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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last five years, several newly opened hospitals have introduced the order communicating system (OCS) along with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system for inpatient and outpatient. Since EMR often changed the operating procedures and
therefore caused user resistance to change, there is a need for strategy for increase a user acceptance toward th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user satisfaction to EMR for the hospital which has been operating
EMR for four years since its opening in 1998.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atisfaction level was high for the screen layout,
but low for the document image retrieval. Second, overall satisfaction score was highly correlated with twelve variables. Third,
the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ere 20 years age group, certified doctors, and the usage period
between 1 and 2 years. Based on the about results, the followings were recommended to the hospitals which plan to introduce
EMR in the future: First, data entry should be simplified and user friendly. Second, users should be well trained on security of the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the system prior to the installation of EMR system. Third, size of the
files should be minimized using diagnostic codes and reducing size of image files in order to increase the response time. Finally,
EMR should be well designed in such a way to improve a quality of contents of the char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8-4,39~5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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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국내에서는 90년대 신설된 병원을 주축으로, 네트
웍 환경을 기반으로 한 처방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위한 차트검색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다. 종합병원급으로서는 1994년 S병원이 개
원초부터 국내 최초로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ng System)을 활용하여 네트웍 환경하
에서 입원환자를 위한 차트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였고, 1995년 신설된 I병원에서 외래환자용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을 구현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 이후, 1998년 후반에 J병원에서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J병원은 처방전달 시스템을 근간으로 원무관리시스
템, 기타 진료지원시스템, 의료영상 전달시스템, 임상
병리시스템, 일반관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합한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원시부터 차트작성기
(Chart Editor)를 통한 텍스트입력과 수기작성 차트
의 자동색인스캔(Automatic Indexing Scanning)을 통
하여 국내 최초로 통합된 외래 및 입원환자용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병원정보시스템의 개발시 개발자들이 빈번히 시스
템의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사용자 측면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추출된 4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는 정보시스템의 45%가 기술적으로 건전함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의 저항과 의료진의 간섭 때문에 실패
한 것으로 나타났다1).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에 의하
면 시스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만족
도 측정이 가장 적절하며2),사용자의 만족은 정보시스
템의 성공적인 실행에 대한 예측인자,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측정의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 정보시스
템의 성공적인 구현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공
과 관련된 변수를 시스템의 질, 정보의 질, 사용빈도,
사용자 만족, 개인의 영향, 조직의 영향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
스템의 질, 정보의 이용도 등의 평가척도 보다는 정
보시스템과 경영자의 성공적인 상호작용 문제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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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측정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4). 이와 같이
병원정보화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
로 이루어졌다. Burkle5)의 연구에서는 병원정보화에
대해 간호사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의사
의 경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정보화는 병원 종사자
들에게‘변화에 대한 적응’
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
고 있다. 과거에는 병원 정보화의 성패를 논의할 때
하드웨어(hard ware)가 주된 관심사항이었고 다음에
는 소프트웨어(software)였으나 최근에는 인적요소
(peopleware)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 이와 같은 복
잡한 특성을 가지는 병원조직에서 성공적으로 병원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접근전략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 측면에서 병원정보시스템을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주로 전자의무기록의 도입사례나 기술적
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의 만족도
를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자의무기록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특성을 파악하
기위해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
의무기록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최근 병원정보
화의 핵심적인 영역이고 점차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을 도입하는 병원이 증가됨에 따라, 시스템의 성공을
결정짓는 사용자들의 태도와 행태를 분석하여 시스
템도입에 따른 사용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효율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
시하기 위해서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1998년 개원이후 현재까지 운영중
인,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통합된 환경하에서 사용
자중심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J병
원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4년 간의 시행단계를
경과한 시점에서, 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자들의 만
족도를 살펴보고,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요인을 파
악한 후 시스템 구축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효율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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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개인요인,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시스템 내용요인, 사용자 편이성 요인별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한다.
둘째, 사용자별로 사용자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시스템 도입 후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효율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연구의 기본적인 틀은 Dean(1999)의 연구에서 적
용된 QUIS(The Questionnaire for User Interaction
Satisfaction)를 참고하여 만족도 측정 도구를 수정보
완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도 범
위를 재구성하였다7). 그리고 사용자 개인요인, 시스
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사용자의 편이성요인,
시스템의 내용요인별로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전자의무기록 사용자의 태도
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대상 집단은 현재J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사는 현재 J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문의로
서, 진료시에 전자차트를 작성하는 임상의사들만 포
함하였고 진단방사선과 판독의 또는 진료지원 부서
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각 병동별로 근무경력 6개월이상 차트를 작성한 경
력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동별로 5명씩 무작
위 추출하였다. 응답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의사들
은 전문의와 전공의를 포함하여 77명이었고 간호사
들은 45명이었다. 직종별 설문 응답률은 전문의
58.5%, 전공의 86.0%, 간호사90%였고 전체 응답률은
75.8%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지
는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 도구의 내용 타당도와 신
뢰도를 조사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후 SPSS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분석 및 방법
가. 설문조사
설문조사기간은 2002년 4월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였다. 설문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사용
자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5점 Likert척
도(1점: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않다)로 구성
하였고 설문지조사 실시후 설문지결과를 분석할 때
‘매우 그렇다’
항목과‘그렇다’
항목을 묶어서‘만족’
항목점수로 측정하고‘그렇지않다’
항목과‘매우 그
렇지않다’
항목을 묶어서‘불만족’
항목점수로 측정하
였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단계 및 개발과정
에 참여했던 의료인3인의 자문을 거친후 항목을 개
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애매한 문항을 수정, 보
완하여 재검토를 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나. 전자의무기록 사용자 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만족도 측정범주는 사용자 개인요인, 시스템 기능
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시스템 내용요인, 사용자 편
이성요인의 5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5가지 범주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개인요인(5문항), 시스템의 기능
요인(5문항), 시스템의 성능요인(6문항), 시스템의 내
용요인(2문항), 사용자의 편이성요인(6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5였다.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직접 배
포, 수거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8.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 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
만족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요
인별로 Cronbach Alpha값을 산출하였다. Cronbach
Alpha값은 내적일치도를 검정하는 통계값으로,동일
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이용하는 경
우 측정도구 내의 항목별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고려
하여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네가지 만족도 범주
가 가지는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Cronbach Alpha값
은 사회과학 자료의 경우에는 0.6이상, 자연과학 자
료의 경우에는 0.8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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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만족도 범주 구분의 신뢰도
만족도 범주

신뢰도(Cronbach Alpha)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0.7245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

0.8000

사용자 편이성에 대한 만족도

0.8591

시스템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0.8219

본 연구의 Cronbach Alpha값은 0.7245에서 0.8591사이
의 값을 가져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고
볼수있다.
라. 변수선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사용된 변수들을 사용자
개인요인,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사용자
편이성요인, 시스템 내용요인으로 구분하였다.
1) 사용자 개인 요인

사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취향, 업무처리 방식등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① 연령 :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20세이상, 30세이상,
40세이상,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② 직종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 본 연구에서는
직종을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로 구분하였다. 단,
진료시에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비임상
의 또는 진료지원부서의 의사들은 제외하였으며,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특수진료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③ 시스템 사용기간 :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한 기간
이 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요구가
많은 동시에 기본적인 태도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용
기간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3년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의 용이성에 따라 사용
자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 Dean등(1998)의 연구
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화면 디자인과 화면 틀
구성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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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중에서 화면배열, 그래픽 조회기능, 검사결과
누적조회 기능을 분석하였다.
① 화면배열 : 차트를 직접 작성하는 화면인 차트편
집기(Chart Editor)와 처방을 입력하는 화면인 처
방작성기(Slip Manager)가 한 화면상에 배열하는
위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② 그래픽 조회기능 : 활력증상기록, 섭취배설량 수
치기록을 그래픽 화면으로 구현하여 신속하게 실
시간으로 조회가능하는 기능으로 사용자의 만족
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③ 검사결과 누적조회 기능 : 임상병리검사 결과, 방사
선검사 결과, 기능검사결과등 모든검사 결과를 각
검사 항목별, 일자별로 누적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
능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3) 시스템 성능요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성능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
는 달라질 수 있다. Dean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 의
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가장 큰 불만족 이
유가 시스템의 성능 요인중 시스템의 속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의 스캔차트 조회, 텍스트 차트 조회, 보
안성,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에 포함하였다.
① 시스템속도 : 차트를 조회할 때 시스템의 반응속
도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
으로 텍스트로 입력된 차트와 종이에 작성된 차
트를 스캔하여 조회할 때의 반응속도로 분리하여
측정하였다.
② 보안성, 안전성 : 시스템이 불안전하거나 시스템
의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때 사용자의 만
족도는 낮을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4) 시스템 내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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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기전에 사용자들의
기대효과 중 부정적인 효과로서 전자 의무기록의 내
용이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못해서 차트의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
곤 하였으며, 진료의 질적인 면의 저하를 우려하였
다. 따라서, 시스템의 내용요인은 다른 어떤 요인보
다 사용자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한 요인으로 차트의 내용 충실도와 진료의 질적인
향상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① 내용 충실도 : 차트를 작성할 때 완전하고 정확
한 기록으로 빠짐없이 충실하게 기록하는지에 대
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② 진료의 질적 향상도에 기여하는 정도 : 전자의무
기록을 작성하거나 조회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는지 또는 전문가들이 보다 의사결정을
잘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5) 시스템 사용자 편이성 요인

사용자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시
스템의 사용자 친화성을 들수 있다. Dean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시스템의 반응시간이나 시스템의 성
능, 시스템을 익히는데 요구되는 시간, 실수수정능력
등의 요인들보다는 사용자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시
스템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은 계속 사용하
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시스템 사용의 편이성에 대
한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데이터입력의
편이도, 시간 절약도, 즉시성을 분석하였다.
① 데이터입력의 편이도 : 차트를 작성하거나 처방
을 낼 때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무가 수기로 작성
하는 경우에 비해 용이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② 시간 절약도 :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수기로
작성할 때와 비교해서 시간이 더욱 많이 소모되
어 사용자의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시간절약에 대한 사용자
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③ 즉시성 :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침상옆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bedside data entry)이 용이
하지 않으므로 수기로 작성한 후 재입력해야 하

는 중복되는 업무로 인해 사용자의 만족도는 낮
을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
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바. 통계분석방법
1) 사용자 개인요인별, 시스템 기능만족도,
시스템 성능만족도, 시스템 내용만족도, 사
용자 편이만족도에 대한 차이검정

종합만족도를 포함한 시스템 기능만족도, 시스템
성능만족도, 시스템 내용만족도, 사용자 편이만족도
에 대한 사용자 개인요인별, 즉 직종별, 연령별, 사용
기간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2) 상관관계분석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시스템 내용요
인, 사용자 편이성요인의 네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각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별로 상호 어떠한 연
관성을 가지는지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별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다중회귀분석

전체직종별,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직종별로 사용
자의 종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대를 살펴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34.4%,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3.3%로 설문응답자의 87.7%가 40세 미만 이었다. 성
별로는 남자 49.2%, 여자50.8%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의 32.8%, 전공의 30.3%, 간호사 36.9%
로 나타났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한 기간별
로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47.5%가 3년 이상 시스
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의 특성별 종합 만족도 비교

4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사용자만족도와관련요인분석

Table 2. 설문응답자의 특성 (단위:명,%)
변 수
연령

구

분

응답자수
42

34.4

30-39

65

53.3

40-49

13

10.7

2

1.6

남

60

49.2

여

62

50.8

전문의

40

32.8

전공의

37

30.3

간호사

45

36.9

1년미만

31

25.4

1년이상 2년미만

23

18.9

2년이상 3년미만

10

8.2

3년이상

58

47.5

50세 이상
성별
직종

사용기간

비 율

20-29

Table 3. 응답자 특성별 종합 만족도 비교 (단위:명,%)
변 수
연령

직종

사용기간

구 분

만 족

보 통

불만족

합 계

X2

20 - 29세
30 - 39세

32(76.2)

9(21.4)

1(2.4)

42(100.0)

45.88*

29(44.6)

32(49.2)

4(6.2)

65(100.0)

40 - 49세

5(38.5)

4(30.8)

4(30.8)

13(100.0)

50세 이상

1(50.0)

0( 0.0)

1(50.0)

2(100.0)

전문의

17(42.5)

19(47.5)

4(10.0)

40(100.0)

전공의

13(35.1)

18(48.6)

6(16.2)

37(100.0)

간호사

37(82.2)

8(17.8)

0( 0.0)

45(100.0)

1년미만

16(51.6)

12(38.7)

3(9.7)

31(100.0)

2년미만

14(60.8)

9(39.2)

0( 0.0)

23(100.0)

3년미만

6(60.0)

3(30.0)

1(10.0)

10(100.0)

3년이상

31(53.4)

21(36.2)

6(10.3)

58(100.0)

26.11*

4.35

주 : *p < 0.01

응답자의 특성별로 종합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별로 종합 만족도를 비
교하였으며 20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만족 76.2%, 30
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만족 44.6%를 보였다. 따라서
20세이상 40세 미만 응답자중 83.6%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만족함을 알수 있으며 연령과 종합 만족도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P<0.01).
직종별로 종합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전문의는 만
족 42.5%, 보통 47.5%, 불만족 10.0%, 전공의는 만족
35.1%, 보통 48.6%, 불만족 16.2%를 보였다. 간호사는
만족 82.2%, 보통 17.8%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로
차트를 작성하는 전공의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간호
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직종별 만족도간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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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P<0.01).
사용기간별로 종합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사용기
간 1년 미만은 만족 51.6%, 보통 38.7%, 불만족 9.7%
이고, 사용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만족 60.8%, 보
통 39.1%, 사용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만족
60.0%, 보통 30.0%, 불만족 10.0%이고, 사용기간 3년
이상은 만족 53.4%, 보통 36.2%, 불만족 10.3%를 보
였다.

3. 전자의무기록 사용자 만족도 효과분석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사용자 편이성
요인, 시스템 내용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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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변수별 사용자 만족도 비교 (단위:명,%)
요인
기능요인

편이요인

성능요인

내용요인

만족

보통

불만족

합계

화면배열

변수

64(52.5)

37(30.3)

21(17.2)

122(100.0)

그래픽조회

51(41.8)

34(27.9)

37(30.3)

122(100.0)

누적조회

61(50.0)

36(29.5)

25(20.5)

122(100.0)

시간절약

51(41.8)

36(29.5)

45(36.9)

122(100.0)

데이터입력 편이성

42(34.5)

57(46.7)

23(18.9)

122(100.0)

즉시성

34(27.9)

54(44.3)

34(27.9)

122(100.0)

보안성

22(18.0)

45(36.9)

55(45.1)

122(100.0)

안전성

21(17.2)

57(46.7)

44(36.0)

122(100.0)

시스템속도(스캔차트)

18(14.8)

36(29.5)

68(55.7)

122(100.0)

시스템속도(텍스트차트)

20(16.4)

37(30.3)

65(53.3)

122(100.0)

충실성

33(27.0)

40(32.8)

49(40.2)

122(100.0)

진료의 질적 향상도에 기여한 정도

51(41.8)

44(36.1)

27(22.1)

122(100.0)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변수별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
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1) 시스템 기능요인의 각 변수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화면배열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율이
52.5%로 처방작성기(Slip Manager)와 차트편집기
(Chart Editor)를 동시에 사용해서 편할 것이라는
시스템 도입이전의 기대보다 높은 만족을 보였
다. 그래픽 조회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이
41.8%, 누적조회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이
50.0%를 나타냈다.
2) 시스템 편이요인의 각 변수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시간절약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이 41.8%를
나타냈다. 데이터 입력 편이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이 34.5%로 낮았다. 즉시성에 대한 만족도
도 만족이상 응답률이 27.9%로 낮았다.
3) 시스템 성능요인의 각 변수별 만족도를 살펴보
면, 보안성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
18.0%,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
17.2%로 매우 낮았다. 또한, 시스템의 속도에 대
한 만족도는 스캔차트의 조회 시 만족이상 응답
률이 14.8%로 가장 낮았으며, 텍스트 차트 조회
시 만족이상 응답률도 16.4%로 매우 낮은 만족
을 보였다.
4) 시스템 내용요인의 각 변수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차트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 27.0%를 나타냈고, 진료의 질적 향상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상 응답률

이 41.8%를 나타냈다.

4. 사용자 개인요인별 만족도 차이검증
가. 직종별 만족도 비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직종별
로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합만족도를 포함하여 기능만족도, 편이만족도, 내
용만족도에서 직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기능만족도, 성능만족도, 편이만족
도, 내용만족도의 모든 만족도에서 간호사의 만족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만족도에서 전
공의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
의 기능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의
의 성능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령별 만족도 비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연령별
로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종합만족도를 포함하여 편이만족도, 내용만족도 범
주에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1). 종합만족도에서 20대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40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의 기능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의
내용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용기간별 만족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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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 직종별 만족도 비교
만 족 도

신 분

평 균

F

종합만족도

전문의

3.12

11.04**

전공의

3.32

간호사

2.72

전문의

2.78

전공의

3.01

간호사

2.41

전문의

3.32

전공의

3.63

간호사

3.19

전문의

3.00

전공의

3.22

간호사

2.66

전문의

3.36

전공의

3.41

간호사

2.55

만 족 도

연 령

평 균

F

종합만족도

20 - 29 세

2.75

19.83**

30 - 39 세

3.14

40 - 49세

3.38

50세 이상

3.09

20 - 29 세

2.50

30 - 39 세

2.80

40 - 49세

3.00

50세 이상

2.60

20 - 29 세

3.25

30 - 39 세

3.43

40 - 49세

3.43

50세 이상

3.33

20 - 29 세

2.64

30 - 39 세

3.05

40 - 49세

3.35

50세 이상

3.00

20 - 29 세

2.58

30 - 39 세

3.26

40 - 49세

3.73

50세 이상

3.25

기능만족도

성능만족도

편이만족도

내용만족도

7.79**

4.79**

6.71**

12.69**

주 : *p < 0.05, **p < 0.01

Table 6. 연령별 만족도 비교

기능만족도

성능만족도

편이만족도

내용만족도

13.29**

5.15**

11.57**

25.51**

주 : *p < 0.05, **p < 0.01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기
간별로 만족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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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과 같다. 종합만족도 범주에서 시스템을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종합만족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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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사용기간별 만족도 비교
만 족 도

사용기간

평 균

F

종합만족도

1년미만

3.01

1.54

2년미만

2.79

3년미만

3.10

3년이상

3.13

1년미만

2.76

2년미만

2.52

3년미만

2.92

3년이상

2.73

1년미만

3.38

2년미만

3.24

3년미만

3.35

3년이상

3.41

1년미만

2.90

2년미만

2.75

3년미만

3.00

3년이상

3.03

1년미만

2.98

2년미만

2.60

3년미만

3.15

3년이상

3.31

기능만족도

성능만족도

편이만족도

내용만족도

0.87

0.37

0.86

3.21*

주 : *p < 0.05

장 높게 나타났다. 내용만족도 범주에서 사용기간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시스템을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능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스템을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성능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변수별 만족도 비교
직종별로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사용
자 편이성요인, 시스템 내용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8과 같다. 누적조회 기능 만족도, 내용의 충
실성 만족도, 진료의 질적 향상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 시간절약 만족도 항목들이 직종별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항목들의 만족도 중에
서 간호사의 누적조회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의의 스캔차트 조회에 대
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만족요인간의 기여도 분석
가.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의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
템 성능요인, 시스템 내용요인, 사용자 편이성 요인
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한 후, 각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별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나누어진 12
가지 각 변수별로 상호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검정하기 위해 각 변수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
석결과, 종합만족도의 평균값과 각 변수들간에 50%
이상의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각 요인별로 구성하고 있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Pearson 상관관계에서
종합만족도와 진료의 질적 향상도의 상관계수는
0.820으로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관
련성이 있었다(P<0.01). 그 다음 순위는 종합만족도
와 차트내용의 충실성간의 상관관계로 상관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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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변수별 직종별 사용자 만족도
요 인
기능요인

변 수

직 종

평 균

전문의

2.50

전공의

2.91

간호사

2.57

전문의

3.00

전공의

3.13

간호사

2.64

전문의

2.95

전공의

3.02

간호사

2.04

전문의

3.30

전공의

3.18

간호사

2.42

전문의

2.80

전공의

3.08

간호사

2.73

전문의

3.10

전공의

3.21

간호사

2.86

전문의

3.27

전공의

3.59

간호사

3.26

전문의

3.25

전공의

3.48

간호사

3.02

시스템속도

전문의

3.47

(스캔차트)

전공의

4.05

간호사

3.51

시스템속도

전문의

3.52

(텍스트차트)

전공의

3.75

간호사

3.40

전문의

3.67

전공의

3.64

간호사

2.71

진료의 질적 향상도에

전문의

3.05

기여한 정도

전공의

3.18

간호사

2.40

화면배열

그래픽조회

누적조회

편이요인

시간절약

데이터입력편이성

즉시성

성능요인

보안성

안전성

내용요인

충실성

F
14.17

2.41

13.61**

7.13*

1.89

1.55

1.52

3.63

4.12

1.32

12.49**

8.70**

주 : *p < 0.05, **p < 0.01

0.801이었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1).
나. 만족요인간의 기여도 분석
전체직종의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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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20대인
경우, 직종이 간호사인 경우, 시스템의 사용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전반적으로 종합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종합만족도의 결정계수는 0.2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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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상관분석결과
변 수

만족평균

화면배열

그래픽

누적조회

시간절약

데이터입력

화면배열

0.57**

그래픽

0.63**

0.37**

누적조회

0.61**

0.36**

0.49**

시간절약

0.68**

0.25**

0.34**

0.37**

데이터입력

0.72**

0.54**

0.38**

0.41**

0.56**

즉시성

0.71**

0.44**

0.33**

0.34**

0.48**

0.56**

보안성

0.55**

0.23**

0.39**

0.27**

0.22*

0.39**

안전성

0.56**

0.34**

0.31**

0.30**

0.25**

0.44**

스캔조회

0.53**

0.36**

0.36**

0.23*

0.18*

0.37**

텍스트조회

0.58**

0.37**

0.32**

0.33**

0.30**

0.44**

충실성

0.80**

0.22*

0.44**

0.44**

0.62**

0.47**

진료의 질

0.82**

0.39**

0.43**

0.43**

0.60**

0.53**

보안성

안전성

스캔조회

텍스트조회

충실성

주 : *p < 0.05, **p < 0.01

변 수

즉시성

보안성

0.39**

안전성

0.42**

0.68**

스캔조회

0.38**

0.38**

0.33**

텍스트조회

0.32**

0.28**

0.36**

0.64**

충실성

0.62**

0.30**

0.27**

0.31**

0.33**

진료의 질

0.59**

0.41**

0.37**

0.29**

0.40**

0.70**

주 : *p < 0.05, **p < 0.01

Table 10. 사용자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변 수

종합만족도
B값

기능만족도
B값

성능만족도
B값

편이만족도
B값

내용만족도
B값

0.060

0.026

0.188

0.096

연령

30대

0.110

(20대=0)

40대

0.188

0.150

0.047

0.282*

0.158

50대

0.015

-0.029

-0.001

0.054

-0.013

직종

전문의

0.220

0.184

0.081

0.080

0.340

(간호사=0)

전공의

0.430**

0.362*

0.327

0.318

0.422**

사용기간

1년이상

0.072

0.029

0.045

0.088

0.060

(1년미만=0)

2년이상

0.042

0.058

-0.025

0.019

0.075

3년이상

0.166

0.043

0.103

0.093

0.264*

0.215

0.140

0.089

0.170

0.270

결정계수
주 : *p < 0.05, **p < 0.01

연령이 40대인 경우, 직종이 전공의인 경우, 사용기
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전반적으로 종합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한 변수를 분석한 결과 종합만족도와 기능만
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의 직종이었고, 편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이 40대인 경우,
내용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전공의 직종, 시스

템을 사용한 경험이 3년 이상인 경우로 나타났다. 또
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스템을 사용한 기간이 짧을
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직종별 분석결과
를 보면 간호사 직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전공
의 직종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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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이 점차 병원 정보화
의 핵심영역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자 개인
요인,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시스템 내
용요인, 사용자 편이성 요인별로 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조사 분석한 후 사용자의 태도와 특성을
파악하여 시스템 구축 결과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
으며, 향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들에게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자료
로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화면배열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의 설계단계
이전에 차트를 작성하는 화면(Chart Editor)과 처방
을 입력하는 화면(Slip Manager)을 동시에 사용하므
로 사용자의 편이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대로 높
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사용자에게 편이성을 제공하
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차트를 작성하는 행태를 먼
저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의 성능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즉시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스
템의 기획단계에서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만 있으면
입력과 조회를 할 수 있고, 검사결과를 즉시 차트에
기록할 수 있으므로 경과기록의 누락이 감소될 것이
라는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침상옆에서 데이터
를 입력하는일이 가능한 업무환경이 조성되기 어렵
고, 사실상 수기로 작성한 후에 이중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중복업무가 발생되어 사용자들의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절약 만족도 및 데이터입력 편이성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료기록작성, 검사결과와 협의
진료 예약, 협의진료 기록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
약되어 EMR은 매우 유용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의
사들의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Gamm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사실
상 종이차트를 열고 수기로 기록하는 일에 비해 로그
인을 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환자를 선택하고 정확한
스크린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몇 차례의 단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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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시간소요는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와
같이 시간절약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시스템의 보안성 및 안전성 만족도를 살펴보면, 매
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입력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할 때, 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우려와 전산으
로 입력된 자료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국 MRI(Medical Record
Institute)의 1999년 여론조사에서 EMR에서 환자 기
록 보안성을 위해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인증되지 않
은 사용자에 의한 환자 기록 열람과 기관내에서 허
가된 사람에 의한 비 적절한 열람으로 보고했던 바
가 있다.
시스템의 속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스캔차
트와 텍스트 차트 조회 만족도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시스템의 느린 반응속도이며, 시스템의 반응시간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인자라는 Dean7)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사용자 개인요인별 만족도 차이검증을 위해
직종별, 연령별, 사용기간별로 단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직종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문의 직종에서
는 내용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공의 직종에
서는 성능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 직종
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기능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편이성 만족도와 내
용 만족도에서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의 기능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의 내용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대는 타 연령대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
이 많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능을 빠른 시간내
에 익숙하게 익히는 경향이 강하고 40대는 종이차트
에 수기로 작성하는 일에 익숙한 업무 흐름인데 시스
템 자체가 변화하고 현격한 업무 변화를 요구하게 되
는 경우,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에 낮은 만족도를 보
인 것으로 평가된다. Lorenzi10)는 변화관리 5단계모형
에서 핵심적인 점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
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한 변화전
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용
자들을 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부터 참여시켜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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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용기간별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시스템
을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기능만
족도가 가장 높고, 3년 이상인 경우에 편이성 만족도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Gamm11)의 연구결과
에서 의사들은 EMR 도입 초기 몇 달간은 불만스러
워하나 도입12개월 후 쯤에는 일반적으로 만족스러
워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각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합만족도와 진료의 질적 향상
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간의 상관계수 수
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순위는 종합만족도와 차트내용의 충
실성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 사용자 만족도 요인 변수간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연령, 직종, 사용기간등 사용자 개인요인
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BICS
(Brigham & Women’
s Integrated Computing System)
에서 사용했던 QUIS(Questionnaire for User Interaction
Satisfaction)설문지였으나, 시스템환경 및 기능구조가
다르므로 측정도구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면적인 수정보완을 거쳤으
나,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는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
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는 분명히 입증되지 않았다. 그리고 EMR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완해서 시스템
의 내용요인 범주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
용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문구성을
하지 못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 응답률은 75.8%로 비교적 높
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문의 직종의 응답률은 58.8%
로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설문응답자 선정시, 전문의
와 전공의는 전수조사 하였으므로, 설문지 회수율이
현저히 낮았던 이유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간접적 표현으로 설문응답을 회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결과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사실보다 높게 산출되게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왜곡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설문 비응답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시행하여 설문 응답자들의 특성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제약
으로 인해 설문 비응답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
하지 못했는데 이점은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문항을 구성할 때, 설
문응답자의 소속 진료과를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시기에 내과계 전
공의들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과중
되어 미비차트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사용자 만족
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할 때 과별로 편중되어 왜곡
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문지 문항에서 제
외시켰으나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들의 과별 차트작
성행태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
는다.
시스템 도입 이후 사용자들의 업무 형태 변화의
정도와 양상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이다. 병원정보화 추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용자의 거부반응과 같은 조직행태적 측면은 병원
정보화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2), 병원
의 조직문화와 사용자의 행태는 병원정보화를 추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되고 있다13). 이와 같
이 병원정보화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
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많은 수의 병원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업무 형태 및 구조개선을
별개의 과정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
템의 도입의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업무의 혼선
으로 인해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14).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
스템을 도입할 때 시스템의 관리 및 기술적인 변화
정도와 사용자의 업무형태 변화정도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계층의 요구와 필요
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 사용자의 만족도를 측정
하였으며 사용자 별로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요인
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태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접근전략을 마련하
여 향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병
원들이 효율성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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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연구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위한 통합된 전
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J병원의 의
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개인요인, 시스템
기능요인, 시스템 성능요인, 사용상의 편이성요인, 시
스템의 내용요인별로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태도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조사 분석 하였다. 조사기
간은 2002. 4. 15일부터 2002. 4. 30일까지였다.본 연구
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 만족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 요
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화면배열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직종이 높은 만족을 나타냈고, 누적차트 조회 만족
도에서 간호사가 가장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시스템
의 속도 만족도에서 스캔차트와 텍스트 차트 조회
모두 매우 낮은 만족을 보였고, 특히 전공의는 모든
만족도 변수 중에서 스캔차트 조회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을 보였다. 그 다음 순위로, 내용 충실성
만족도에서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 낮은 만족을 나타
냈다.
둘째, 사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각 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합만족도와 진료의 질적 향상
도에 기여하는 정도간의 상관계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
은 종합만족도와 차트내용의 충실성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 요인 변수간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
과, 연령이 20대인 경우, 직종이 전문의인 경우,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전반적으로 종합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용자 개인요인별로 빈도분석 및 만족도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다.응답자특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전문의는 내용만족도에서,전공의는 성능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만족을 보였고,간호사는 기능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였다. 사용기간별로
는 1년 이상 2년 미만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에 종합
만족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3년 이상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빈도분석에서 만족이상
으로 응답한 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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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전자의무기록 시
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병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용자의 편이성을 충분히 고려한 입력방법
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정형화된 구조(structured data)와 코
드화된 자료의 두 구조를 적절히 조합한 효율적인
입력구조를 가져야 하고, 진료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유동성 있는 입력
방법과 입력기기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
자들에게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인 보안표준과 특징, 즉 패스워드 관리나 정보의 보
안성 원칙과 행동 규칙 등의 적용하고 있는 보안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교육하고 각
단계별 재난(risk)발생시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
의 리허설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전성 및 보안
성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셋째, 신속하게 차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반응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이미지파일이나 그림파일 데이터의 저장을 최소화하
고, 다양한 임상데이터 및 진료기록을 코드화 혹은
자유로운 텍스트 데이터 형태로 입력하고, 중복되는
기록이나 진단코드 및 증상명 등을 단일화할 수 있
도록 자료를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거 진료정보를 최적화하여 최종 내원일으
로부터 6개월간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이나, 외래환자 진료기록 검색시에 최근 입원차트의
퇴원요약기록을 동시에 조회 가능하게 하는 기능 등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
던 중요한 요인인 차트 내용의 충실성을 향상시킬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전자차트 시스템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고, 시스템 외적환경에서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진료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차트의 데이터
를 다양한 목적으로 통계 분석할 수 있고, 의학적 경
고(alert)시스템이나 의사 결정지원 시스템(decision
supporting system)등의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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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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