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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인재상에 맞추어,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졸업생

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었는지

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학습성과를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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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 EMR�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

는�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실습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편람에서� 교육환경으로� 제시한� 실습프로그램을� � EMR� 교육시스템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였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보건의료정보관리� 현장실습지침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용� EMR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스터데이터관리,� 환자
등록,� 의사처방,� 진료비� 수납,� 건강보험청구관리,� 서식관리,� 퇴원등록,� 암등록,� 미비기록관리,� 보건의료데
이터관리,� 보건의료통계,� 정보보호/보안관리에� 대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모델을� 연구하였다.� 대
학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과정을� 수행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적� 수
준을� 높임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가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정
보관리사의� 실습교육을� 통하여� 의료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보건의료
정보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 � In� this� study,� a� practical� model� for�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using�
the� EMR� education� system� at� universities� for� nurturing�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rs� was� studied.� Currently,� there� is� no� practical� training� course� for�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standards� for�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introduced� to� strengthen� the� job� competency�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rs.� Accordingly,� the� program� was� constructed� so� that�
the� practice� program� suggested� as� an� educational� environment� in� th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Manual� can� be�
practiced� in� the� EMR�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a� practical� model� that� can�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on-site� practice� guidelines� for�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each� program� was� studied.� Using� the�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EMR� system,� master� data� management,� patient�
registration,� doctor� prescription,� medical� cost� calculation,� health� insurance� claim�
management,� form� management,� discharge� registration,� cancer� registration,� unrecorded�
management,� health� care� data� management,� health� care� statistics,� A� practice� model�
was� studied� so� that� practice� on� information� protection/security� management� can� be�
performed.� It� will� be� possible� to� play� a� role� as� a�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xpert� by� raising� the� quality� level�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and� standardized�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
courses� at� universiti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ment� experts� who� develop� and� manage� medical� services� based� on� medical� data�
analysis� through� practical� training� of� health� care� information�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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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1]. 보건의료정보관리교

육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는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기

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

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시행

하게 되었다[2]. 이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한

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보건의료정보

관리교육평가·인증 기준을 [표 1]과 같이 프로

그램 운영 체계, 프로그램 구성 체계와 운영, 학

생, 교수, 교육환경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Health� Big� Data� Utilization� Value

[표�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평가항목� 및� 기준

*출처: Korean Accreditation Board for health & Medical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인증 기준의 영역별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1영역의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대학의 특성 등을 반영한 교육목표를 설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

립하여 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 필요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고 있

는지 확인한다. 둘째, 2영역의 프로그램 구성 체

계와 운영에서는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러한 교

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최종성과를 달성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

인 질 개선을 위한 과정과 내용을 확인한다. 셋

째, 3영역의 학생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

성 프로그램 운영 학부 또는 학과/학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최종성과 달성을 위하여 학생을 적

절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진로개발・직업 적

응・국가시험 등의 학생 지도체계를 갖추고 다

양한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과 내용을 확인

한다. 넷째, 4영역의 교수에서는 프로그램 교육

목표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

구되는 프로그램 책임자 및 교과목 전문성에 맞

춘 교수 및 전임교원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으

며, 교수의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 및 교

수업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다

섯째, 5영역의 교육환경에서 프로그램은 보건의

료정보관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본시설 및

실습 시설을 적절히 확보하고 관리하는지 확인

한다[3].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인재상에 맞추어,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

춘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

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학습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

다.

이전에 의무기록사는 의료인이 작성한 의무기

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진료자료, 연

영� 역 항목

1.

프로그램�

운영체계

1.1� 프로그램� 목표와� 인지도

1.2�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1.3� 조직� 구성� 및� 운영

1.4� 프로그램� 운영� 재정

2.

프로그램�

구성체계와�

운영

2.1� 프로그램� 최종성과(PO)

2.2� 프로그램� 이수체계

2.3� 필수이수� 교육과정

2.4� 특성화� 선택이수� 교육과정

2.5� 효과적� 교육방식� 적용

2.6� 현장실습교육� 관리� 체계

2.7� 현장실습� 준비� 교육

2.8� 현장실습� 교육내용과� 시간� 확보

2.9�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 분석

2.10� 프로그램� 최종성과� 성취� 분석� 및� 질� 관리

3.� 학생

3.1� 학생� 학습� 및� 진로� 지원� 체계

3.2� 학교생활� 지원� 및� 인권� 보장� 체계

3.3� 학생� 자치활동� 및� 복지� 지원

3.4� 국가시험� 지원

3.5� 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의� 질� 관리

4.� 교수

4.1� 교수� 확보의� 적절성

4.2� 교원의� 전공� 교과목� 담당

4.3� 교수진의� 교육� 개선� 활동

4.4� 교수의� 업적평가

4.5� 현장실습기관의� 실습� 운영체계� 및� 질� 관리

5.�

교육환경

5.1� 교육� 공간� 확보

5.2� 교육� 기본� 설비� 및� 기자재� 확보

5.3� 교육� 시설� 및� 설비� 관리

5.4� 현장실습� 및� 교내� 실습� 환경의� 질적� 수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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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교육자료, 법적 증거자료, 진료비 산정 근

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무기록

내용을 분석하여 통계자료 및 보고자료를 생성

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의무기

록의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와 같이 이 전에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관리 위주의 직무를 수행해왔다면 보건

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정보관련 정보관리기

술을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정보의 체

계적 수집 및 관리를 하며, 보건의료정보를 과

학적으로 분석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생성하고 제

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4].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영역은 보건의료정

보분야별 역할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HIM),

보건의료정보기술(HICT), 보건의료정보학(HI)

영역으로 구분한다[5]. HICT 영역은 데이터 수

집, 분석, 품질관리 및 정보 전달을 위한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관리 분

야로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하고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HIM

은 이와 같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데

이터 수집, 정제, 저장, 분석 및 정보를 생성하

고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H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

술 분야로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6].

과거의 종이 의무기록관리 방식이나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환자 진료

및 행정처리 등의 의료기관업무 처리에서 발생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진료정보 및 경영정보 생

성을 위해 추출하고 변환 및 가공하여 진료 및

경영에 활용되었다. 즉, 진료와 행정처리 등을

우선으로하여 발생된 데이터들은 진료 및 경영

을 위한 특정정보 생성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 및 가공해

서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었다[7].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의료인, 의무기록사, 행정관리자들이 필요한 정

보를 전산실이나 정보관리자에게 의뢰하여 데이

터 및 정보를 제공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의

학, 건강보험, 경영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에 전문분야의 데이터 및 정보의 오류나 정확성

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

터 및 정보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전문분야에서 데

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수준이 낮으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

로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필요해졌으며, 이러한 역할을 보건의료

정보관리사가 수행하게 된 것이다[8].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영역의 HICT는 전

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및 관

리하며, HIM은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정제 및 저장하고 분

석하여 양질의 진료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HI는 이렇게 생성된 보

건의료데이터 및 정보를 통계기법, 인공지능 중

심 분석을 통한 결과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관리하는 분야인 것이

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변화된 보

건의료정보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관리기술과 보건·의학·보험·경영 등의 전문지식

이 융합된 통합교육을 통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정

보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학·보험·경영

등의 이론적 지식과 의료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하여 의료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습능력이 필요한 것이다[9].

기존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양성하는 대부

분의 대학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가장 많

이 취업하는 병원행정분야인 원무관리와 보험심

사청구의 실습을 위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의료기관정보시스템(OCS, EMR)을 도입하

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대부분 원

무와 보험청구 등의 병원 행정분야 위주로 구축

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의무기록관리를 위해서

EMR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았으며, EMR시스템의 활용도가 낮

을 수 밖에 없었다[10]. 하지만 의무기록사에서

의료정보관리 기반의 보건의료의료정보관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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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역할이 변화되었고 의료정보 및 의료

ICT분야의 특성에 맞는 인력이 요구되기 때문

에 실습에서 EMR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 의료정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11].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는 대학

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

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편람을 만들었다. 보건의

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기준을 교육 프로그램

의 운영체계, 프로그램 구성체계와 운영, 학생,

교수,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보건의

료정보관리사의 HICT, HIM, HI의 직무를 수행

을 위한 실습과정은 교육환경영역에서 교육 기

본 설비 및 기자재 확보에 대학이 프로그램 이

수 학생들과의 교육에 필요한 기본 설비와 기자

재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환경 평

가기준에서 제시된 실습과 관련된 기자재의 평

가요소는 [표 2]와 같이 필수 실습 기자재 목록

이 전부이다.

[Table� 2]� � Health� Big� Data� Utilization� Value

[표� 2]� 필수� 실습� 기자재� 목록�

구분 기자재명
수량

기준
비고

SW

의료기관정보

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소프트웨어

1:1

마스터관리,� 서식생성� 관
리,� 퇴원분석,� 미비기록관
리,� 처방조회� 및� 전달,� 원
무접수·수납,� 건강보험청
구� 등� 실습이� 가능한� 시스
템/소프트웨어를� 권장함

보건의료데이터관리�

프로그램
1:1

보건의료통계�

프로그램
1:1

HW
PC 1:1

모니터 1:1

*출처:� Korean� Accreditation� Board� for� health� &�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Education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한 대학에서 교육용 EMR시스템을 활

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습과정을 연

구하여 제시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

인증 기준에서 HICT, HIM, HI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실습교육과정의 평가기준을 마련하

여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

리사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의 기준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에 관련된 평가내용이 없

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적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생들의 보건

의료정보관리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간호인증에서는 임상실습 교

육과 교육성과 영역에서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

목 제시되어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서도 교육과정의 임상의학과 슬기에서 임상실습

지침서에 의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하고 있다[12-13].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

한 대학에서 교육용 EMR시스템을 활용한 실습

과정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보건의료

정보관리 현장실습지침서에 따라 보건의료정보

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주요 프로

그램별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개발하

였다. 실습교육과정의 기준모델은 실습의 성취

목표와 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선행지식,

그리고 실습을 하기 위한 실습시스템, 실습시스

템으로 수행할 실습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실습

프로그램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보건의료정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메디넷 에

듀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용 EMR시스템을

사용했으며, 실습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

자데이터 및 의료데이터를 발생 시키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수집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

터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실습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한국보건의료정보

관리교육평가원의 1주기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편람 5영역 교육환경 2항목에서 교육

기본 설비 및 기자재 확보와 필수 실습 기자재

목록으로 실습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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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

curriculum� research� method

[그림.� 1]�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교육과정� 연구방법

둘째,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을 위해 개발된

교육용 EMR시스템에서 마스터관리, 서식생성

관리, 퇴원분석, 미비기록관리, 처방조회 및 전

달, 원무접수·수납, 건강보험청구 등의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

다. 셋 째, 보건의료정보관리학 현장실습지침서

의 실습내용을 교육용 EMR시스템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실습교육과정의 기준모델을 실습의 성취목표와

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선행지식, 그리고

실습을 하기 위한 실습시스템, 실습시스템으로

수행할 실습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용 EMR시

스템으로 현장실습지침서의 실습이 가능하도록

연구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위

한 대학에서 교육용 EMR시스템을 활용하여 교

육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습과정과 보건의료정

보관리교육 평가·인증 기준에서 HICT, HIM,

HI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습교육과정의

평가를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모델을 연구

하였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

편람에서 교육환경의 교육 기본 설비 및 기자재

확보 기준에서 제시한 실습프로그램을 교육용

EMR시스템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별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용시스템으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현

장실습지침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실습내용

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실습과

정은 12개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습과정별

실습모델은 다음과 같다.

[Table� 3]�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actice�

items

[표� 3]�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 항목

번호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 항목

1 마스터데이터� 관리

2 서식생성� 관리

3 퇴원분석

4 암등록

5 미비기록� 관리

6 처방내역� 및� 진단명� 조회

7 환자등록(접수,입원)

8 진료비계산(외래/입원� 수납)

9 건강보험청구

10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11 보건의료통계

12 정보보호/보안관리

3.1� 마스터� 데이터� 관리

  마스터 데이터는 의료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

용하는 기초코드이며, 질병 및 의료행위 코드의

KCD, ICD-9-CM, 진료과 및 진료의사코드, 우

편번호코드, EDI 보험수가코드 그리고 환자의

기본정보가 들어있는 환자 마스터 데이터가 있

다. 마스터 데이터는 여러곳에서 공유하여 참조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품질 유지를 위해 데이

터의 중복, 부정확 및 불일치 데이터를 제거해

야 하며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통

합 및 일관성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서 EMR

교육시스템의 마스터 코드관리를 사용하여 [표

4]에서 제시한 실습내용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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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 �Master�Code�Management�Practice�Model

[표� 4]� 마스터코드관리� 실습모델�

1.� 성취목표

의료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스터

테이블의� 종류와� 역할을� 이해하고�

트랜잭션� 테이블과의� 관계를� 이해

한다.

마스터테이블의� 항목별� 구성과� 속

성을� 이해한다.

2.� 관련선행지식

마스터� 데이터

(KCD,� 진료과목,� 진료의사,� EDI코

드)

EMR� 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과�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식

EMR� 교육시스템의� DB� 구성내역,�

개체관계� 모델(ERD),� 데이터흐름도

(DFD)�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절차� 및� 수행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

마스터�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입력/

수정/조회/삭제)을� 운용한다.

SQL을� 이용하여� 마스터� 테이블에서�

주요� 항목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확

인한다.

3.2� 의무기록/정보� 서식생성� 관리

의무기록/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입

력하고 수집하는 서식을 생성하고 관리한다. 서

식의 종류와 기재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식

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폼을 디자인하

며, 데이터의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식

DB와 연동한다.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

스템은 ACCESS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ACCESS의 폼디자인을 이용하여 폼을

디자인하고 해당 서식DB와 연동한다. 서식생성

관리 실습모델은 [표 5]와 같다.

[Table� 5]� Form� Creation� Management� Practice� Model

[표� 5]� 서식생성관리� 실습모델

1. 성취목표

서식의 제목/고유번호/이력(제,개정)을 
관리한다.
서식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
동한다.

2. 관련선행지식

서식고안의 원칙, 관련 법/규정, 서식 
작성 절차
서식의 종류와 기재내용
EMR 교육시스템의 DB구성내역, 개체
관계모델(ERD), 데이터흐름도(DFD) 
EMR 교육시스템(MS-ACCESS) 사용법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서식의 종류와 기재내용 결정
서식의 제목/고유번호 설정
서식 테이블 관리(확인/설계) 및 폼 디
자인서식 등록 및 제공 
서식 DB에서 서식별 입력데이터 추출 
및 검색

3.3� 퇴원분석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정보를 분석하여 퇴원분

석 항목별 데이터를 입력하고 퇴원정보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료통계, 병원경영

통계, 의학연구정보, 교육정보, 외부기관 보고자

료 등의 정보를 생성한다. 퇴원분석 실습모델은

[표 6]과 같다.

[Table� 6]� � Discharge� Analysis� Practice� Model

[표� 6]� 퇴원분석� 실습모델

1. 
성 취 목
표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정보를 분석하여 퇴원분석 
항목별 데이터를 입력한다. 
퇴원정보 DB를 관리하여 진료통계, 병원경영, 
의학연구, 교육, 외부기관 보고, 의료의 질관리
를 위해 퇴원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한다.

2. 관련
선 행 지
식

임상지식을 기초로 한 해당 의무기록/정보 분석
주진단과 기타진단 구분
주진단에 의한 주수술/주시술 선정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퇴원분석 항목 및 퇴원정보 관련 DB 구성 항목

3. 실습
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
내용

퇴원환자 의무기록/정보 분석
질병 및 의료행위 코드 부여
퇴원분석 프로그램에 항목별 데이터 입력
퇴원정보 DB에서 조건별/항목별 데이터 추출
퇴원정보 DB에서 통계데이터 생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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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암등록

암등록 사업의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암등록

프로그램에 항목별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암등록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암 관

련 정보를 생성한다. 암등록 실습모델은 [표 7]

과 같다.

[Table� 7]� � Cancer� registration� practice� model

[표� 7]� 암등록� 실습모델

1.� 성취목표
암등록� 사업의�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암등록� 관리를� 한다.

2.� 관련선행지식

암등록� 관리법에� 근거한� 암등록� 사업�

세부지침

암등록� 항목� 및� 적용� 범위

암등록� 통계� 및� 질관리� 방법

암등록� 항목� 및� 암등록� 관련� DB� 구성�

항목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암환자� 의무기록/정보� 검토� 및� 암등록�

세부지침� 적용

ICD-O-3� 코드� 부여

TNM� 병기� 및� 요약병기(SEER� Summary�

Stage)� 부여

암등록� 프로그램에� 항목별� 데이터� 입력

암등록� DB에서� 통계데이터� 생성� 및� 제

공

3.5� 미비기록� 관리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과정의 기록 및 진료

의 연속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원환자 및 퇴원

환자의 의무기록/정보의 정량 분석을 통해 완결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의무기록관리

규정 및 의료기관인증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의

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단, 의료행

위 및 관련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완전하고 정확한 의무기록/정보가 유

지되기 위한 정질분석을 실시한다. 미비기록관

리 실습모델은 [표 8]과 같다.

[Table� 8]� � Unrecorded� Management� Practice� Model

[표� 8]� 미비기록관리� 실습모델

1.� 성취목표

재원환자� 및�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정보에서�

정량� 및� 정질� 분석을� 통해� 완결시킬� 수� 있

도록� 관리한다.

2.� 관련선행

지식

의무기록/정보� 서식의� 내용과� 항목의� 의미

각종� 서식의� 필수� 기재항목과� 필수� 기재내용

각종� 의무기록/정보의� 작성시한

의무기록/정보� 작성의� 의료법,� 관련� 법,� 각

종� 평가� 기준

미완결� 기록과� 지연기록의� 의미

주진단과� 기타진단� 선정�

3.� 실습시스

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각종� 서식별� 필수� 기재항목과� 필수� 기재내용�

확인

각종� 서식별� 작성시한� 확인

각종� 서식별� 정량분석� 항목에� 대한� 미비내역�

입력

미비기록관리� DB에서� 미비기록� 통계데이터�

생성

3.6� 처방내역� 및� 진단명� 조회

 의사처방내역과 진단명의 발생과정을 이해하

고 처방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DB와 진단명이

저장되어 있는 DB를 확인하여 진료 데이터를

추출하고 진료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처방내역

및 진단명 조회 실습모델은 [표 9]와 같다.

[Table� 9]� � Order/Diagnosis� Management� Practice�

Model

[표� 9]� 처방진단내역관리� 실습모델

1.� 성취목표
임상지식을� 기초로� 한� 진단� 및� 처방내

역을� 확인한다.

2.� 관련선행지식

질병� 및� 의료행위� 코드�

처방항목별(약·주사,� 검사,� 영상의학,�

수술/시술� 등)� 처방코드� 내역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진단코드/진단명의� 진단내역� 확인

처방코드/처방명의� 처방내역� 확인

처방내역� DB에서� 진단별� 처방내역,� 처

방별� 진단내역,� � 환자별/보험유형별/진

료일자별� 진단내역과� 처방내역� � 검색�

및� 리스트� 작성

3.7� 환자등록

  환자의 진료를 위해 환자의 기본 항목을 입력

하고 진료와 보험유형별 진료비 계산을 위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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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항목을 입력하여 환자등록을 수행한다. 외

래접수와 입원등록을 통하여 MPI정보를 생성하

고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처방에

환자를 등록시킨다. 환자 마스터 데이터와 외래

및 입원등록 데이터가 저장되는 환자등록 DB에

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검색하여 환자정보를 생

성한다. 환자등록 실습모델은 [표 10]과 같다.

[Table� 10]� � Patient� Registration� Practice� Model

[표� 10]� 환자등록� 실습모델

1.� 성취목표

MPI정보를� 생성하고� 확인한다.

환자의� 진료를� 위해� 진료부서,� 의사처방,� 진

료지원부서� 등의� 의료기관정보시스템에� 환

자를� 등록시킨다.

외래/입원등록내역과� MPI를� 참조하여� 환자

통계정보를� 생성한다.�

2.� 관련선행

지식

MPI� 구성� 항목

진료과목/진료의사/보험유형의� 마스터� 데이

터

보험유형별� 환자등록(외래/입원)� 방법

3.� 실습시스

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환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여� MPI정보를� 생

성한다.

외래접수� 및� 입원등록시스템에서� 환자의� 보

험유형,� 진료과목,�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의

료기관정보시스템에� 환자를� 등록시킨다.

환자등록� DB에서� 외래/입원환자의� 보험유형

별,� 진료과별,� 진료의사별,� 진료일자별� 환자

등록� 데이터를� 조회하고� 환자통계정보를� 생

성한다.

3.8� 진료비� 계산(외래/입원� 수납)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고 급여에 대한 진료

내역을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한

다.

외래/입원 진료비 수납내역에서 진료비 내역을

분석하고 진료비통계정보를 생성한다. 진료비

계산 실습모델은 [표 11]과 같다.

[Table� 11]� � Practice� model� for� calculating� medical�

expenses

[표� 11]� 진료비� 계산� 실습모델

1.� 성취목표

급여/비급여� 처방내역을� 확인한다.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처방내역의� 진료비를�

계산한다.

외래/입원� 진료비� 수납내역에서� 진료비� 내

역을� 분석하고� 진료비통계정보를� 생성한다.�

2.� 관련선행지

식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보험유형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약·주사/재료/행위별� 진료비� 계산방법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진단� 및� 처방내역을� 확인한다.

급여/비급여� 처방내역을� 확인한다.

보험유형에� 따라� 보험수가를� 산정한다.

약·주사/재료/행위별� 진료비를� 계산한다.

보험유형별� 종별가산금과� 본인부담금을� 산

정하여� 수납금액을� 계산한다.

진료비수납� DB에서� 급여/비급여,� 외래/입

원환자의� 보험유형별,� 진료과별,� 진료의사

별,� 진료일자별,� 진료비항목별� 진료비내역�

데이터를� 조회하고� 진료비통계정보를� 생성

한다.

3.9� 건강보험청구

급여에 대한 내역을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

료비 청구명세서 형식에 입력하고 청구내역을

심사한다. 청구금액을 계산하고 청구 DB에서

청구 데이터를 조회하고 청구통계정보를 생성한

다. 건강보험청구 실습모델은 [표 12]과 같다.

[Table� 12]� Health� Insurance� Claim� Practice� Model

[표� 12]� 건강보험청구� 실습모델

1.� 성취목표

의무기록/정보를� 확인하여� 상병코드를� 입력한다.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한

다.

외래/입원� 진료비� 청구내역을� 분석하고� 청구통

계정보를� 생성한다.

2.� 관련선행지식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약·주사/재료/행위별� 진료비� 계산방법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의무기록/정보를� 확인하여� 상병코드를� 입력한다.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한

다.

진료비내역별� 약·주사/재료/행위별� 진료비를� 계

산한다.

청구� DB에서� 외래/입원환자의� 보험유형별,� 진료

과별,� 진료의사별,� 진료일자별,� 진료비항목별� 청

구내역� 데이터를� 조회하고� 청구통계정보를� 생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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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의료법 및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근거로 용어, ICD, 약어 등의 마스터 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는 DB를 관리하며, MPI, 환자

등록, 진료내역, 진료비내역 등의 DB에서 데이

터를 추출하여 정보를 생성한다. 보건의료데이

터관리 실습모델은 [표 13]와 같다.

[Table� 13]� � Health� care� data� management� practice�

model

[표� 13]�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실습모델

1.� 성취목표
환자등록,� 진료내역,� 진료비내역을�

추출하여� 통계데이터를� 산출한다.�

2.� 관련선행지식

EMR� 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테이블과�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지식

EMR� 교육시스템의� DB구성내역,� 개

체관계모델(ERD� � ),� 데이터흐름도

(DFD)�

SQL� 활용� 데이터� 추출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

4.� 실습내용

환자등록DB,� 진료DB,� 진료비DB에

서� 환자등록,� 진료내역,� 진료비내역

을� 추출하여� 통계데이터를� 제공한

다.�

3.11� 보건의료통계

진료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

용 목적, 필요 조건과 용도에 맞게 가공 처리하

여 통계정보를 생성 및 제공한다. 관련 법 및

규정의 범위에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입

증될 수 있는 통계 및 지표로 생성한다. 보건의

료통계 실습모델은 [표 14]와 같다.

[Table� 14]� � Health� Statistics� Practice� Model

[표� 14]� 보건의료통계� 실습모델

1.� 성취목표

진료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 목적,� 필요� 조건과� 용도에� 맞게� 가공�

처리하여� 통계정보를� 생성� 및� 제공한다.

2.� 관련선행

지식

병원통계� 공식,� 병원환자의� 분류기준

종류별� 통계� 생성과� 관련� 법,� 각종� 평가기

준

의무기록/정보� DB구성내역

SQL,� Excel,� SPSS� 활용

3.� 실습시스

템

Excel,� SPSS,�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

시스템

4.� 실습내용

병원통계별� 공식에� 따라� 통계를� 산출한다.

SQL,� Excel,� SPSS�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를� 분석하고� 통계정보를� 생성한다.�

생성한� 통계지표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3.12� 정보보호/보안관리

환자의 의무기록/정보와 개인정보, 병원자산

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을 설정한다. 접근권

한 부여는 직종별, 업무별 등급을 설정하여 읽

기, 쓰기, 삭제, 출력, 수정, 조회, 검색 등의 범

위를 설정한다. 정보보호/보안관리 실습모델은

[표 15]와 같다.

[Table� 15]� Information� protection/security�

management� practice� model

[표� 15]� 정보보호/보안관리� 실습모델

1.� 성취목표

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정보보호를� 관련�

법에� 따라� 보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한다.�

의무기록/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적정한� 접근권한� 및� 접근절

차를� 설정하고� 수행한다.

2.� 관련선행지식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

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법시행

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

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

부� 등의� 보존),� 개인정보보호법� 제36

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3.� 실습시스템
보건의료정보관리� EMR� 교육시스템(접

근권한관리)

4.� 실습내용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프로그램별� 사용자를� 설정하고� 사용자

별� 조회/기록/수정/삭제/금지� 권한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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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

증 편람의 교육환경에서 교육 기본 설비 및 기

자재 확보 기준으로 제시된 실습프로그램을 보

건의료정보관리 교육시스템에서 실습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의 현장실습지침서

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실습과정과 실습내용을

연구하였다.

실습과정은 12개 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실

습과정별 실습내용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교육용 EMR시스템에서 마스터코드를

생성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마스터코드별

내용을 조회 및 검색함으로써 마스터코드의 개

념과 관리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육용 EMR시스템이 MS-ACCESS 기반이므

로 폼 디자인을 이용하여 서식을 작성하고 서식

DB와 연동하여 서식의 생성 및 관리과정을 이

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의무기록/정보를 분석하

여 퇴원분석 항목별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서

식별 의무기록/정보의 구성과 내용을 이해하고

저장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할 수 있다. 네

번째, 의무기록/정보를 분석하여 암등록 프로그

램에 항목별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암등록

내용을 이해하고 저장된 데이터에서 암 관련 데

이터를 추출하여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의무기록/정보의 완전하지 않은 내용들을

분석하여 미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저장

된 미비기록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비기록관리를

위한 정보로 제공 및 활용할 수 있다. 여섯 번

째, 의사처방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처방 및 진

단 내역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함으로써 의

료 및 건강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외래접수 및 입원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환

자마스터데이터 및 환자등록 데이터를 발생 및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및 분석하여 환

자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외래 및

입원 처방내역에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내역을 저장함으로써 진료비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진료비 정보를 생성할 수 있

다. 아홉 번째, 건강보험청구내역을 입력 및 심

사하고 저장하여 청구 데이터를 추출하고 청구

통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열 번째, 마스터데

이터, 환자데이터, 진료데이터, 진료비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DB 구성내역을 이해하고, 필요

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환자정보, 진료정보, 진료

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열한 번째 병원통계

생성에 필요한 진료데이터 및 진료비데이터를

추출하여 병원통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열두

번째, 교육용 EMR시스템의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프로그램별 접근권한을 설

정하여 의무기록/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

증 편람에서 교육환경으로 제시한 실습프로그램

을 교육용 EMR시스템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별로 보건의료정

보관리학 현장실습지침서에 따라 수행할 수 있

는 실습과정과 실습내용을 연구하였다. 이에 따

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용 EMR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스터데이터관리, 환자등록, 의사처

방, 진료비 수납, 건강보험청구관리, 서식관리,

퇴원등록, 암등록, 미비기록관리, 보건의료데이

터관리, 보건의료통계, 정보보호/보안관리에 대

한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에 따라

실습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학 현장실습지침

서에 따른 실습과정을 교육용 EMR시스템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직무를 이

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실습모델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정보관리 필수이수 교과목에 보건의료

정보관리 실무과목이 편성되어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실습영역을 마련하고있다[14].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양성하는 대

학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실무 중심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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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

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

증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증의

기준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실습에 관련된 평

가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 전문가

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적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

생들의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체계적

이고 표준화된 의료정보관리 실습과정을 수행하

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건의료정

보관리 전문가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평가·인

증에서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HICT, HIM,

HI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습교육과정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의료데이터 분석을 기반으

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보건의료정

보관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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