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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1세기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달은 실

로 눈부신 것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의료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점점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의료정

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s, HIS)을 사용하게 되었고 IT 

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3차 의료기관은 이미 컴

퓨터 오더 엔트리 방식(computerized provider order entry 

(CPOE) system)과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이러

한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은 점점 더 대형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의료 환경에서 효율적인 환자 관리와 비용 절감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도입하여 사용

신생아중환자실의 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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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Woo Ryoung Le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With developing information technology,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such as computerized provider order entry system (CPOE) 
and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are being increasingly used by many hospitals.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improve the efficiency of hospital management and patient care. Currently,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are not used 
as much as CPOE and PACS. However, EMR will soon be the cornerstone of hospital patient care systems. Because EMR for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is different from that for adult care unit, neonatologists should have a basic knowledge of EMR 
and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EMR system in N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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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료기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컴퓨터 

오더 엔트리 방식이나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만큼 널리 사용되

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머지않아 거의 모든 의

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각 의료기관

의 특수성에 적합한 신생아중환자실의 전자의무기록 체제를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각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 체제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신생아중환자실 의료

진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 특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개

념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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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의 분류와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에는 실시간 자료처리 시

스템(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s, TPS)과 의사결정 지

원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s, DSS)이 있다(Table 1).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의 거의 대부분이 사용 중인 컴퓨터 오더 

엔트리 방식과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은 실시간 자료처리 시스템

에 속하는 것으로써 원래 목적은 외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

하고 의료기관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 이었다1).

실시간 자료처리 시스템과 달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료진

이나 의료기관 경영진이 질적으로 보다 향상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임상 의사결정 지

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CDSS)과 지식 관리 시

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s, KMS)이 포함된다.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컴퓨터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임상 

정보들과 환자 관련 정보들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신중하게 

여과되어 도출한 결과를 의료진이나 환자들에게 제공하여 환자 관

리를 보다 더 향상되게 하는 것으로 매우 잘 통합된 포괄적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보관과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어려움 때문에 실시간 자료처리 시스템과 달리 의사결정 지

원 시스템은 아직까지 많은 의료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지는 않다.

의료기관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하여 우선 전자

의무기록 작성을 통한 의료 정보의 데이터 생성과 저장 및 통합 처리

를 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의 기본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따라

서 전자의무기록 체제의 수립과 도입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의 사용 실태

 우리나라의 3차 의료기관은 이미 컴퓨터 오더 엔트리 방식과 의

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이고 전자의무기록을 도

입하는 의료기관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컴퓨터 오더 엔트

리 방식이나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Chae 등2)은 2010년 국내 44개의 3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정보시스템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전자의무기록과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조

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오더 엔트리 방식은 2005년 

97.6%에서 사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44개 3차 의료기관 전체가 사

용하고 있었고 전자의무기록은 2005년 21.4%에서 사용하였으나 

2010년에는 77.3%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임

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27.3%, 지식 관리 시스템은 29.4% 에서

만 사용되고 있었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기 위하여 많은 자본

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의료기관은 전자의

무기록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용어 사용을 도입하

여야 하는데 이를 의료기관의 표준화(standardization)라고 하며 의

료기관이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

템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와 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4년부터 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은 매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 평가에는 여러 영역이 포함되고 의료정보 영역에 대한 평

가 기준 또한 설정되어 있다. 아직까지 의료정보 영역에서 전자의무

기록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지만 앞으로 종이 형태의 의무기록이 전

자 정보 형태의 의무기록, 즉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치 될 전망이니 만

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것이다. 의료기관이 전자의

무기록을 도입하여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도 필요할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의 장점과 단점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과 의료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주므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필요

한 체제이며3)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안전(patient 

safety)을 향상시키고4) 의료진이 보다 더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진료

를 할 수 있도록 하며5) 심각한 투약 오류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6).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등의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

하게 되면서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제기되었다. 전자의무기록의 사

Table 1. Classification of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Hospital information systems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s

  Computerized provider order entry system (CPOE)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

Decision support system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Knowledg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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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과 관리직의 작업 흐름 과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시스템에 일일이 환자 정보와 오더를 입력하

여야 하는 일이 기존 업무에 더 추가되며 익숙해 질 때까지는 입력 

과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용자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

용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나 환자 착오로 인

한 입력 오류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복사하여 붙여넣기(copy-

and-paste)” 기능은 입력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좋은 기능이지만 한

번 오류가 발생한 것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오류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Miller 등7)은 전자의무기록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

애물로서 정보 통신 기술의 수준,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대하는 

태도 등을 언급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게 되면서 문서 보안

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

의 수준 뿐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준도 중요

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이러한 단점들 때문이 아니라 전자의무기록을 개발하

고 사용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따라

서 대개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들에서 먼저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

게 될 수밖에 없다8,9).

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시스템

 오늘날 의료기관에서는 매일 매일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가 양산

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의료기

관들이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종이 형태의 의료 정보를 전자 

형태를 빌어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현대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

임으로 확립되었으며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하는 컴퓨터 전자 정보 

형태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히 정보의 보관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다른 전산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만

일 잠시라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멈춰 서 버린다면(shut down) 환

자의 안전한 진료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환자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 공격의 위험으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 정보가 전자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관리

되고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분실과 파손의 위험성으로

부터 언제나 안전하게 예비 복사, 즉 백업(back-up)되어 보호되어야

만 한다.

국가에서도 이를 법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의무기록을 관리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합당하게 전자의무

기록을 안전하게 생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만들고 관

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이 법규는 의료 기관이 전자의무

기록에 저장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와 

분리된 백업 저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

자의 사적인 정보와 의료 정보를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분리는 필요하나 각 의료기관들이 따

로 분리된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

은 아니다.

백업 시스템은 백업 서버와 백업 소프트웨어로 관리되며 운영 체

계(operating system)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다. 백업 시스템 운

영 체계는 디스크와 네트워크 복제 방식(duplication method)을 채

택하여 데이터가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는 매

일 또는 주기적으로 디스크 또는 테이프에 보관되어야 하고 데이터

베이스의 운영 상태와 웹 서버의 반응 시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 되

어야 한다.

백업 시스템은 운영 주체, update 방식 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Seo 등11)은 우리나라의 백업 시스템을 6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Table 2).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업 

시스템은 medical organization에 의한 independent backup 

system이며 의료 정보의 안전한 관리 차원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여

겨지고 있으나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여 규모가 작은 의료 

기관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실시간(real 

time) update 방식에 비하여 정기적 백업의 방식은 비용이 덜 들지

만 백업 기간 사이의 사고로 인한 의료 정보 데이터의 손실의 위험성

을 감수하여야 한다.

전자의무기록 접근 권한

전자의무기록의 의료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되기 위

하여 각 의료기관이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에 접

Table 2. Types of Backup System

Type

Independent back-up system

Personal independent back-up system

Central backup by government

Central backup by private enterprise

Cooperative backup system among medical organizations

Backup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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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권한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용자들의 수도 많아지는데 이들은 다양한 자격을 가진 집단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뿐 아니라 진료지원부서, 의과대학 실습 학

생 등이 포함되며 이들도 전자의무기록의 일정 부분에는 접근을 하

여야 하므로 이들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여야 한

다.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된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하고 이것이 잘 지켜져야 환자 정보의 보안이 가능하다. 의료 기관은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관리에 철저하여야 한

다. 자격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접근에 허용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사

용자가 접근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암호의 주기적 

변경을 유도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자동 로그 아웃이 되는 시스

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

고 있어야 하며 원격 백업 조절은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

도 전자의무기록의 정보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즉 링크 되는 경

우 네트워크에 접속한 사람은 의료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게 되

며 다시 말해 제3자에게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게 되고 제3자

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그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의료정보의 유

출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의료 정보는 국법으로 

보호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링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시간 자동 백업은 불가능하며 데이터 백업을 위한 추가 시설

과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데이터 처리가 느려지며 백업을 위한 정보 

관리 과정 중 오류로 인한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링크에 있어서 외부전산망, 즉 extranet은 허용되지 않으나 내부 전

산망, 즉 intranet을 이용한 정보의 전달은  허용되고 있으므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백업 시스템은 불법이 아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전자의무기록 사용

 컴퓨터 오더 엔트리(computerized provider order entry 또는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CPOE)는 전자의무기록의 기

본 요소이며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

과 의료의 질 향상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복잡하고 위중하며 작은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1.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때의 장점

다음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얻

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들이다.

1) 약물 이상 반응의 감소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기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

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약물 이상 반응(adverse drug event)이 있다

12). 신생아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위하여 의료진은 아기의 연령과 체

중 또는 체표면적을 근거로 하여 아기의 당시 증상에 맞는 적절한 

약물 용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오류의 결과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은 이러한 종류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다13,14).  즉  오더 권한이 부여된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에 약

물 투여 오더를 입력할 때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제안하고 허

용하는 몇 가지 선택 조항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선택에 의

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약물 용량을 계산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임상 

의료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 용량이 부적절한 가를 자동 검사하여 오

류로 판단 될 경우 의료진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pop up) 오류를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용량이라도 

의료진이 자유롭게 오더를 낼 수 있는 입력 방법이 겸비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서는 환자에게 동시에 투여되고 있는 병용 

약물들과의 약물 상호 작용, 과거의 약물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 등

의 임상 정보가 입력되어 저장되고 통합 관리되므로 용량 이외의 다

른 유형의 약물 이상 반응의 가능성도 의료진에게 미리 경고를 해 

줄 수 있어 약물 이상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결정한 약물 오더가 각 진료 부서에

서 입력완료가 되면 이 정보가 약국 등의 의료기관내 관련 부서로 

자동 연결이 되므로 과거에 종이 형태로 오더를 전달하고 받아야 했

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었던 오류도 감소시킬 수 있다.

2) 의료기관 내의 효율적인 소통 

신생아중환자실이 운영되기 위하여 신생아중환자실뿐 아니라 검

사를 지원하는 부서, 영상을 지원하는 부서, 정맥 내 영양(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조제실을 포함한 영양 지원 부서, 수술 등

의 협진을 위한 진료부서들이 필요하며 또한 약품을 관리하는 부서, 

마취과, 수술실 등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이 많은 부서들이 필요하여 

결국 신생아중환자실이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한 의료기관내 협력 시스템에서 전자의무기록은 환자

에 대한 정보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입력하여 공유하게 하여 주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과거에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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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피할 수 

있어 의료기관 내의 효율적인 소통에 큰 도움을 준다.

3) 고가 검사나 약품 사용에 대한 최선의 선택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위중한 아기들의 치료를 위

하여 또는 진단이 애매한 아기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려 주고 적절

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고가의 검사나 고가 약품의 사용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제도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검사나 약품의 

사용에 대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종

종 기준이 변경되어 고시되기도 한다.  중환자실에서 시시각각 아기

들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복잡

한 의료보험제도의 보험기준까지 다 일일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은 고도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

각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게 되면 각 의료기관내의 의료보험을 담

당하는 부서에서 의료보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전자의무기록 내에 

포함시켜 관리하면서 의료진이 고가의 약품이나 검사를 처방하고

자 할 때 의료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정보를 pop up 등으로 실시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경제적이면서도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4) 효율적인 간호업무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간호업무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종이 형태에서 전자 형태로 바

뀜에 따라 지금까지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여야 하였던 다양한 수치

들이 기계들 간의 연동으로 인하여 자동 입력이 될 수도 있으며 정기

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할 장비나 도관들의 교체일 등도 간호사가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려 줄 수 있다15).

종이 형태의 의무기록을 사용할 경우는 필체를 알아보기 힘든 의

사의 오더를 잘 못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전자의무기록에서는 이런 종류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5) 간편한 참고자료 이용

다른 모든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학 분야에서도 이제 참고 문

헌은 서적이나 간행물 등의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 형태로 바뀌고 있

고 의료진들도 임상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전자책이나 전자 

저널을 애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에서 간편하게 이러한 

참고자료로의 접근이 가능해 진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

어질 것이다.

각 의료기관의 의학도서관들은 임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를 선택, 관리하며 전자의무기록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2.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때의 단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게 되면 전자의무기

록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장점이 있는 한편 단점도 있으므로 예

외 없이 전자의무기록도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들이 있다. 전자의무기

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였던 과거의 오류들을 교훈 삼아 이러한 오

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6).

1) 환자 인식의 오류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때 발생하여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오류

는 의료진이 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오더를 입

력 하는 경우이다. 잘못된 오더가 입력되는 순간 의료기관내의 다른 

부서에 동시에 전달이 되어버리므로 그  결과는 엄청나다.

2) Handoffs

전자의무기록의 오류는 상호 의사소통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경

우가 많다. Handoff의 문제도 이러한 종류의 오류의 한가지이다17).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는 의료진이 컴퓨터 앞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입력을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환자 옆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적절한 sign-out을 하지 않는다면 미완성 상태의 의무기록 정보

와 오더가 연관 부서에 전송이 되어 실행이 되어 버리는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의

료기관내 컴퓨터 sign-out 정책이 handoff 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므

로18) 각 의료기관에서는 sign-out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규정하고 

이 규정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오류가 주로 전

자의무기록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수련의나 전공의 

또는 신규 간호사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들 신참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19).

3) Copy-and-paste로 인한 오류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에도 “복사하여 붙여넣기(copy-

and-paste)”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그 특성

상 아기들이 수 주 내지 수개월간의 장기간을 입원하고 있게 되며 이 

기간동안 매일 의무기록을 작성하므로 이 기능이 허용되어야 보다 

빠르게 전자의무기록 입력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약품이나 행위 

처방과 관련된 입력 오류는 다음 부서에서 한번 오류가 걸러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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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나 경과 기록 같은 경우는 입력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단

계에서 걸러질 기회가 없이 동일한 입력자가 언제일지 모르는 기간 

동안을 계속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다20).

4) 아기 보호자와의 소통의 문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기 위하여 키보드와 모니터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환자 보호자와 면담을 할 

때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검사 결과나 영상을 환자 보호자와 함께 

직접 보고 설명을 하게 되면서 상담과 교육의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기도 한다21).

3.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 사용과 치료 성적의 변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 열거한 

장점들로 인하여 신생아중환자실의 치료 성적, 즉 사망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전자

의무기록을 사용하고 나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22). 오더 입력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부

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한 이유이었고 이후 전자의무기록의 설계 

과정에 실제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진이 참여하고 약속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서 입원 오더를 받는데 5분 이내로 시간을 단

축시키는 등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수정 설계하였으며 이후 전자의

무기록을 사용하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되었으며23) 이

어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사망률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되었다24).

4.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의 입력과 디스플레이

신생아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부터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환자에 대한 많은 양의 임상 데이터를 전자의무기록에 입력, 

저장, 관리하고 디스플레이 하여 의료진이 임상 정보들을 통합하여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최선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일련의 임상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며 정보의 과부하나 혼선 등으로 인한 사고 

과정에 방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환자에 관하여 계속 추가되는 임상 데이터가 최선의 치료를 위한 

정보로 이용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

용들을 결정하는 것과 이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 설계가 

필요하다25). 여기서 잘 설계된 디스플레이란 데이터를 여과하여 정

보로 이용될 수 있게 하고 의료진이 옳은 판단을 적절한 시간에 내

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 한다. 디스플레이가 잘 설계되어 사용 

된다면 의료진이 적절한 임상 결정을 하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오류

도 감소시켜 주므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에 입력을 하는 방식에는 check box 형태, radio 

button 형태, pull-down menu 형태 등 고정화된 여러 방식과 free-

text로 자유롭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고정화된 방식은 연

구나 통계 목적으로는 가장 좋은 형식이 되겠지만 free-text 형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 입력되어 오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용자별 사용 메뉴를 설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하며 단어를 두, 세 개 까지 입력하면 목

록이 열거되어 pop up 창으로 보여 지게 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

할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한다. 부연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짧

은 메시지(short messaging system, SMS)를 함께 입력할 수도 있어

야 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진이나 병동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 즉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care team이 

제각각 각자의 부서에서 동일한 환자에 대하여 정보를 중복되게 입

력 하는 것 보다는 아기 중심의 전자의무기록에 단일 정보를 입력하

여 공유하며 일관성 있는 정보를 기초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 single data field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의 비효율성과 입력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계들이 연동(interface)되어 전자의무기록에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을 비롯한 중환자실에서 사용되어 온 종이 형태

의 bed-side flow-sheet 의무기록은 한 장의 큰 종이에 다양한 임상 

정보가 모두 표시되어 의료진이 한 눈에 보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

합하여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컴퓨터 모니터를 이용하는 전

자의무기록에서는 모니터의 크기 한계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전자의무기록에서 임상 정보들이 단편화되어 표시되면 정보들을 한

데 통합하여 임상 결정을 하는 데 힘이 더 들게 된다. 그러나 전자의

무기록에서는 trend의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므로 그래픽을 

이용하여 활력징후, 체중, 각종 검사 결과, 치료 약품이나 수액 등의 

변화 등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의료진의 임상적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환자의 임상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해 주는 환자 요약 스크린도 

도움이 된다. 즉 환자의 활력 징후, 호흡 보조, 영양 지원, 소변과 대

변, 검사 결과, 할 일 등을 의료진이 원하는 구성으로 전자의무기록

의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여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과 결정을 효율

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아기들의 치료를 위하여 산모의 임상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산모의 전자의무기록 접근이 쉽게 될 수 있

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해주고  single click으로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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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각 의료기관에 적합하

게 개발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의

료기관내에서도 진료 부서에 따라 다르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

용하는 전자의무기록이 성인 환자의 진료를 위한 전자의무기록과 

그 기본 개념과 틀은 같더라도 내용이 달라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국가에서 규정한 의무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물론

이고 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한 특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하는 용어 또한 성인 환자와는 다른 특수한 용어들이 있어서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26).

1) 환자식별

전자의무기록 사용의 출발점은 특정 환자를 추적하여 인식하기 

위한 환자식별 관련 정보를 입력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구학적 정보(demographic information)들을 입

력하게 되는데 전자의무기록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환자를 식별해

내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우선 환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성별, 연

령, 신생아중환자실내에서의 등급(level) 표시가 필요하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아기는 환자식별을 위한 이름이 2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태아 진료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는 아기 엄마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아기”로 식별이 되다가 출생 신고가 되면 아기의 정

식 이름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여러 이름들이 한 명으로 통합 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또한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성별이 정확하게 결정되기 전까

지 표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의 인구학적 정보에는 아기의 출생

시와 현재의 재태연령과 출생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생아의 특

성상 검사 결과의 해석이나 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재태연령, 출생 후 

경과 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되어 있어야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체중 또한 출생 당시 체중은 물론이고 당일의 체중 뿐 아니라 약

품 투여의 기준이 되는 체중(dose calculation weight)이 함께 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출생 후 아기의 상태가 산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므로 산

모의 산과 정보(obstetric information)등 의료 정보가 함께 입력 또

는 조회하여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병용 약제, 약품 알레르기와 특이체질에 대한 정보 등도 입력되

며 첫 번째 입원이 아닌 경우는 이전의 문제 목록(problem list)과 당

시의 간단한 요약도 포함될 수 있다.

2) 성장 데이터

체중, 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머리 둘레 등 성장에 관

한 정보 입력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

어야 하며 체중은 10 g 단위로 입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수치들은 그

래프로도 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상 성장 범위와의 비교를 

위하여 정상 성장 백분율 곡선에 환자의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3) 초기 평가 또는 admission note

신생아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초기평가 또는 입원 기

록(admission note)을 작성하게 된다. 과거에 종이 형태의 의무기록

에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방식보다는 전자의무기록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을 체크하여 입력하면서 free-text로 내용을 보충하는 

structured data entry가 추천된다. 이 방식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

아 정보 입력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으나 익숙해지면 입력 시간

이 단축되며 빠지는 항목이 없이 좀 더 완벽한 기록을 가능하게 해 

준다27).

4) 경과 기록

경과기록(progress note)에는 환자 상태의 중요한 변화와 검사 결

과, 시스템별 해야 할 일(to do list)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아기들에서 비교적 임상 상태의 변

화가 없는 안정 시기 동안에도 매일 경과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필요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므로 이전 기록에서 변화가 

없는 부분은 새로 입력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의무기록에서 검사 결과를 조회할 때 대부분 정상범위가 함

께 표시되는데 신생아의 정상 범위는 성인과 다를 수 있다. 신생아중

환자실 전자의무기록 검사 수치의 정상 범위를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자의무기록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의약품 처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용량은 아기들의 연령, 

체중 또는 체표면적에 의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서는 성인의 표준 용량으로 자동 입력이 되는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전자의무기록에 적응증, 연령, 

체중 또는 체표면적을 기초로 한 신생아중환자 약전(drug dic-

tionary)을 포함시켜 관리하며 의료진이 약품명을 결정하여 오더 창

에 입력하면 전자의무기록의 임상 의사지원 시스템에서 몇 가지 용

법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여 자동 계산이 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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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용법을 일일이 입력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28).

6) TPN 계산

신생아중환자실 아기들의 영양 지원에는 수유 뿐 아니라 TP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TPN은 아기의 체중, 연령, 상태에 따

라 수시로 달라지므로 조성과 용량을 일일이 계산하여야 한다. 아기

들이 작고 수분과 전해질 평형에 취약하므로 TPN 계산의 오류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 전자의무기록에서 자동 계산이 되는 시스템을 적

용하였을 때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므로29) 

TPN 계산기를 전자의무기록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률적인 수식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권장 범위를 벗어난 값은 주의 메시지(alert message)를 사

용하여 오류에 의한 경우는 수정을 하고 의료진이 의도한 바이면 실

행이 되게 의료진의 임상 의사결정을 도와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날의 입력 수치를 그대로 이

용하면서 조정할 것만 새로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TPN 계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원래 계산하던 

대로 여전히 수기로 계산하여 오더를 입력하거나 종이 형태의 처방

을 TPN 조제실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30). 신생아중환자 TPN에 대

한 의료기관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TPN 계산기를 

적용하여 발생한 현상이다. 신생아중환자실 TPN은 조성과 용량을 

결정하는 대원칙은 설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각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TPN 계산기를 설정하여야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프로그램이 사장되지 않을 것이다.

7) 그림과 사진의 데이터 전환

신생아중환자실 아기들의 진료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이 데이터

로 전환되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맺음말

신생아중환자를 진료하기 위하여 두꺼운 서류철로 된 종이 형태

의 의무기록지에 의료 정보를 기록하고 처방전을 기록하는 모습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진료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각 의료기관에 따라 차별화 된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수성이 있으므

로 실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할 사용자인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

진이 설계 단계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규정과 표준

은 지키되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양한 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구축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은 실제 사용과 수정 단계를 거쳐 전자의무기록 시

스템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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