용이 감소하였습니까?

5. 이용자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2.4 조직혁신측면의 업무처리절차 개선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답변 내용

매우
긍정

약간
긍정 보통 약간

부정
매우
부정

1. 동 시스템의 활용으로 업무처리단계가 간소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조직원들간의 의사소통체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업무처리절차 등 조직혁신 측면의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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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공요인조사

다음은 상기 국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키고, 향후 국가 보건의료정

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성공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질

문입니다.

제시된 항목들은 기존의 보고서 및 문헌조사를 통해 발췌한 성공요인들을 5개 그룹으

로 분류하였습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귀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공요인을 그룹별, 항

목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항목

분류 순위 내용 순위

정책적 요인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전략계획 (ISP)의 수립

(Project Relative Factor)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BPR의 추진

정보화 정책과 사업추진 목표의 합치성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지원정책 및 시스템확산 전략

프로젝트 성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표준화 정책 및 지원

기술적 요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충분한 정보화자원의 확보

(Technological Factor)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개발비용 및 기간의 투입

보건의료정보화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환경적 요인 정책결정기관(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예산 지원

(Environmental Factor)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독자적인 정보화예산 확보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구조적 요인 종합적인 추진체계(보건의료정보센터)의 구축·운영

(Structural Factor)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담조직의 구축·운영

정책부서, 운영부서, 사용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CIO 및 CEO 등의 전문적 책임자 선임

운영기관의 정보화 전담수행조직의 확충

정보화 외적 요인 정책결정기관(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 확산 의지

(Behavioral Factor) 운영기관의 보건의료정보화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고위관리자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지원

보건의료인력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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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 . D.)

Confronting the information society of 21C, to meet the increasing need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servi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has made efforts to build up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system (NHMIS).

However, a most projects within NHMIS have been delayed to stay at the

stage of development or test operation, and reprogrammed continuously at the

very time to be expanded.

Therefore, in this study, to evaluate each project within NHMIS, discover

critical success factors (CSF) of projects, and suggest the strateg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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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successful NHMIS, I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decision

makers, operators, developers, and consultants, who are related to seven

informatization projects, implemented in the field of the public health center,

the contagious disease, the blood distribution, medical emergency, internal

organ transplant, outpatient reservation, and the remot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performance survey says almost every project was

moderately acceptable within both fields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mplementation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Second,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amount of budget, the

existence of the exclusive organization, the status of CIO in the organization,

and the driving will of organization members had an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rojects.

Third, among five groups of CSF's, the group of project relative factors

was pointed as the most important one. The environmental group was the

next, and the structural group and the technological group followed. The

behavioral group was the last. In the group of project relative factors,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strategic plan.

Forth,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suggested success factors of respondents. Especially, the more

respondents were affirmative i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and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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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for users, the more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the

behavioral group of success factors.

Finally, following is the suggestion of the strategy of establishing

successful NHMIS.

First, for successful NHMIS, a master plan, including the information

strategic plan for the whole health and medical field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taken charge in standardiza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zation should be set up . Building up th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center may be considered.

Third, the strong and continuous will of the government is inevitable. The

government should have the long-term and middle-term investment plan for

successful NHMIS.

Forth, continuous education opportunities for the persons concerned,

including higher managers, should be provided.

Last, the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among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should be established.

Information sharing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informatization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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