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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1년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개 광역시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방사선사, 안경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안과 PACS의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성 대상은 의사 7명(38.9%), 의료기술직 4명(22.2%) 간호사 3명

(16.7%), 기타 4명(22.2%)로 나타났다. 안과 PACS 도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8(44.4%)명이 편리성이

라고 하였고, 안과 PACS Viewer 중요분야는 9(50.0%)명이 편리한 기능이라고 하였다. 안과 PACS Viewer

필요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14(77.8%)명이 망막분야라고 하였다. 이는 망막 검사의 대부분이 영상을

이용한 진단이 활용되어 있어 나타나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안과 PACS Viewer의 환경 관련 문항에서 검

사 환자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년월일, 부위 ,장비명이었으며, Annotation 및 사진 편집기능에서

는 길이측정, 선 및 화살표 삽입, 글자입력으로 진료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장 중요

한 환경 구성으로 응답하였다. 안과 PACS의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성은 기존

PACS에서 이루어져 있는 Viewer 형태의 UI 구성보다는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요하는 길이,

marking, 장비의 특성, Color Palette 변화, Multi Modality Image Display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방사선

분야의 기존 Viewer 형태의 PACS UI 구성보다는 각 분야에 맞는 PACS UI를 구축함으로써 더 정확하고

지능화된 영상 진단 및 치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1. 서론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영상의학과외의 임상분야에

서는 PACS VIEWER의 개발이 아직 미흡한 단계이

며, 그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의료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분야가 안과 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1].

안과는 영상의학과 못지않은 다양한 검사장비(영

상획득장비)인 망막, 각막, 백내장, 녹내장, 라식, 사

시, 안성형, 외안부등에서 진단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 각종 장비등에서 얻어지는 NON DICOM 영상획

득이 대부분이라 기존의 PACS와 잘 지원되지 않아

진료의 효율성이 떨어져 환자들이 불필요한 진료대

기시간이 증가되는바 안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검

사 장비에서 얻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통합 관리와

사용자 요구도가 반영된 안과만의 특화된 워크플로

우가 필요하다[2].

그러므로 사용자 요구도 조사 및 분석하여 특성화

된 안과 PACS의 지능형 영상 진단 및 치료지원 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2011년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개 광역시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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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안경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2.2 연구의 틀

2.3 설문지의 구성
대상

병원
설문내용

조사대

상

종 합

전 문

요 양

기 관

종 합

병 원

병원

의원

Ⅰ. 일반적 사항

Ⅱ. 안과 PACS 관련 문항

- Worklist 관련문항

- Multi Study Image

Display Mode

- Anonotation alc 사진 편집기능

- Layout과 영상 Viewer

- 판독

Ⅲ. 안과 PACS Viewer관련 문항

Ⅳ. 검사용 장비 보유 현황

안과

의사

방사선

사

안경사

간호사

의료

정보

전산실

영상관

리자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남자 50.0%, 여자 50.0%로 나타났

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이였으며, 최

종학력은 학사와 석사가 33.3%, 근무 장소는 종합

병원 77.8%, 소속부서 안과 77.8%, 직급은 팀원

44.4%, 직종은 의사 38.9%로 조사되었다. 의료분야

재직 총 기간 및 현 기관 근무경력은 5년에서 9년

의 재직기간이 8(44.4%)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1].

변수 계

성별 남자 9 (50.0)

여자 9 (50.0)

연령대 20대 7 (38.9)

30대 7 (38.9)

40대 4 (22.2)

최종학력 전문학사 2 (11.1)

학사 6 (33.3)

석사 6 (33.3)

박사 2 (11.1)

기타 2 (11.1)

근무장소 병원 1 (5.6)

종합병원 1 (5.6)

대학병원 14 (77.8)

기타 2 (11.1)

소속부서 안과 14 (77.8)

간호부 2 (11.1)

기타 2 (11.1)

직급 전임강사 2 (11.1)

조교수 4 (22.2)

전공의 3 (16.7)

팀원 8 (44.4)

기타 1 (5.6)

직종 의사 7 (38.9)

간호사 3 (16.7)

의료기술직 4 (22.2)

기타 4 (22.2)

의료분야 재직

총 기간

4년 이하 6 (33.3)

5년~9년 8 (44.4)

10년 이상 4 (22.2)

현 기관

근무경력

4년 이하 6 (33.3)

5년~9년 8 (44.4)

10년 이상 4 (22.2)

계 18 (10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3.2 안과 PACS 관련 문항
안과 PACS 사용 후 “약간 그렇다”라고 답변한

인원이 병변의 발견 및 질병정보 획득정도는

12(66.7%)명, PACS가 영상을 조회하는데 시간이 절

약정도에서는 9(50.0%)명, PACS의 진료 효율 향상

도에서는 13(72.2%)명, PACS가 진료나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 기능이 향상정도에서는 13(78.2%)명으로

나타났다.

안과 PACS가 HIS(병원정보시스템), OCS, EMR

등과 연동정도에서는 “그렇지않다” 가 12(66.7%)명,

안과 PACS 도입과정에서 교육 적절성에서는 “약간

그렇다” 가 7(38.9%)명, 안과 PACS 도입후 지속적

인 교육 및 업그레드의 필요성에서는 “매우그렇다”

가 11(61.1%)명으로 나타났다.

안과 PACS 도입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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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명이 편리성이라고 하였고, 안과 PACS

Viewer 중요분야는 9(50.0%)명이 편리한 기능이라

고 하였다. 안과 PACS Viewer 필요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14(77.8%)명이 망막분야라고 하였다

[표 2].

[표 2] 안과 PACS 관련문항
                      명(%)

변수 계

PACS 사용후 병변의 발견 및 질병정보 획득정도

매우그렇다 4 (22.2)

약간그렇다 12 (66.7)

PACS가 영상을 조회하는데 시간이 절약정도

매우그렇다 8 (44.4)

약간그렇다 9 (50.0)

그렇지않다 1 (5.6)

PACS의 진료 효율 향상도

매우그렇다 4 (22.2)

약간그렇다 13 (72.2)

그렇지않다 1 (5.6)

PACS가 진료나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 기능이

향상정도

매우그렇다 1 (5.6)

약간그렇다 13 (72.2)

그렇지않다 4 (22.2)

안과 PACS가 HIS(병원정보시스템), OCS, EMR등과

연동

약간그렇다 5 (27.8)

그렇지않다 12 (66.7)

전혀그렇지않다 1 (5.6)

안과 PACS 도입과정에서 교육 적절성

약간그렇다 10 (55.6)

그렇지않다 7 (38.9)

전혀그렇지않다 1 (5.6)

안과 PACS 도입후 지속적인 교육 및 업그레드의

필요성

매우그렇다 11 (61.1)

약간그렇다 6 (33.3)

그렇지않다 1 (5.6)

안과 PACS 도입 시 가장 중요부분

효율성 4 (22.2)

편리성 8 (44.4)

진료환경의 개선 6 (33.3)

안과 PACS Viewer 중요분야

편리한 기능 9 (50.0)

환자검색 3 (16.7)

다양한 기능 2 (11.1)

EMR과 연동 3 (16.7)

안과 PACS Viewer 필요분야

망막 14 (77.8)

각막 1 (5.6)

3.3 안과 PACS Viewer의 환경 관련 문항
안과 PACS Viewer의 환경 중 'Worklist(검사환

자리스트)‘에서 꼭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8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1순위는 생면월일, 2순위는 부

위, 3순위는 장비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Multi

Study Image Display Mode에 대한 필요항목의 우

선순위를 8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1순위는 Key

image, 2순위는 Color palett, 3순위는 Original full

Size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notation 및 사진 편

집기능에 대한 필요항목의 우선순위를 8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1순위는 길이측정, 2순위는 선 및 화살

표 삽입, 3순위는 글자입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Layout과 영상 Viewer에 대한 필요항목의 우선순위

를 8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1순위는 Image Layout:

1*1~5*5(한 검사에 대한 여러 장을 보는 방법), 2순

위는 Exam Layout: 1*1~2*2(과거영상 및 여러 사

람 영상 비교), 3순위는 더블클릭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판독에 대한 필요항목의 우선순위를 8점 척도

로 분석한 결과 1순위는 Copy, 2순위는 Normal

form, 3순위는 Record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안과 PACS Viewer의 환경 관련 문항
순

위
변수 평균

Worklist(검사환자리스트)

1 생년월일 7.33

2 부위 6.75

3 장비명 6.55

Multi Study Image Display Mode

1 Key image 6.82

2 Color palette 6.50

3 Original full Size 6.45

Annotation 및 사진 편집기능

1 길이측정 6.33

2 선 및 화살표 삽입 6.27

3 글자입력 6.13

영상 Viewer

1 한 검사에 대한 여러 장을 방법 7.40

2 과거영상 및 여러 사람 영상 비교 7.07

3 더블클릭 5.50

판독

1 Copy 6.50

2 Normal form 5.92

3 Record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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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결론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영상의학과를 중심의 의료 영

상을 저장, 조회, 관리하기 위한 PACS 솔루션이 많이 보

급되었으나, 영상의학과를 벗어난 임상 분야에는 크게 도

입되지 않았으며, 영상 진단 장치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조만간 병원 내 영상 진단 환경에 큰 변혁이 있을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3]. 특히 안과 전용의 솔루션은 아직

시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이 없는 초기 상태인 것

으로 분석되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PACS 도입은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4], 성공적으로 PACS를 도입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도입 이후 여러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기존 필름 시스템 체제

와의 효과성 차이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2].

본 연구는 2011년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

개 광역시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인턴, 레지

던트, 전문의, 방사선사, 안경사, 간호사를 대상으로

안과 PACS의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용자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성 대상은 의사 7명(38.9%), 의료기술직 4명

(22.2%) 간호사 3명(16.7%), 기타 4명(22.2%)로 나타

났다.

안과 PACS 관련 문항을 보면 PACS가 영상을 조

회하는데 시간이 절약정도가 그렇다가 17명(94.4%)

로 월등히 높았으며, 안과 PACS 도입 후 지속적인

교육 및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그렇다가 17명

(94.4%)으로 높았다. 김경숙(2003)은[4] 병원별 정보

내용과 적시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사용자들이 필

요로 하는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는 기능이 개선되어

야 한다고 하였다.

안과 PACS Viewer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는 망막

분야로 나타났으며, 이는 망막 검사의 대부분이 영

상을 이용한 진단이 활용되어 있어 나타나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안과 PACS Viewer의 환경 관련 문항에서 검사

환자 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년월일, 부위 ,

장비명이었으며, Annotation 및 사진 편집기능에서

는 길이측정, 선 및 화살표 삽입, 글자입력으로 진료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장 중

요한 환경 구성으로 응답하였다.

안과 PACS의 지능형 영상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성은 기존 PACS에서 이루어져 있는

Viewer 형태의 UI 구성보다는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요하는 길이, marking, 장비의 특성, Color

Palette 변화, Multi Modality Image Display를 요구

하고 있다.

앞으로 방사선 분야의 기존 Viewer 형태의 PACS

UI 구성보다는 각 분야에 맞는 PACS UI를 구축함

으로써 더 정확하고 지능화된 영상 진단 및 치료 지

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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