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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컴퓨터에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의무기록인 EMR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EMR 표준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IT의 융합영역인 의료 빅데이터의 가치가 점차 높
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MR 표준화와 관련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EMR 표준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이해관계자들
에게 설득시키는 일이다. 연구자는 EMR 표준화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기술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EMR 시스템의 기능 품질과 경제적 가치는 
EMR 표준화에 대한 유용성 인식과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운용성은 유용성 인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EMR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
되었다.    

주제어 : 전자의무기록, 의료 데이터, 병원정보시스템, 표준화, 융복합 서비스

Abstract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is medical record that has been saved electronically onto a 
computer.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EMR is actively underway as it may not only improve the overall 
quality of the medical services but as the value of medical big data (medical & IT convergence area) is being 
considered very important.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ensuring the necessary and effectiveness of 
EMR standardization to the stakeholder. Researchers did an empirical study to find out how the doctors 
perceived the EMR standardization from both technical and economical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showed that system quality and an economical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nd 
intention to adopt EMR standardization, yet interoperability have only affected the perceived usefulness. 
Additionally, the economical value seemed to be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forming a consensus in the 
need of EM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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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이란 각종 의무기록을 디지털로 장․ 리하는 기록방

식을 말한다. EMR을 통해 진료 기시간 단축과 데이터 

리비용의 감을 기 할 수 있고 의무기록에 한 

․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장기 으로 볼 때 의료기

 간 진료기록 교환을 통해 복 검사  이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기  간 진과 원격진료를 진할 것으로 

기 된다. 특히 EMR을 통해 수집된 익명화 데이터를 기

반으로 질병 측이나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는 에서 EMR은 의료와 IT의 융합 역인 의료 빅데이

터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단 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활용하기 해

서는 데이터 입력  처리에 한 표 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재까지 의료 용어나 서식, 교류 항목에 한 통일

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  마다 다른 양

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무기록  일부는 문자

가 아닌 이미지 형태로 장되어 시스템  데이터베이

스(D/B) 간 호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EMR을 도입

한 의료기  입장에서는 기 구축한 EMR을 표 화하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EMR 표 화를 무조건 수

용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EMR 표 화를 해서

는 EMR 표 화의 필요성과 효익에 한 공감 를 형성

하고 표 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한 우려

를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EMR 표 화에 한 의사들의 인식을 

악하고자 표 화된 EMR의 기능 품질과 상호운용성, 

그리고 EMR 표 화에 따른 경제  가치에 한 기 가 

EMR 표 화의 유용성 인식과 수용 의도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EMR 표준화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개정 법률에 의거해 2001년

부터 의료기  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상당 수 의료기

에서 EMR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결과로 2013년 

국내 3차 의료기   무려 77.3% 가량이 EMR을 도입하

다[1]. 그러나 서식과 용어 등 의무기록 리에 한 표

이 없는 상황에서 기 마다 독립 으로 EMR을 운

하면서 의료 표 화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2]. 

의료 표 화의 범 는 크게 정보 양식과 교환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용어 통일과 의료정보 교환을 

한 표 규약 마련은 자에 해당하고, 의료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 라  인터페이스 기술은 후자에 해

당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보 양식에 한 통일이 

이 진 후 기술에 한 표 화를 추진하는 것이겠으나, 

재는 상당 수 의료기 에 EMR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에 의료정보 교환을 한 표 규약이 마련되고 있는 상

황이다. 

이처럼 시스템 구축 이후 의료정보 표 에 한 논의

가 이 지게 될 경우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동일 기종 

는 이 기종 간에 통신이나 정보 교환을 정확하게 실행

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특징  기능을 말하는데, 상호운

용성이 결여될 경우 통신 장애나 정보 락 등으로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분야도 상호운용성이 매

우 요한데, 가령 의학 상정보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이하 PACS)을 통한 의료

기  간 상정보 교환은 디지털의료 상 송장치

(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표

화 용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 독결과는 

여 히 PACS 솔루션에 의존 이어서 구  방식에 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3]. 따라서 상호운용성 향상을 

해서는 표 화 항목과 참조 모델을 결정하고 시스템 

간 표  인터페이스를 정한 후 이를 수하도록 해야 하

며 이는 결국 표 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의료기 별로 제각각 EMR을 구축 하

고 운용해 왔으나 정부가 2011년부터 표 화된 EMR를 

구축한 병원에 해 인센티 를 제공하면서 진 으로 

EMR 표 화가 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에서

는 EMR 표 화에 한 논의만 있을 뿐 구체 인 비와 

이행계획에 한 청사진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2.2 EMR에 대한 인식 연구

EMR에 한 국내 학술연구는 크게 1) EMR에 한 

인식 연구와 2) EMR 시스템 설계  구  3) 의료정보 

교환을 한 인터페이스 기술 4) 개인정보보호 역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EMR 표 화에 한 인식 연구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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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지 않고 있다. EMR에 한 의료진의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홍경아 외는 EMR을 도입한 형병원을 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EMR 시스템품질과 정보품질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으며 산부서와 CEO 등 

조직 차원의 지원이 정보품질과 사용자 만족을 조 한다

는 사실을 밝 냈다[4]. 진혜은과 최은미는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의료정보 산화에 한 효과성 인식에 따라 

수용의도가 달라짐을 확인했다[5]. 오재우 외의 연구에서

는 EMR에 한 사용자 인식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MR 도입으

로 인한 간호 기록시간 단축은 직무 스트 스를 감소시

키고 간호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6]. 박운제는 EMR은 종이 의무기록과 비교했

을 때 인력, 비용, 보  장소, 진료비 청구비용 감 등 다

양한 비용 감 효과가 있고 하드웨어(H/W)  네트워크

(N/W) 성능이 EMR 사용자 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주

장했다[7]. 

이처럼 EMR 효과성 인식 정도에 따라 수용 의도가 

달라지고 직무 스트 스 완화  비용 감 등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EMR 신규도입  표 화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시

스템 안정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해 계자를 

설득하기 해서는 비용  효익 에서 도입 필요성

과 구체 인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2.3 정보시스템 성과에 관한 논의

시스템 표 화의 궁극 인 목 은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김상훈과 최 기는 3가지 에서 시스템에 

한 투자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먼  기술 ․기

능  은 시스템 품질 확보  소요자원에 한 통제 

비용 감에 을 둔 것이고, 경제 ․재무  은 

생산성 향상, 사용자 만족, 사업가치 창출 등 수익에 기여

한 결과에 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석 ․

안  은 여러 가지 상황에 한 조직의 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8]. EMR 표 화를 기술 ․기능  

에서 보자면, EMR 표 화를 통해 이 기종 간, 타 의료기

 간 의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

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 처리  달이 이 지지 않을 

경우 효용성은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일정 수  이상의 

기능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EMR 표 화를 한 제조

건이 될 것이다. 

DeLone과 McLean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정보

가 개인  조직성과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설명하기 

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IS Success Model)을 제시하

다. 이들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발표된 련 연구

를 종합 분석한 후 정보시스템 성공지표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이용도와 이용자 만족도, 정보시스템 도입으

로 인한 개인 차원의 효과와 조직 차원의 효과 등 총 6가

지 변수를 제시하 는데, 일정 수  이상의 시스템 품질

과 정보 품질이 확보되면 개인과 조직의 성과가 높아진

다는 것이 정보시스템 성공모형의 핵심이다[9]. 

하지만 신규 시스템 도입  기존 시스템에 한 큰 

폭의 변경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  항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데, 정보시스템에 한 투자가 오히려 낮은 생

산성을 유발한다는 ‘IT 생산성 패러독스’ 에서 볼 때 

비용 투입 후 얻을 수 있는 실질  이득이 보장되어야만 

시스템 구축  표 화에 한 공감 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10].     

3. 실증연구

3.1 연구모형 설정

연구자는 기술 과 경제  에서 EMR 표 화

에 한 의사들의 인식을 악하고 이것이 EMR 표 화

에 한 유용성 인식과 수용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가를 실증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

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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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설정

유용성(Usefulness)은 새로운 시스템을 수용하는 가

장 요한 이유가 된다. Davis는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통해 인지된 유용성

과 사용 용이성이 이용자의 태도를 결정하고 태도가 의

도에 향을 주어 이용을 유도한다고 주장하 는데[11] 

이후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인지된 유용성이 시스템 수

용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진혜은과 최

은미 역시 EMR의 효과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수용 의도

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증했는데[5] EMR 표 화에 

한 유용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EMR 표 화에 정 으

로 반응할 것이므로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H1: 인지된 유용성은 EMR 표 화의 수용 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업무 환경에서 시스템의 기능 품

질은 인지된 유용성에 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

한다. 의료분야 역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시스템 

오류가 치명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확한 데이터 

송이나 결함 회피, 신뢰성 확보를 해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12]. 이와 련하여 배성철 

외는 원격의료시스템의 통신망 성능평가 기 으로 네트

워크 가용성, 패킷 지연, 패킷 손실, 송 속도를 제시한 

바 있는데[13], 본 연구에서는  EMR 표 화에 따른 기능 

품질의 변화가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H2: 기능 품질은 EMR 표 화의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친다.

H3: 기능 품질은 EMR 표 화의 수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친다.

상호운용성은 두 개 이상의 체계가 물리 으로 정보

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자 특정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잘 동작하게 만드는 시스템  성질이다[14]. 허

환과 김자희는 상호운용성의 구성요소로 실행 가능성, 

연결 가능성, 완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15] 이를 EMR

에 용하면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의료 데이터

가 얼마나 원활히 교환될 수 있는가?’로 EMR의 상호운

용성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운용성은 정보 양식 

 구  기술에 한 표 화를 통해 확보될 수 있으므로 

EMR 표 화의 결과이자 그에 따른 효익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호운용성이 확보될 경우 의료기  간 정보 공

유가 가능해지고 진료정보 분석을 통해 질병정보 제공 

 병원정보 추천 등 의료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극 화

될 수 있어 상호운용성 확보는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 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4: 상호운용성은 EMR 표 화의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향을 미친다.

H5: 상호운용성은 EMR 표 화의 수용 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표 화를 해 기 

구축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빠른 시일 내에 직 인 효과가 나타나

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정 한 경제성 분석이 요구

된다[16]. EMR 표 화에 따른 기 성과는 표 화에 따

른 효과를 화폐가치로의 환산하여 투자 비 성과를 비교

하는 방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성과와 련하여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 성

공모형에서는 재무  과 비재무  에서의 순혜

택(Net Benefits)으로 생산성 증 , 고객만족도 강화, 매

출액 증 와 재고비용의 감소를 제시했고, 채 문 외[16]

는 의료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지표로 매출 증 , ROI 증

가, 인건비 감, 시스템 유지비용 감을 제시한 바 있는

데, 경제  에서 EMR 표 화에 따른 경제  가치가 

EMR 표 화의 유용성 인식과 수용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를 알아보기 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6: 경제  가치는 EMR 표 화의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친다.

H7: 경제  가치는 EMR 표 화의 수용 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친다. 

3.3 설문개발 및 조사

이상의 가설검증을 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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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oading
Cronbach's a

1 2 3 4 5

EV4 .876

.646
EV3 .866

EV2 .724

EV1 .708

SQ1 .816

.798SQ2 .781

SQ3 .740

IO2 .757

.929IO1 .755

IO3 .730

IA2 .790

.832IA3 .789

IA1 .780

PU2 .743

.798PU3 .731

PU1 .693

Eigen 

value
3.21 2.47 2.39 2.35 2.22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ategory N %

Sex
Male 124 60.5

Female 81 39.5

<Table 2> Respondents’Characteristics

Career 

under 5 year 112 54.6

over 5 year ∼ under 10 year 70 34.1

over 10 year ∼ under 15 year 15 7.3

over 15 year 8 3.9

Type of 

Hospital

University Hospital 55 26.8

General Hospital 144 70.2

Clinic 6 2.9

License
General Practitioner 28 13.7

Doctor 177 86.3

Role

Medical Services 93 45.4

Medical Services & Management 99 48.3

Management 13 6.3

직 인 의사들을 상으로 온․오 라인을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 설문문항은 응답자 정보를 포함하여 

총 27개 문항으로 이 졌으며 이  가설 검증을 한 질

문은 5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 다. 연구자는 본 조

사에 앞서 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

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지 배포결과 총 211개

의 응답이 회수되었는데, 이  불충분 응답을 제외한 

205개를 분석에 사용하 다. 변수에 한 조작  정의는 

<Table 1>과 같다.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Source

System 

Quality

(SQ)

Data transfer rate, Data 

reliability, System integrity, 

Ease of use

DeLone &

McLean(1992)

Yang et al.(2003)

Bae et al.(2012)

Interoper-

ability

(IO)

Connectivity, Workability, 

Completing task
Heo & Kim(2011)

Economical 

Value(EV)

Increase in sales, 

ROI, Reduce system maintenance 

cost, Reduce labor cost

Chae et al.(1991)

DeLone &

McLean(1992)

Perceived 

Usefulness

(PU)

Convenience, 

Task support, 

Overall usability

Davis(1989)

Intention to 

Adopt

(IA)

Justification of acceptance, 

Intention to adopt, Intention 

to use

Davis(1989)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Research

4. 분석 결과

4.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해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205명의 응답자 

모두 재 EMR을 도입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체 응답자  60.5%가 남성이었으며, 5년 미만 경력자가 

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자가 소속된 병원

은 종합병원이 70.2%로 가장 많았고, 86.3%가 문의 면

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진료와 리(경 )를 병행한다

는 응답은 48.3% 다. 응답자 특성은 <Table 2>와 같다. 

4.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크롬바 알  계수

(Cronbach’s Alpha)를 이용해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검

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0.7 이상을 얻어 항목 간 내

일 성을 확보하 다. 다음으로 개념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요인이 체 데이터의 

79.12%를 설명하고 가장 낮은 값(Factor Loading)이 

0.693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 역시 확보된 것으로 단

하 다. 신뢰도  타당도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4.3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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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 결과, 변수 간 상 계수가 0.7 미만, VIF 값도 

10 미만으로 나와 다 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 고 통계분석 

결과를 토 로 가설 5(상호운용성 -> 수용 의도)를 제외

한 모든 가설을 채택하 다.  

먼  가설 1(인지된 유용성 -> 수용 의도) 검증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에 한 R²값이 0.259

로 나타나 인지된 유용성이 EMR 표 화에 한 수용 의

도를 25.9% 가량 설명하, t값이 8.415(p=0.000)로 나와 인

지된 유용성이 수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Dependa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d. 

Error
Beta T Sig.

IA
(constant) .231 - 8.773 .000

PU .055 .509 8.415 .000

<Table 4> Hypothesis-Testing Results(H1)

가설 2, 4, 6(기능 품질, 상호운용성, 경제  가치 -> 

인지된 유용성)에 한 검증을 해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F값이 90.419 (p=.000), 수정된 R²

값이 0.568로 나타나 기능 품질, 상호운용성, 경제  가치

가 인지된 유용성을 56.8% 가량 설명하는 것을 확인했으

며, 각 상수와 기울기에 한 T검정을 통해 유의도를 검

정한 결과 유의도가 0.05 이하로 나타나 기능 품질, 상호

운용성, 경제  가치가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토 로 가설 2, 4, 6을 채택

하 다. 

Dependa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d. 

Error
Beta T Sig.

PU

(constant) .152 11.344 .000

SQ .059 .250 3.589 .000

IO .067 .241 3.442 .001

EV .057 .376 6.168 .000

R=.758,  R²=.574,  Adjusted R²=.568, F= 90.419,  p=.000

<Table 5> Hypothesis-Testing Results(H2,H4,H6)

 

다음으로 가설 3, 5, 7(기능 품질, 상호운용성, 경제  

가치 -> 수용 의도)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의 F값은 

35.088(p=.000), 수정된 R²값은 0.334로 나와 기능 품질, 

상호운용성, 경제  가치가 수용 의도를 33.4% 가량 설

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능 품질과 경제  가치는 유의

도가 모두 0.05 이하인 반면, 상호운용성만 0.05 이상으로 

나타나(p= .504) 가설 5는 기각하 다. 

Dependa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d. 

Error
Beta T Sig.

IA

(constant) .172 13.149 .000

SQ .076 .179 2.056 .041

IO .067 .058   .670 .504

EV .065 .416 5.499 .000

R=.586,  R²=.344,  Adjusted R²=.334, F= 35.088, p=.000

<Table 6> Hypothesis-Testing Results(H3,H5,H7)

한 3개 변수  경제  가치가 인지된 유용성과 수

용 의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EMR 

표 화로 인한 경제  가치나 실질 인 이득을 확인시키

는 것이 이해 계자의 공감 를 형성하는데 매우 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의료서비스 향상에 한 사회  요구가 늘고 빅데이

터의 산업  가치가 커지면서 EMR 표 화에 한 논의

가 활발해지고 있다. 재 개별 의료기 이 구축한 EMR

에 해 표 화가 이 질 경우 의료기  간 데이터 공유

를 통해 복검사와 이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를 상으

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  향 측과 특정 질병의 확산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와 IT 

융합을 통해 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발 을 해서는 EMR 표 화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MR 표 화에 한 논의만 있을 뿐 

이에 한 이해 계자의 동의와 사회  공감  형성이 

부족하여 선진 의료서비스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러

한 배경에서 연구자는 EMR 표 화에 한 의사들의 인

식을 악하고자 표 화된 EMR의 기능 품질과 상호운

용성, 경제  가치에 한 의사들의 인식이 EMR 표 화

에 따른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 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

는가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 기능 

품질과 경제  가치는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 의도에 

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운용성은 인지된 유용성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변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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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인지된 유용성과 수용 의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련부처가 EMR 표 화를 한 용어 표 과 문

서 서식 통일, 표  송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EMR 표

화는 의료분야  IT 업계의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일선에서도 EMR 표 화의 필요성에 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시스템 표 화에 따른 비용 문제로 미

온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번 연구 결과는 EMR 표

화에 한 이해 계자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기 

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EMR 표

화 수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충분히 다

지지 못했고, 설문조사가 수도권 소재 형병원  종합

병원을 심으로 이 졌으며, 조사 상 선정이 편의추

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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