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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liferation of hospital management and managerial 

applications of computing has led to change in the characteristics, uses and evaluations of software for 

the hospital management. With the growing proliferation of microcomputer use and the value-added for 

management strategies, more and more software has been massively developed, produced and distributed 

for the hospital industry. The user is faced with an increasingly difficult choice in the evaluation and selection 

of software. For many reasons, users frequently must rely on expert evaluations of the technical functions 

and quality of softwa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selection criteria for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and to develop an evaluation framework for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The major 

finding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1) the identification of EMR evaluation characteristics (2)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EMR selection model and (3) the evaluation of the importance for EMR characteristic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e identify 6 characteristics and 22 sub-characteristics of the 

EMR, calculate their weights, and decide the best configuration. Especially, the AHP methodology can be 

applied to gather knowledge from multiple experts. Because AHP can 1)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multiple 

experts 2) increase group productivity and therefore result in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uperior 

outcomes than that of a single individual's work 3) provide a mechanism for reconciling conflict from multiple 

expert 4) validate the acquired knowledge, providing consistency of facts, and 5) enhance the accuracy 

reliability of the acquired knowledge increase through of the reliability provided by consensus across multiple 

experts. Although som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he proposed model can be regarded as a basis for 

the selection of 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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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기술의 빠른 발 과 함께 의료산업

의 정보화 노력은 계속 인 기술의 발 과 더불

어 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병원에서 정보기

술의 활용은 1990년   방 한 양의 의료보험 

자료의 처리를 해 도입되었지만 1990년 반

에서는 단계 으로 진단치료, 간호내용, 검사기

록 등 의료진단과 련된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

리하기 하여 환자진료 주로 정보기술이 활용

되어지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환자를 심으로 

발생되는 모든 과정의 정보흐름을 데이터베이스

화 하는 것으로 환자의 진료를 하여 환자의 기

본 인 정보의 기록에서부터 진료 종결까지 모

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의무기

록시스템인 처방 달시스템(Order Communica-

tion System, OCS) 구축으로 발 하고 있다. 

재 국내 부분의 종합병원은 OCS 구축을 시작으

로 원가분석시스템(Cost Analysis System, CAS), 

지식 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사 자원 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원격진료시스템, 인터넷 의료정

보 종합 사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IT기술

에 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무 으로 구축

되어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의 궁극 인 목표

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구 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의료진단과 병원업무의 효율화를 가

져올 수 있는 정보기술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분

야가 EMR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1990년 부터 복기록  과

잉의 서류작업을 여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50%까지 감소시키고 직  다른 업무와 련한 시

간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Sahlstedt, 

Adolfesson, Ehnfors, Kallstrom, 1997]. 이미 국

내에서도 OCS, 의료 상 송 달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에 이어 EMR은 의료정보화의 새로운 의료정보

기술로 발 되었다. 이는 재 병원에서 사용

인 수기식 의무기록의 방 한 데이터 처리와 

리의 어려움, 자료검색의 어려움, Data의 손실  

분실 등의 여러 가지 문제 이 지 됨에 따라 

EMR의 극 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자처방 , 자의무기록, 원격진료제도 등의 

기술발 에 따라 병원정보시스템의 유용성과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Tierney, 1995]. 

이러한 EMR의 구축은 주로 병원 내 정보시스

템 인력에 의한 자체개발, 는 외주업체에 의한 

외부개발(Outsourcing)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일반 으로 자체개발은 다양한 

업무내용에 한 요구를 극 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자체개발은 투자

비용의 낭비와 시스템 간 호환성 부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 발 에 따라 증가

하는 시스템의 복잡성에 응하여 최신의 문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자체 개발에 비해서 개발

시간 단축과 개발비용의 낭비를 일 수 있는 외

부개발의 요구가 증가하여 소 트웨어 팩키지 

심으로 수요확산과 이에 따른 정보기술의 발

에 부응하는 시스템들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

고 있다[이정희, 성 희, 정연이, 이정림, 2000]. 

각 병의원마다 OCS의 구축을 포함한 EMR

의 외부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개발, 

매하는 EMR 소 트웨어 개발 업체 간의 경

쟁이 심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인 병

의원입장에서는 이런 소 트웨어 도입을 한 

분명한 선택기 이 마련되지 않아 소 트웨어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에서 OCS를 

도입하는 기에는 당시에 일부 선두업체에서 

시장 선 을 해 렴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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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를 포함한 시스템 선정이 기술력, 유지보

수, 호환성 등이 도외시된 가격 주의 기 에 

의하여 결정 되어졌던 선례들이 있다. 이는 장

기 으로 기술 발 을 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며 병의원 측에도 불합리한 행을 남김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합리 이고 투명한 경 이라는 

목 에 합하지 않은 결과를 래 할 것이다.

따라서 병의원경 에 있어서 합리 이고 병

의원운  로세스와 그에 합한 정확한 EMR 

소 트웨어 선정을 한 객 인 평가기 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병원정

보시스템에 한 연구에서는 병원정보 시스템의 

도입 략  실행에 한 사례연구와 이에 한 

성과평가, 구축사례  사용자 만족도에 련된 

측면을 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

한 필요성  도입에 한 연구는 미진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의료 소 트웨어 도입  선정

의 구체 인 평가기 이나 지표선정에 한 연

구가 미진하여 각 평가 기 에 한 타당성과 

요성이 검증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기존 문헌 연구와 

실무자 면담을 통해서 객 이고 합리 인 EMR

소 트웨어 도입  선정을 한 평가 기 과 지

표들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자 한다. 그리고 계층  분석 과정(Analytic Hier-

archy Process, AHP) 기법을 용하여 이 모델의 

선정기 의 가 치도 산출 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AHP 기법을 EMR 소 트웨어 

선정 평가방법론으로 용한 이유는 EMR 평가

는 복잡한 병의원 환경과 직 으로 련된 비

구조 이고, 략 인 의사결정 문제로서 정성

 요소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AHP는 복

잡한 의사 결정을 계층화시킴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고 서로 다른 기능  속성의 성능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

를 동시에 고려함으로 이에 합한 의사결정방

법론으로 볼 수 있다[Saaty, 1980]. 한 AHP는 

일 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통해 

문가의 지식으로부터 도출되는 논리  오차를 

악함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마지막

으로 AHP는 EMR 소 트웨어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 들의 가 치를 제시함으로써 우선순

에 따른 합리 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

는 EMR에 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EMR의 개

념과 필요성, 그리고 국내의 황  망을 설

명하 다. 제 3장에서는 AHP 방법론과, 제 4장

에서는 EMR 소 트웨어 선정기 의 AHP 모델

을 제시하고 제 5장에서는 AHP 모델 용에 따

른 연구설계와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 EMR 소

트웨어 선정 기 의 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

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

을 제시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EMR의 개요와 필요성

2.1.1 EMR의 개요

EMR은 기존 수기식 의무기록 작성에서 탈피, 

정보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의무기록을 장하고 

컴퓨터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정보를 

장․검색․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의료분야에 

오래 부터 리 사용된 종이 의무기록은 장기

간 모아지면 리  보 상의 문제 때문에 의무

기록을 구 보존하는 부분의 병원에서는 진

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비활용 의무기록을 과거

에는, 마이크로 필름에, 최근에는 디스크나 컴

팩트 디스크 등에 수록하여 보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1990년부터 많은 병의원들

은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축하고 정보시스템도 

원무  보험청구 심에서 한 단계 발 하여 

재는 OCS을 도입하는 형태로 병원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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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환경이 발 하고 있다. 재 OCS를 구축한 

병원에서는 환자의 인  사항, 처방내역, 검사결

과 등은 물론 의료진의 진료기록, 간호기록 모든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 검색,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에 장되는 보다 발 된 자 의무기록시스템

이 구축되어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자의무

기록 내용의 보안성이 요한 문제 으로 두

되기 시작한다. 진료내용의 입력은 진료시 에 

입력이 되어지고, 환자의 다양한 진단 기록이 DB

에 장이 되어지고, 실시간으로 필요한 장소에

서 검색이 이루어져 의료진단에 획기 인 발

과 유용성이 증가되고 있다[송우철, 1996].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종이의

무기록을 DB화 하는 수 에서 한 단계 더 발

하여 기존에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보

다 더 많은 환자정보를 정보화하여 환자의 종합

인 정보를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환자기록

(Computer-based Patient Record, CPR)을 개발

하여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의무기록

이 발 해 나가야 할 최종목표가 된다[강성홍 

강수원, 김미숙, 민병옥, 서순원, 서진숙, 신종연, 

이용철, 이 실, 2001].

2.1.2 EMR의 필요성 

병원실무에서 의무기록은 리  효용성 면

에서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이챠

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분실하거나, 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챠트가 두꺼워지는 경우 리가 

어렵고, 챠트 수와 양이 많아지면서 이를 보

할 공간 확보가 문제가 된다. 둘째, 의무기록 기

술양식이 체계 이지 못하고, 알아보기 어려우

며 복합 인 질환을 가진 장기환자인 경우 챠트

를 통한 자료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령 

간호기록의 경우 한 가지 정보를 반복 으로 기

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업무가 가 되거

나 기록을 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셋째, 많은 

의료인들이 동일한 환자의 챠트를 이용하는 경

우 신속한 환자상태 악  치료가 어렵다. 

한 병원간에 환자 진료에 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사가 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환자의 입원정보와 외래정보가 체

계 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내용이 락되어 

있거나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챠트를 

보 하고 리하는 단순한 일에 많은 인력이 투입

되어 비효율 으로 리되고 있다[최성호, 1996].

이러한 병원 정보의 장은 디지털 매체와 컴

퓨터 기술을 이용한 EMR 시스템을 도입하면 쉽

게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작

은 공간에 량의 정보를 장할 수 있고, 멀티

미디어형의 데이터도 통합 리할 수 있다. 자

화된 기록은 종이 기록보다 읽기 쉽고 정확하다. 

구조화된 입력 양식을 사용하면, 더욱 상세하고 

완 한 기록을 얻을 수 있고, 기록의 질이 향상

된다. 일단 디지털화 된 자료는 텍스트뿐 아니라 

도표나 로우차트와 같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표 될 수 있으며, 검색시간을 여주

고 정확성을 높여 다. 자료 근성이 향상되고 

24시간 어느 곳에서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료

의 근이 용이하다. 보건 의료 시스템 련 각 

분야간의 자료 공유와 의사소통이 진된다. 

한 자화된 의무기록은 진료의 질을 향상

시킨다. 온라인상에서 처방을 입력할 때 자동으

로 활성화되도록 고안된 지능  에이 트 로그

램들을 통해서, 각 약물의 약물상호작용을 검색

하고, 환자의 임상상태를 확인해서 처방 인 임

상의사에게 한 경보나 기억 보조 로그램을 

동작시켜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 으로써 진료의 질을 향상 시키게 된다. 

각각의 처방이나 치료에 한 정보와 가이드라

인, 문헌정보 등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자의무기록과 연계된 지능  에이 트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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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의 유용성은 특히 만성의 복합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치료나 에이즈 치료와 같이 빠르게 변

화하는 분야에서 효과 이다[최성호, 1996]. 

2.1.3 EMR의 황  망

국내에서는 1990년  들어 의원 에도 ‘ 자

챠트’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재는 수천 곳의 

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종합병원 으로

서는 1994년 삼성병원이 개원 부터 OCS 시스

템을 활용하여 네트웍 환경에서의 입원환자용 

자의무기록을 국내 최 로 구축하 으며 

재 이 시스템은 국내 병원  OCS 시스템으로는 

상당부분 발 된 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다. 지

난 1998년 8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분당제생

병원이 통합형 EMR을 구축하 다 특히 100Gb

의 어 이와 660Gb의 5.25인치 용량 주크박스

를 이용해 10년 분량의 상과 의무기록을 실시

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래에서는 

환자가 다시 방문해도 모니터상에서 즉시 조회

가 가능하고 병동에서도 환자가 퇴원하면 의무

기록과에서 의무기록을 보 할 필요 없이 모니

터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무기

록지의 보 과 출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재 EMR은 빠른 속도로 발 하여 통  종

이기록에서부터 국내 부분의 병의원이 자챠

트로 체되었으며 학병원 등 형병원 주

로 추진된 병원계의 의료정보화 움직임은 소

형병원에 그 무게 심이 옮겨지고 있다. 병원계 

환경이 기존 찾아오는 환자를 기다리는 입장에

서 개원 증으로 인해 이제는 환자를 극 유치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함에 따라 병원간 경쟁

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환자 유

치를 한 고객 계 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

며 일부 업체에서는 OCS, EMR 등 의료솔루션

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CRM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다. 앞으로 EMR은 재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문가 시스템, 의사  의사결정 지원 시

스템,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들과 통합되어 더

욱 더 지능 인 통합 시스템으로 발 해 갈 것이다.  

2.2 AHP의 이론  배경

2.2.1 AHP의 개요

Thomas L. Satty에 의해 1971년에 개발된 

AHP는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이원비교에 의한 단을 통하여, 여러 

개의 목 을 동시에 가진 문제에 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무형의 기 과 

안에 한 정보를 체계 으로 결합시킨 의사

결정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의사

결정 문제는 서로 불완 한 정보와 제한된 자원 

하에서 목 과 기 에 일치되는 최 의 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에서 AHP는 최종 인 목 아래 하  기 들

을 수립하고, 상  목표의 에서 하  기

을 평가하여 가 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의사결정문제의 유무형 기   안을 계층

으로 분석, 이원비교와 행렬을 통하여 안의 

우선순 를 도출함으로써 최 의 안을 선정

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AHP는 정량 인 평가 

기 과 정성  평가 기 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계층 분석 과정의 유용성은 첫째, 의사결정과

정의 정보에 하여 정성 인 기 과 정량 인 

기 을 비율 척도를 통해 측정하는데 있으며

[Saaty, 1980], 둘째, 비정형 이고 다 기 의 복

잡한 문제를 하  기 으로 차로 세분하여, 

계층 으로 분화함으로써 상호 이원비교에 의

한 단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aaty, 1980]. 셋째, 정성 인 정보를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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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하여 수치로 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

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며[Vargas, 1990], 넷째,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반 하는 집단 의사결

정이 가능하여 문가의 여러 의견이 필요할 때 

이를 수렴하기가 용이하다[Vargas, 1990]. 다섯

째, 계층구조는 문제해결의 근 방법에 따라 

수정이 용이하므로 융통성이 있는 의사결정 방

법이다[Vargas, 1990]. 

2.2.2 의사결정의 계층 구성과정 

계층  분석 과정은 목표들 사이의 요도를 

단계 으로 나 어 악함으로써 각 안들의 

우선순 를 산정하는 기법이다[Saaty, 1980]. 실

제로 의사결정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하

여 AHP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을 단계 으로 분

류하여 의사결정 계층을 설정한다. 계층이란 시

스템의 특수한 형태로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본질 는 특성에 따라서 부분집합을 구성하며, 

하나의 집합이 다른 하나의 하  집합에만 향

을 주고  다른 하나의 상  집합으로부터만 

향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Saaty, 1990]. 이 단

계는 AHP 모형 용에서 가장 우선 인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 분석자는 상호 련되

어 있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사항들을 상 하  

기 을 구분하고 기 에 따른 의사결정 사항들

을 계층화한다. 계층의 최상층에는 의사결정 목

이 놓여지며,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 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 들로 구성된다. 2

단계는 의사결정 기 들 간의 이원비교로 행렬

을 작성한다. 3단계는 고유치를 사용하여 의사

결정 기 들간의 상 인 가 치를 구한다. 4

단계는 각각의 계층구조에서 도출된 가 치를 

종합하여 평가 상이 되는 여러 안을 평가하

여 종합 순 를 결정한다.

3. EMR 소프트웨어 평가모델 개발

3.1 EMR 소 트웨어의 평가기 과 특성 

OCS(처방 달시스템), EMR( 자의무기록시

스템), LIS(검사정보시스템), RIS(방사선정보시

스템), PACS(의료 상  송시스템) 등과 같

은 소 트웨어는 팩키지 소 트웨어의 특성에 

의료용 소 트웨어로서의 문 인 특성을 동

시에 고려한 품질평가 기 이 개발되어야 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생명

주기

정의 문제 악, 타당성

개발 시스템 구성, 시험

운용 운 , 유지보수

품질

지원

품질정책 제도  장치, 담조직

조직안정성 외명성, 기술수 , 재무상태

생산성

개발경험
분석가 자질, 로그래머 능력,

응용분야 경험

개발환경
의사소통경로, 근무환경, 

교육훈련

지원도구 H/W, S/W, CASE Tools

<표 1> 소 트웨어 외주업체 선정방안에 한 계층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EMR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하여 련된 문헌 연구와 개발업체  병원 실무

자와의 면담을 통해 병원 특성에 합한 EMR 

평가 모형을 개발하려고 한다.  

우선 의료용 소 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도출하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팩키지 소 트웨어의 품

질 요구사항과 시험에 한 표 인 ISO/IEC 

12119의 품질특성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용 

소 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먼  추출하고 이들 요

구사항을 품질특성 체계에 맞추어 분류 정리한 후 

각 요구사항에 따른 특성과 기 을 마련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EMR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해 정호원, 강인배[1996] 연구와 Robert Rosberg 

[1980]의 연구를 기반으로 각 계층별 평가기 을 

개발하고 <표 1>에서 제시하 다. 정호원, 강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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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하 기 내용요약

1. 경제성

1.1 기구축비용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S/W의 반 인 비용  비용산출의 정성 

1.2 유지보수비용 시스템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으로 시스템 리비와 향후 투자비를 포함

1.3 교육훈련비용 개발된 시스템에 한 사용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1.4 상 비용과의 차이 병원 소득수 을 기반으로 할당된 EMR 구축용 상 비용과 요구 비용과의 차이  

2. 신뢰성

2.1 회사 신뢰성 업체의 시장 유율과 재무구조에 따른 회사의 평

2.2 시스템 신뢰성 해당 시스템이 최근 국내 병원에 실제로 운 된 사례에 한 평

2.3 시스템 안정성 시스템이 24시간 운 되면서 집 인 업무처리나 재해 시에도 이상 없이 유지 가능한 안정성 

2.4 시스템 보안성 시스템 사용자에 한 업무별 지 계측별 근에 한 통제  외부로부터의 해킹 가능성 차단

3. 유지
보수

3.1 유지보수체계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해 발생 가능한 장애들을 사 에 검하는 체계

3.2 복원의 신속성 시스템 오류 발생에 한 신속하고 정확한 복원

3.3 유지보수 가능범 유지보수 기술력에 따른 유지보수의 가능 범

3.4 자체 유지보수 능력 시스템을 구축 시 업체로부터 기술이 을 통해 보유할 수 있는 병원의 자체 인 유지보수 능력

4. 기술력

4.1 요구변경 수용가능성
(customizing)

업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기술 환경에 목시킬 수 있는 능력

4.2 시스템 성능 향상능력
(upgrading)

속한 기술의 발달 추세를 감안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4.3 시스템 구성 합성
주요 장비와 장비간 인터페이스 최소화, 장치효율성, 모듈성, 기계독립성을 사용자 편의성, 
입출력 형태와 함께 고려하면서 최종 결과물이 시스템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구성
할 수 있는 능력 

4.4  개발 인력 기술력 시스템 개발에 직 으로 참여하는 인력의 학력, 경력 등에 따른 기술력

5. 기능성

5.1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 도입될 시스템과 기존에 쓰이고 있는 S/WH/W 환경과의 호환성 

5.2 시스템 확장성
업무의 확 로 인한 시스템의 형화가 요구될 때 각 기종간의 호환성에 따른 시스템 
확장의 용이성  

5.3 정보 제공기능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에 제공할 
수 있으며 최신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5.4 요구기능의 충족성 시스템에 반 되어 있는 업무상의 필요 기능 

6. 사용성

6.1 사용의 편리성
의사와 간호사, 약사가 환자처방을 직  컴퓨터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가운데 고려되는 
사용환경의 친숙성  기능의 이해성과 편리성

6.2 사용자 교육의 
질  수

개발된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용하기 해서 새로운 제도와 차를 교육하고 용하는 
과정의 효율성

<표 2> EMR 소 트웨어평가기 과 측정내용

[1996] 연구에서 EMR 선정을 한 기본 모형으

로서 EMR 선정을 한 기본모델로서 일반 인 

시스템 평가 기 을 고려하기 한 것으로 여기

서 주 기   다섯 가지(신뢰성, 유지보수성, 기

술력, 기능성, 사용성)를 추출하여 본 모형의 주 

기 으로서 선정하 다. 한 병원 정보시스템과 

련된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정보시스템 도입

의 결정  장애요인이 도입비용 부담과 비용확보

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 고, 이를 해 

추가 인 주 기  항목인 ‘경제성’으로 채택하

다. 그러므로 정호원, 강인배[1996]의 연구에서 

거론된 다섯 가지 항목과 추가된 경제성 항목, 즉 

여섯 가지 기 이 최종 인 주 기 으로 확정되

었고, 하 기 은 업체  병원 실무자와의 면담

을 통해 일부 수정하여 본 모델의 하  기 으로

서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정호원, 강인배[1996]의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소 트웨어에 한 특성

을 반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단되는 바 김승렬, 

정희숙[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소 트웨어의 

품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 주기, 품질지원

활동, 생산성의 측면에서 제시된 소 트웨어 선

정방안에 한 기 을 본 연구모델의 구성에 참

조하 다. 소 트웨어 외주업체 선정방안을 한 

AHP 모델의 각 계층별 기 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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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MR시스템 평가모델 구축

다음으로는 병원정보시스템  병원 경 에 

련한 참고문헌 연구와 형 진료기 의 

EMR을 개발하는 문업체와 EMR이 도입되어 

운  인 형 진료기 의 산 실무자들과

의 면담을 통해서 본 모형이 병원에서 실제 의사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반 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고 재구성하 다. 문헌연구는 EMR

에 한 사용자 만족도에 한 연구와 HIS의 

구축과 용  평가에 한 연구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상자는 업체 실무자 5명, 

병원 산실 실무자 10명으로 구성되어 문가

들의 EMR 평가기 에 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를 통해 구성된 AHP 모형 <그림 1>의 각 

계층별 기 과 특징은 <표 2>와 같으며 이  

주기  6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경제성 : 시스템 기 구축비용과 향후 유

지비용  교육 훈련비용을 포함하며 그 비용과 

병원 산과의 차이가 한지를 단한다. 이 

때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 합리 인 근거를 통해 

고려하여야 한다. 계속 증가되는 유지보수 비용 

 문인력의 고용비 등 여러 고려해야 할 

들이 있기 때문이다

B. 신뢰성 : 소 트웨어 개발기업의 평 과 실

제 장에서 운 된 솔루션으로서 안정 인 응답

시간, 보안체계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단한다. 

기존 사용자들의 좋은 평 은 제공하는 산기

기, 로그램  지원체계의 우수성으로부터 얻

어지는 것이기에 기존 사용병원을 통하여 장단

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한 병원은 24시

간 시스템을 단하지 않고 가동해야 하므로 안

정 인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김창엽, 강길원, 

이진석, 김병익, 김용익, 신 수, 1999]. 보안에 

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한 통제

차와 정보시스템 문제 발생시 이를 체할 수 

있는 여분의 시스템이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C. 유지보수 : 문 인 유지보수인력이 조직

화 되어있는 체계 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를 단한

다. 한 기술이 을 통한 자체유지보수능력을 

단한다. 기존 연구에서 병원정보시스템 오류

발생시 문제해결 시간에 한 인지도를 질의하

여 분석한 결과 시스템 다운(down)이나 박한 

상황이 부딪쳤을 때 문제해결 능력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 기술력 : 문성 있는 개발인력이 충분하

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술 으로 충분히 반

할 수 있으며 기술발 에 따른 계속 인 성능향

상이 가능한지를 단한다. 병원은 매년 변동되

는 의료보험 산정기 과 수가에 효율 으로 

처할 수 있어야 병원재정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이 융통성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로그램이 필요에 따라 쉽게 수정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E. 기능성 :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병원규

모가 커짐에 따른 시스템의 확장이 용이하며, 

업무에 필요한 기능의 충족성  정보제공기능

의 성을 단한다. 특히 EMR을 도입하기 

해서는 OCS, PACS 등과 함께 수납, 원무행

정 등의 업무 련 시스템이 통합 으로 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 도입되는 EMR과 기존

에 설치했던 시스템들이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통합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F. 사용성 : 사용자가 직  시스템을 쓰기 

한 환경이 편리한지, 그리고 시스템 사용에 

한교육이 한지를 단한다. 잘못된 시스템 

환경이나 교육 때문에 사용자가 부정 인 태도

와 의식을 가진다면 EMR 도입의 효과가 충분

히 발 될 수 없다. 특히 사용자인 의사들은 특

수 문가 집단으로서 통 인 진료 습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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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증연구 단계

<그림 1> EMR 소 트웨어 선정 평가를 한 계층 모델

보시스템에 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자와의 마

찰이 유발되기 쉽다[양해술, 2004].

3.3 EMR 시스템 평가모델 실증연구 설계와 

분석결과 

EMR 구축 경력이 있는 개발회사 원을 상

으로 하 다. 이를 해 3  역 도시에 소재

한 병원을 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AHP 

방법론에 기반한 EMR의 선정모델을 구축하고 

이 방법론에 의한 평가기 의 가 치를 도출하

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이를 해 AHP 방법론의 응용

로그램인 EC(Expert Choice)를 이용하여 선

정기 의 요도를 평가 하 다. 설문은 병원의 

산실 리경력이 5년 이상인 책임자와 EMR 

사용 경험이 3년 이상인 의사, 10개 병원 이상의 

개발업체를 선정하 다. 조사는 2차에 걸쳐 직

방문조사와 자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 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ASP 

(Active Server Pages)으로 작성된 자메일을 

사용하 다. 1차 조사 시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부 실시하 는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회수

율이 10% 이하로 매우 조하 다.  

추후 화연락을 통하여 계속 으로 응답을 

권유한 결과 회수율은 80% 이상을 기록하 으

나 설문결과에 한 CR이 수용 가능치인 0.1보

다 커 일 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AHP 연구사례[변 호, 2001]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컴퓨터 화면을 통한 설문조사방

식은 종이 방식보다 일 성 있는 단을 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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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 체 병원 산실 개발자 의사

C.R 0.055 0.074 0.041 0.035

경제성 0.075 0.109 0.078 0.041

신뢰성 0.127 0.206 0.151 0.051

유지보수 0.116 0.115 0.118 0.117

기술력 0.167 0.15 0.182 0.181

기능성 0.176 0.163 0.12 0.288

사용성 0.152 0.113 0.156 0.233

<표 3> 의사결정자별 EMR 소 트웨어 체 주기  요도

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직  방문 조사 시에는 설문자와 미리 약속시간

을 정해 설문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 으며, 설문조사에 한 

충분한 사 교육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설문응

답의 50% 이상이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설문조사는 개발자와 의사를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병원 산실 책임자 세 가

지 그룹으로 나 어 조사를 하 다. 

설문은 Expert Choice을 사용할 수 있는 노

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직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pert Choice은 설문결과를 분석

하여, 설문의 응답에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

도록 비일 인 응답을 지 해  수 있는 기능

이 구 되어 있는 것이 장 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계속

인 설문조사를 시도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

서는 설문 장에서 직  이 기능을 활용하여 설

문 상자에게 비일 인 수치에 한 정보내

역을 제시하 다. 설문응답자가 의 정보에 

해 동의하면 즉시 인 오차 수정을 하 고, 그

지 않은 경우 다음 문항의 설문을 계속하는 방

식을 취하 다. 이 과정  설문 상자와 설문

자간에 AHP 모형에 한 반복 인 의가 이

루어졌고 본 설문에 한 체 인 이해도가 증

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설문 이 에 

설문 상자의 AHP에 한 이해도를 더욱 높이

기 해 요도 도출에 한 과정을 수리 으로 

상세히 설명하 고, 결과 으로 2차에서는 체 

CR이 0.1 이하를 만족시키는 설문결과가 80%

를 차지하 다. 

1, 2차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용 가능한 유효

한 최종 응답자는 28명(병원 산실 책임자 12

명, 의사 8명, 개발자 8명)이었다.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해 Expert Choice를 이용하여 각 특

성별 요도를 산출하 다. 이  주기 의 

요도를 <표 3>에 제시하 다. 우선 주기  

요도 분석결과, 체 으로는 기능성, 기술력, 

사용성, 신뢰성, 유지보수, 경제성의 순인 것으

로 악되었다. 설문 상자별로는 병원 산실 

책임자가 신뢰성을, 개발자가 기술력을, 그리고 

의사는 기능성을 가장 우선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세 분류의 상자가 와 같

이 상이한 요도를 낸 이유를 설문 상자와 평

가 상 간의 직 인 책임 계에서 비롯된다

고 단된다. 병원 산실 책임자는 EMR이 시

스템오류를 일으킬 경우 리자로서 직

인 책임소재가 주어지므로 신뢰성에 주안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사는 직

으로 EMR에 정보를 직  입력하는 사용자

로서 기능성을 시하 다. 개발자는 매자의 

입장에서 병원의 수요에 맞게끔 시스템을 개발하

는 것이 우선이므로 기술력에 요도를 높게 두었

다. 하  기 의 요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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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요도 하 기 요도 순

경제성 0.075

기구축비용 0.025 12

유지보수비용 0.013 17

교육훈련비용 0.007 19

상비용과의 차이 0.014 16

신뢰성 0.127

회사신뢰성 0.008 18

시스템신뢰성 0.035 8

시스템안정성 0.039 7

시스템보안성 0.029 9

유지

보수
0.116

유지보수체제 0.02 13

복원의 신속성 0.028 10

유지보수가능범 0.016 15

자체유지보수능력 0.029 9

기술력 0.167

요구변경수용능력 0.049 3

시스템성능향상 0.027 11

시스템구성 합성 0.048 4

개발인력기술력 0.023 13

기능성 0.176

시스템확장성 0.027 11

정보제공기능 0.043 6

기존시스템연동성 0.019 14

요구기능충족성 0.063 2

사용성 0.152
교육질 수 0.044 5

사용자편리성 0.091 1

<표 4> EMR 선정기 의 요도와 우선순

다. 하  기  요도 분석결과, 체 으로는 사

용자 편리성이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

사신뢰성보다도 시스템 신뢰성의 요성이 높게 

나온 이유는 설문 상자가 경 자가 아닌 시스템

을 직  다루는 실무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표 4>와 같이 주기   경제성의 요도

가 가장 낮은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4. 결  론

오늘날 소 트웨어가 심이 되는 의료분야의 

소 트웨어의 폭발  증가로 인해 의료용 소

트웨어는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한 

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의료용 소 트 어의 품질에 지 한 

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의료용 소 트웨어의 품

질향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수 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용 소 트웨

어에 한 질 인 품질을 평가 할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그동안 미흡하여 문성과 안 성

을 요구하는 의료용 소 트웨어에 한 평가가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소 트웨어에 한 안 성과 유효성의 

에서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소 트웨어를 선정할 시에

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평가 항목으로 정형

화해서 정성  정량  분석을 해야 하며 분석된 

이 기 들을 종합화하여 일정한 가 치를 부여

해 체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본 연구는 AHP 기법을 통해 EMR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기 에 한 요

도를 제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병원에서 EMR 선정에 한 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 객 인 평가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안 선택에 도움을  수 있으며, EMR을 개발하는 

기업에게도 효과 인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지원

을 한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향후 병원의 시스템 선정을 한 의사

결정지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DSS)

으로 발  가능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 되며 더

불어 진 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기술의 발

과, 업무의 확장  변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진료기 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본 

연구에 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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