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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 데에 있어, 사람
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갖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처 전략을 취하고 시스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근거자료를 수집한 후,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을 구성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발생 요인,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의료정보 프라이버
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근거이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의료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기술의 발전이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고, 의사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연구 참여자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전략과 EHR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
내에서 EHR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다.
주제어 : 전자건강기록, EHR 시스템, 의료정보,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Abstract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systems are widely adopted worldwide in hospitals for generating 
and exchanging records of patient information. Recent developments are moving towards implementing 
interoperable EHR systems that enable information to be shared seamlessly across healthcare organizat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that cause medic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dentifies how 
people react to privacy invasion and what their perceptions are towards the acceptance of the EHR system.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draw a grounded theory on medic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n the use of 
EHRs. Medic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re caused by perceived sensitivity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e weaknesses in security technologies. Trust in medical professionals, medical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people’s reaction to privacy invasion and their perceptions on the use of E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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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첨단의료기기등의기

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의료정보(medical information)의 관리및활용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

국민의건강을보호·증진하기위하여의료인과의료기관

등이 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므로, 의

료행위 전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과이를 기초로연구·

분석된 정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종이문서로관리되던의

무기록을 전산화한 전자의무기록으로 전환되면서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이슈가 현장과 학

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를 전산

화하여병원이나의료기관에서공유하면환자는중복검

사의피해를피할수있고동일한환자를담당하는의료

진은환자의의료정보를공동으로사용하여환자치료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2].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

나 데이터베이스화된 의료정보를 이제는 의료기관 내부

뿐만아니라외부에서도보관및관리할수있게되고클

라우드기반시스템이개발됨에따라종이의무기록을주

로 사용하던 때와는 다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

다손쉽게보관하고시공간의제약없이공유할수있게

되면서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상업적 목적에 의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3].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불이익이발생하는것을막기위해서는프라이버

시 보호 측면이 강화되어야 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

한 보호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적시에 환자를 치료

하기위해정보에접근하는것을막는조치가될수도있

다[4]. 보호의필요성과활용의필요성이큰것이의료정

보의이중적인특성이라고할수있다[1]. 따라서프라이

버시에 대한 보호와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

용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헬스케어 분야에

서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요하다.

종이의무기록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변화한 것만큼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이다. EMR 시스템은보통하나의병원에서

종이나수기로관리하던개인의료기록을전산화한것을

의미하고, EHR는 복수의 EMR을 연결하여 의료정보의

공유및활용이가능하도록네트워크를통합하는것이다

[2]. 이 둘을 구별하는것은상당히중요하다. EMR 시스

템의국내보급률은약 92%로다른국가에비해높은편

이다[5]. 그러나 웹 기반 EHR 참여율이 4.8%에 불과한

수치를 통해 아직까지 정보의 교류 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 한국 의료기관 내의 EMR 시스템 도

입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의료기관간의료정보교류가

미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진료정보

교류 서식에 관한 표준이 고시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

된진료정보교류시범사업이확대되고있다[6]. 의료정보

공유를위해대형병원간컨소시엄출범을통한공동플

랫폼 구축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

임은 EHR 시스템상의진료기록, 처방기록, 수술기록등

의 의료정보가 다수의 사람에 의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 공유의 측면에

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모바일기기를사용하여얻는건강정보를 EHR

시스템상의 의료정보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모바일헬스확산추세에발맞춰프라이버시문제를분석

할필요가있다. EHR 시스템안에포함된정보는상당히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연구는 다른 종류의 정보 프라이버시와 보

안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할 수 있다[7].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정보프라이버시에대한연구와정보프라이버시를헬스

케어에적용한연구를 검토하도록한다. 3장에서는근거

이론연구방법을제시하고, 4장에서는 EHR 시스템의사

용에대한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염려를 분석한다. 5장에

서는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

한다.

2. 선행연구
2.1 정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의 취득 및 사용을 개인

이제어할수있는능력이라고정의한다[8,9]. 경영정보시

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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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염려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부적절한 접근

(improper access), 허가받지않은용도로의 2차적이용

(unauthorized secondary use), 오류(error)[9,10]. 이 네

가지 차원 등을 세분화하여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할

수있는척도인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CFIP)

가 개발되기도 하였다[9].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염

려는 정보의 특성과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여러

단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9]. 이후 Malhotra외[11]의 연구는 온라인 상거래라는

상황에맞게해당모델을수정하면서정보의수집, 통제,

인지에 대한 항목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각 개인은 확연히 다른 태도

를 보이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취약성의 감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정보 서비스가 등장하자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와 서비스 사용

의도에관한연구가진행되기시작하였다. Zhou[12]는 지

역기반 서비스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의도를 분석한 결

과,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가 주요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

함을 밝혀냈다.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로 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와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대한 유용성 사이의

부의 관계를 밝힌 것이 있다[13]. 새로운 융복합 기술의

증가 추세에 따라 IoT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4].

2.2 정보 프라이버시와 헬스케어
의료정보학에서는환자정보프라이버시를기밀성, 진

실성, 유용성 및 책임성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다[15].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염려가 MIS 연구에서

분류한바와같이의료정보학연구에서도나타나고있지

만, EHR의디자인이나헬스케어정책및법안과관련된

특수한맥락에서의이슈나위험요소가추가적으로연구

되고 있는 추세이다[4].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가 정보 사용

및공개, 허가받지않은부적절한접근, 정보의 2차적이

용, 오류에관한이슈를중심으로연구가수행되고있다.

기존의 정책 연구[16,17]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을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직적 위험

(organizational threat)과 체계적 위험(systemic threat).

조직적위험은환자정보가내부인이나정보시스템의취

약성을 활용하는 외부인에 의한 부적절한 접근에 의해

위협받는것을의미하고, 체계적위험은환자정보의의

도된사용을넘어선활용을의미한다[18]. NRC[16]에 의

하면, 조직적 위험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다섯 단계

로 특징지어 진다: 우연한 공개(accidental disclosure),

내부자의 호기심(insider curiosity),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data breach by insider), 외부자에 의한 강압적 정

보 유출(data breach by outsider with physical

intrusion), 네트워크시스템에대한허가받지않은침해

(unauthorized intrusion of network system). 체계적 위

험은법적으로환자정보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내부

자에 의해 발생하는데, 개인의 생명 보험 가입을 결정하

는보험회사나고용인의건강기록에접근하여고용또

는 해고 결정을 내리는 고용주가 그러한 내부자에 해당

한다[18].

프라이버시위험과는별개로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

대한 연구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HIV 환자,

청소년 등 특정한 부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

다. Bansal외[19]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헬스 관련 웹

사이트사용자들의현재건강상태, 성격, 문화, 웹사이트

에대한이전의경험, 온라인프라이버시침해에대한이

전의경험이사용자들의신뢰형성과프라이버시염려의

정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신뢰와 프라이버시 염려 정

도에따라온라인상개인의의료정보공개여부가결정된

다. 반면, Campbell외[20]의 연구는 영국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수행하였는데, 5-21%의 환자만의료정보가의

사에의해활용될때허락을구하길원했고, 10%에불과

한 환자가 개인의 의료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의사가 허락을 구하길 원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ngst외[21]의 연구는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의 종류(수기 관리, PC, 포털 및 네트워크

PHR)에 따라 환자의 인식이 달라지는 점을 발견하였는

데,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대한 염려가 기술의 발전 정도

에 따라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고학력의 환자들

은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PHR 시스템을 선호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의료정보교류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에서는환자들이프라이버시및보안에대한염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의료정보교류의 이점이

더크다고인지하기때문에관련기술및시스템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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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22].

이처럼프라이버시에염려와관련된기존의연구에서

는 설정하는 조건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에는헬스케어와프라이버시와관련하여, 해커

에 의한 피싱 공격으로부터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모델

개발[23], 악의적 목적에 의한병원내·외부의 개인 의료

정보 노출을 해결하기 위한 EMR 방식 제안[24] 연구가

있다. EHR 시스템은 전통적 의료정보시스템과 홈케어

정보를취합하는시스템까지포함하게될것[25]인데, 의

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된 연구는 병원 내의 시

스템구축논의에한정되어있다. EHR 시스템의보급및

확산에수반되는의료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관한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연구에서는한국의 EHR 시스템을통해개인의의

료정보가활용되고공유되는것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람들은 어떤 요인에 의해 의료정보 프

라이버시 염려를 갖게 되는가?

연구문제 2. 의료정보프라이버시침해에대한사람들

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사람들의 EHR 시스템 수용 여부는 어떻

게 나타나는가?

3.2 연구방법
3.2.1 근거이론 연구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은 Strauss와

Glaser가 공동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이다.

이는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이다[26]. 이 방법론은 “특정한사회현상에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새로운이해를얻기위해서실제적분야를탐색”해야할

때유용하게적용할수있다[27]. Strauss와 Corbin[28]과

Glaser[29]는 연구하고싶은현장속에서관찰또는면담

을통해연구참여자의주된관심문제를찾는것을연구

주제 선정 방법으로 제시했다[26]. 연구 참여자의 주된

관심 문제는 Strauss와 Corbin에 따르면 중심 현상

(central phenomena)이 되고, Glaser에 의하면 기본적인

사회심리적문제(basic social-psychological problem)가

된다.

의료정보 프라이버시라는 보다 넓은 연구 주제에서

연구참여자의주된관심문제, 특히사회심리적문제로

볼수있는것이바로의료정보프라이버시염려이다. 정

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의료정보와 의료정보시스템의 맥

락에서 탐구하는 연구가 부족하므로 탐색적 연구를 할

필요성이있기에근거이론연구를수행하는것이타당하

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MIS연구에서의그것과어떻게비교되는지문헌고찰을

함으로써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

Strauss와 Corbin[30]이 제시한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서는 개방 코딩으로 자료로부터 개념을 밝히고, 개념들

의속성과차원을발견하는과정을거친다[26]. 순차적으

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s), 중심 현상(phenomena),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 전략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결과(consequences)를 나

타내는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유기적으로 찾아내는 축

코딩 단계를 거친다.

Strauss와 Corbin[30]에 의하면, 중심 현상은 일련의

관계 작용들에 대한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말한다. 인과

적조건은어떤현상의발생을이끄는일련의사건혹은

행위를 일컫는다. 맥락적 조건은 중심 현상과 인과적 조

건에서특정맥락에처해있는조건으로시·공간적상황

이 포함된다[31].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

다광범위한구조적전후관계로서간주할수있다. 작용/

상호작용전략은특정하게인지된상황들아래서현상을

다루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들을 의미한다.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물을 의미한다.

선택코딩은세번째단계로서, 여러범주를핵심범주

(core category)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28,30]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3.2.2 자료 수집 및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방문경험이 있는 다양한 연

령층의 사람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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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연구참여자들에게연구목적을설명하고, EHR 시

스템에대해사전지식이있는지확인한후 EHR 시스템

의정의, EHR에포함된의료정보의종류1), 실제활용현

황 및 방법, 국내 동향 및 해외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EHR 시스템을설명하는과정에서연구자의의도가개입

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이점과 문제점을 균형 있게 설명

하였다. 한국, 미국등의실제도입사례에서발견된장점

과한계점을동시에소개함으로써연구의신뢰성을확보

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16년 5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반

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진행되었

다.2) 면담은 40분에서 1시간정도실시하였다. 본연구에

서는이론적샘플링(theoretical sampling)을 통해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론적 샘플링은 응답자의 수나 특성을 사

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로 수행되고 자료의 수

집은 검토하는 범주(category)에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총 10명의

인터뷰 자료를 수집한 시점에서 인터뷰는 종료되었다.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이

끌어내기위해의료정보프라이버시, 의료정보와접목된

정보통신기술, 종이의무기록과 EHR 시스템, EHR 시스

템을 활용한 의료정보 보관 및 교류, 의료정보 프라이버

시 염려에 관한 내용 등을 인터뷰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본연구참여자들은남성 4명과여성 6명으로총 10명

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25세에서 57세까지 분포

되어있고학력은대학교졸업 7명, 석사학위취득자 2명,

박사학위취득자 1명으로이루어져있다. 직업은회사원,

주부, 대학교수등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연구참여자

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1) 전자건강기록은임상관찰, 진단 결과, 처방내용, 검사결과,
수술기록등을포함한환자의건강관련기록임을설명하였다.

2) 본 연구 주제에 대해 법, 제도, 시스템 도입 현황, 정보 교환
기술등에서현재와인터뷰시점사이에차이가없기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4. 연구결과
4.1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패러다임에 의한 범

주 분석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개방코딩절차에따라개

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시켰다. 그 결과,

51개의개념을도출하였고 31개의하위범주와이를다시

추상화한 15개의 상위범주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근거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념 간의 관계를 발견

하기 위해 축 코딩 패러다임을 선택하였다. 연구의 관심

문제가되는현상을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와연

결시킴으로써근거이론의토대를마련하였다. 축코딩의

결과로 나온 상황모형은 아래의 [Fig. 1]과 같다.

Causes of medic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Sensitive to 
medical information

⚫Weakness in 
security technologies

Medical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wareness

⚫Collection

⚫Errors

⚫Improper access

Strategies against 
medical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Active response

⚫Passive response

⚫No response

Acceptance of the 
EHR system

⚫For acceptance

⚫Against acceptance

⚫Involuntary 
acceptance

Invasion of privacy in 
the past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n 

the past

⚫Media exposure

Trust

⚫Trust in health 
organizations and 

doctors

⚫Trust in the EHR 
systems

Causal conditions Central phenomena Action/Interaction Consequences

Contextual conditions Intervening conditions

[Fig. 1] Conditional Matrix from Axial Coding

4.1.1 인과적 조건: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발
생 요인

본연구에서는 ‘의료정보에대한민감성’, ‘기술의발전

도’가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인과적 조

건으로 나타났다.

No. Sex Age Education Job
Awareness
of EHR

Acceptance
of EHR

1 M 29
University
graduate

IT company O O

2 M 41
University
graduate

Electronics
company
researcher

O X

3 F 31
College
graduate

Trading
enterprise

O X

4 F 29
University
graduate

Baby
products
company

X O

5 F 30 Master Researcher X △
6 F 33 Master Researcher X △

7 F 26
University
graduate

IT personnel X O

8 M 26
University
graduate

Educational
personnel

O O

9 M 58 Ph.D. Professor X O

10 F 53
University
graduate

Housewife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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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정보에 대한 민감성

인과적조건중의료정보에대한민감성은 ‘수집정보

종류에따른민감성’과 ‘정보수집주체에따른민감성’이

라는 하위범주로 나뉘어졌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의

료정보에 대해 민감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민감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수집 정보

종류에 따른 민감성’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비교했을

때의민감성을의미한다. 개인정보와의료정보가동일하

게민감하고염려되거나의료정보가개인정보보다더민

감하고그에대한염려또한더심각하다는점이드러났

다. ‘정보수집주체’의측면에서는상업적인목적을가진

단체나 기업에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관한 민감함을 나

타냈고 거래한 적이 없는 기업이나, 고용주 또는 보험회

사에 의료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과 염려를

표출하였다. 즉, 의료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 범죄의

목적, 차별적 목적에 의한 의료정보의 제공이나 노출이

연구참여자들의의료정보민감성과그로인해야기되는

염려를 설명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그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상대로 본인이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혜택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고용주의경우에는불리하게판단을해서짜

르거나하는일이충분히일어날수있기때문에…둘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참여자 7)

2) 기술의 발전도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으로 ‘기술의발전도’가상위범주로, ‘보안기술의취

약성’, ‘전산화 시스템의 양면성’, ‘EHR 시스템의 통합적

특성’이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 보안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에 비해 취약하고 발전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보안 기술이 취약한 가운데 개인의 도덕적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정보가 왜곡된 방식으로, 무분별

하게 사용되지 않는데 개인의 의식이 기술의 발전을 따

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고지적하였다. 의료정보를기존에수기로관리하던

시스템에 비하여 전산화된 현재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더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이보유하고있는데이터의양이방대하여이에대한위

험성과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EHR 시스템상의 정보가

한 병원이나 의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이나 의료진과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EHR 시스템의통합적특성에대해서도양면성이있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의료정보가 치료의 목적에 의해서 의

료진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면 시스템의 통합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지만 통합된 정보가 의료 목적이 아닌 상업적

또는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염

려가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런정보가네트워크로공유되면좋긴좋은데, 기술

이 발달된다는 것은 파급력이 크고 속도가 빠르게 전달

된다는 것이니까 그럼에 따라서 보안, 안전이 염려가 된

다. 문제는 통합된 정보를 의도하지 않게 다른 이해관계

자들이상업적인목적, 범죄의목적으로쓸수있는개연

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된다.”(참여자 9)

4.1.2 중심 현상: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MIS 연구에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느끼는 바를

사용자관점에서측정하는척도인정보프라이버시에대

한 염려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심 현상에 대한 상위범주

가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출되었다. ‘의료정보의

수집’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따라 염려하는 정도가

상이하게나타났고 ‘해킹에대한염려’는거의모든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함으로써 중심 현상에서 중요한 범주라

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1) 의료정보 활용 및 공유에 대한 인지

인지(awareness)의 측면에서연구참여자들은자신의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

적으로진술하였다. 자신의의료정보가어떻게활용되는

지를알고싶어하는 ‘인지에대한욕구’와의료정보의열

람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 ‘통보의 중요성’이 인지에 대한 하위범주

로구성되었다. 의료정보를활용할경우에열람, 기록, 통

보에 대한 부분이 충족된다면 염려의 정도가 낮겠지만

자신의 의료정보를 적법한 기록이나 통보 절차 없이 무

차별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염려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정보를누가봤다고알려주는시스템이있어야한

다고 생각. 그런 것을 문자로 받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했

다는 정보, 기록을 남겨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주면 된

다.”(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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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참여자 4)

2) 의료정보의 수집

의료정보의 수집(collection) 측면에서는 연구 참여자

들 간에 상반된 입장이 확인되었다. 수집되는 양의 측면

에서 ‘과도한양의정보수집’에대해민감하다고진술한

참여자들은 대체로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 중 결과에

해당되는 EHR 시스템의수용에호의적이지않은입장을

드러냈다.

“얼마나많은기업들이내정보를갖고있는가보다는

한번에내건강기록과의료기록이얼마나많이수집되

었는가가 조금 더 민감하다. 수술을 하려고 의료기록 정

보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면 찝찝하고 싫을 것 같다.”(참

여자 5)

이에 반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

한 수준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진술한 참여자들은 의료

정보의 수집에 대한 염려가 낮고 대체로 EHR 시스템의

수용에 호의적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필요한 집단이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집단이 가져간다, 꺼

려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참여자 8)

“병원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참여자 9)

“병원에서 여태까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

다고 생각한다.”(참여자 1)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 현상에 속하는 의료정보의 수

집에 관한 염려는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라는 결과와

관련성이 있는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3) 시스템 상의 오류

수기 관리 시스템에서 전산화된 기록 시스템으로 발

전되면서 시스템상의 ‘오류(error) 발생에 대한 염려’가

나타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오

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여러 참여자들

로부터 제기되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착오를 겪어

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백업 시스

템을철저하게구축하여오류발생상황에대응할수있

도록해야한다고진술하였다. 또한, 시스템사용자가프

로그램을 잘못 사용하여 전산 관리 시스템이 위험에 빠

질수있는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에사용법에대한 ‘사

용자 교육’이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시스템관점에서, 기계적관점에서봤을때에는, 전산

관리시스템이위험이빠지거나파워오프가발생하면리

커버리 기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철저한 백업

시스템. 기계적으로문제가발생했을때에는, 그 전에미

리미리확실하고나름주기적으로백업을해놔서그거에

대응할수있도록준비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 그 정

보에 오류가 있으면, 인재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의료진

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입력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사용

법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잘못 사

용할수도있는거니까사용법을제대로교육을받고입

력을 해야 합니다.”(참여자 8)

4) 부적절한 접근

부적절한 접근(improper access)은 환자 의료정보에

대한접근권한이있는내부인이나정보시스템의취약성

을 이용하는 외부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구참여자들의대다수가외부의악의적인공격에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킹에 대한 염려’가 모든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언급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의료정보프라이버시염려라는중심현상에서높은공감

대를 얻은 중요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 위험성과 염

려가중대한만큼외부로부터가해지는악의적인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해킹에 관한 문제가 재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외부의 공격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건물 등에 대한 보

안이강화되어야하고시스템침입에대비하기위해서는

보안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여 ‘악의적 공격

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접근에 대한 염려는 외부의 해커에만 한정

되어있는것은아니다. 의료진과같은내부인에의한부

적절한 접근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내부에서 철저

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외부로부터의공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킹이너무 쉬운데 정보를 입력하고 다루는 사람들

은 병원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를다루는사람들자체가그런의식을키워야한다. 만약

에 의료진이 잘못했으면 병원이 문 닫아야 하다고 생각.

의사가 의사를 못 하게 된다거나.”(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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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맥락적 조건: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맥락적 조건은 ‘과거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과 ‘미디어 노출 정도’이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직·간접적 경험’이라는 상위범주

에 속한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일련의 직접적이

고 간접적인 상황들이 인과적 조건에 의해 의료정보 프

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맥

락적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1) 과거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과거에 의료정보가 아닌 전화,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금융정보등의개인정보가유출된경험이있는연구참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디가

해킹 당한 경우거나 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에 기인하였다. 직접적으로 유출이 된 경로

나결과를확인할수없다하더라도스팸전화가자주걸

려 오는 것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짐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전적 피해와 직결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도있었다. 해당참여자는파밍(pharming)으로 인

해 계좌정보, 보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탈취되어

인증서를 폐기하고 통장을 새로 개설한 경험을 했었다.

과거의프라이버시침해경험은직접적인경험에속하는

것으로서프라이버시염려를높이고인터넷서비스나정

보시스템에대한신뢰도를낮출수있다는점에서인과

적 조건과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사이의 맥

락적 상황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 미디어 노출 정도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

례를 자주 접했다고 진술하였다. 은행이나 특정 기업의

보안망이 뚫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한경우가많이있는것으로확인되어미디어노출정

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디어노출정도에따라개

인이 사용하는 정보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을감안할때, 미디

어 노출 정도는 간접적 침해 경험으로서 의료정보의 측

면에서도프라이버시염려에영향을미치는맥락적상황

으로 분석 가능하다.

4.1.4 중재적 조건: 신뢰도
본연구의분석결과, ‘의료기관및의료관계자에대한

신뢰도’와 EHR 시스템에활용되는 ‘기술에대한신뢰도’

가 상위범주로 도출되었고, 이를 추상화한 패러다임이

‘신뢰도’이다. 기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참여자들은 전산

시스템이 내포하는 오류의 발생 가능성, 보안의 취약성

등을 근거로 EHR 시스템의 수용에 회의적이고, 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는 참여자들 중 의사도 신뢰하는 사람들

은 EHR 시스템의수용에긍정적이다. 이들은기술도믿

고 사람도 믿는 축에 속하지만, 의료정보가 악용될 가능

성에대해염려하고있다는점에서의료정보프라이버시

염려라는 중심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기술은 신뢰하되

그 기술을 활용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부족한참여자들은 EHR 시스템을자연적흐름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신뢰도’는 신뢰의 유무

와 신뢰하는 대상에 따라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라는

결과와 연계가 된다.

1) 의료기관 및 의료관계자에 대한 신뢰도

이상위범주에서의미하는신뢰도는환자의의료정보

를수집, 저장, 관리하는병원과그의료정보를사용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약물을 처방하

고, 수술을실시하는의사를비롯한간호사등에대한신

뢰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신뢰도는 의사를 비롯한 의

료진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사용하거

나금전적인대가를얻기위해제3자에게제공하지않고,

환자의건강증진이라는이익에부합하게정보를활용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뜻한다.

의료기관 및 의료관계자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연

구참여자들간에상반된입장이나타났다. ‘의사에대한

신뢰의 부재’를 표현한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에 대한 믿

음이 없다고 하였고 의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

의 정보를 팔아넘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입장을 고수한 참여자들은 대체로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 중 결과에 해당되는 EHR 시스템의 수용에 호의적

이지 않은 입장을 드러냈다.

“믿음이없다. 사람을못믿는것. 의사를어떻게믿어.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정보를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참여자 3)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의사가 본인의 건강 증진을 위

해 의료정보를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의사

에대한신뢰’를나타냈다. 신뢰에관하여긍정적으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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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참여자들은대체로 EHR 시스템에호의적인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의사고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음. 내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

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편.”(참여자 4)

2) 기술에 대한 신뢰도

기술에 대한 신뢰도 역시 연구 참여자들 간에 상반되

게드러났다. ‘기술에대한신뢰의부재’를표현한참여자

들은 전산상의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기계에만 의

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였고 기술에 대한 신뢰가 없

다고 밝혔다. 기술의 신뢰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

힌참여자들은의사에대한신뢰가없는집단과상당부

분 중복되었고 역시 EHR 시스템의 수용에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드러냈다.

‘기술에대한신뢰’를갖고있는참여자들은데이터축

적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EHR 시스템

관련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한다고

진술하였다. 우리나라의현기술발전상황을고려할때,

기술이믿을만하다는것이었다. EHR 시스템을구성하는

기술을믿을수있다는집단은비자발적이든자발적이든

EHR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측에 속해 있었다.

4.1.5 작용/상호작용 전략: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있고 맥락적, 중

재적상황들속에서의료정보프라이버시에대한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에 대처할 것인지를 분석

하는 것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앞

서 설명한 중재적 조건은 결과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작

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는 영향도 미치게 된다. 신뢰

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패러다

임의상위범주로 ‘적극적대응’, ‘소극적대응’, ‘무대응’이

도출되었다. ‘적극적대응’의하위범주로는 ‘법적 대처’와

‘책임 소재 판단 및 추궁’, ‘소극적 대응’의 하위범주로는

‘불매’와 ‘항의’, ‘무대응’의하위범주로는 '법적대응포기’

가 도출되었다.

‘적극적대응’은주로 EHR 시스템을받아들이는연구

참여자들이 취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드러났다. 가장 대

표적인 전략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법적인

처벌을가해야해커들의외부침입을추후에막을수있

고 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에게 가해진 피

해가크고법률체계가명확히정립되어있을때, 법적으

로 적극적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적인 절차

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주체나 관

리를소홀히한주체에대한책임소재를판단하고추궁

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정보를 제공해준 주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법적책임을물어야한다. 개인정보가유출되었을때, 개

인이 모여서 소송하는 것에 참여를 할 것 같다. 그 사실

을알게되었을때, 그 사실을공론화(어디에게재, 제보)

할 것.”(참여자 1)

“정도가 심각하고, 나와 같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고

피해자가여럿일경우를알수있으면소송이든뭐든할

수 있다.”(참여자 6)

‘소극적 대응’으로불매와항의를 하겠다는 입장이 확

인되었고 ‘무대응’ 하겠다는 연구 참여자는 개인이 피해

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대처가 힘들다고 언

급하였다.

4.1.6 결과: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
본 연구에서는 결과로서 EHR 시스템의 ‘도입 찬성’,

‘도입반대’, ‘비자발적수용’이라는세가지의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입이란 의료기관 간 정

보가공유되고시스템이통합되는방식으로 EHR 시스템

이 도입되는 것을 뜻한다.

1) 도입 찬성

EHR 시스템이 국내에서 의료기관 간 통합되는 형태

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과반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긍

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수용을 잘 할 것이라고 하였고,

‘시스템의보급및확산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

상황에서 지향하고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양질의의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을것이라는 ‘효용가

치’를 기대하였다.

2) 도입 반대

EHR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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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인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어 ‘편향된 정보 제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도 이들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

는이유중하나이다. 개인의건강증진을위한목적으로

운영되는시스템이아니고기업의수익과집단의이익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는관점에서 EHR 시스템을바라보

고 있다.

“도입되는 것 반대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쁜

점보완이라는게 100% 확신할수없으니불안하다는거

죠. 좋은것만 얘기하고 반작용 얘기를 안하는 거고. 그

런것들이공정하게정보공유가되어야하는데그게되

지 않는상태. 개인 병원이 갖고있는 현상유지. 내가 원

하는곳에서만정보를가질수있도록. 모든병원이공유

하는 것은 위험.”(참여자 2)

“도입 반대. 이게 어차피 도입될 수밖에 없고 전세계

적으로 도입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비관적이라기

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 피해보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데 그거를 부

각시키지 않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도입을 해야 본인들

이이득이있는것. 부정적인부분은단순히사생활침해

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정작 그거를 사용해야 하는 국민

들에게 디테일한 정보가 없음.”(참여자 3)

3) 비자발적 수용

EHR 시스템이 통합적 형태로 확산되는 데에 반대하

지는않지만적극적으로찬성하지도않는연구참여자들

도 있었다. 비자발적 수용이라고 명명되는 이 같은 결과

는 자신이 반대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고, 기술의 발전은

자연적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

장에 놓일 것 같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 결과는

‘변화에 대한 순응’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미 시스템이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암묵

적 수용이 된상태. 내가 반대한다고 바뀔것이 없다. 거

부해서 시스템이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거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어차피 시스템은 굴러가는 거니까. 그럴 바에

는 빨리 수용하는 게 중요.”(참여자 5)

4.2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근거이론
핵심범주를찾는것은근거이론의핵심이다. 핵심범

주는 선택 코딩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핵심 범주란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추상화해주는 범주로서

여러범주들사이의변화를설명하고통합할수있는것

이고, 중심 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26,27]. 본연구에서핵심범주를찾기위해개방코딩과

축코딩을통해도출한기존범주를분석하였고, 기존범

주들사이의연결고리를찾아추상화된이론으로의전환

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인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의료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비교

되는 보안 기술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다. 의료정보 프

라이버시염려는과거의프라이버시침해에관한경험과

미디어 노출의 맥락에서 나타난다. 중재적 조건인 신뢰

도는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라는 중심 현상이 작용/

상호작용 전략을 거쳐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를 결정

하는 데에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신뢰도가 높은 참

여자들은 EHR 시스템수용에호의적이었고그렇지않은

사람들은호의적이지않다는결과가도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

로 구분되는 신뢰도가 각각 그리고 통합되어 결과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

한 대응 전략도 이러한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EHR 시스템이 국내에서 의료기관 간 통합

되는 형태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

하는 입장,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드러

났다.

이같은분석을통해생성된핵심범주는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사람, 기관 및 기술에 대한 신뢰’이다. 신뢰가

주인이핵심범주는여러범주들사이의관계와변화를

설명해주고, 범주들과논리적으로연결되어있기때문에

핵심 범주로서 적합하다.

EHR 시스템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종합하면,

의료정보에 대해 민감하고, 보안 기술의 취약성에 대해

염려하지만 EHR 시스템이 통합적 특성을 보임에 따라

치료의 목적에 의해 여러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가 공유

되는 것에 긍정적이다. 이들은 EH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사와 시스템 자체의 기술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을 보

인다. 시스템의확산으로의료정보의교환이활발해짐에

따라 자신의 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

고 할 경우, 법적인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대

응을 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도 부적절한 접근으로

인한 의료정보의 활용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EHR 시

스템의 효용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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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HR 시스템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의

이점과위험성을비교했을때위험성이더큰것으로판

단한다. 전산화시스템의위험성, 과도한정보의수집, 시

스템적 오류 발생에 대한 염려, 해킹에 대한 염려 등 프

라이버시 염려의 모든 차원에 대해 강한 민감성을 드러

낸다. 시스템 도입과 확산으로 인한 이점도 인정하긴 하

지만, 부작용에대한우려가이들에게더크게작용한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고 정보의 공유가 불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EHR 시

스템을 둘러싼 사용자와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의 부재

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모든 병원들과 의사들이 자신

의의료정보를아는것에대해거부감을갖고있기때문

에 결국 통합된 형태의 EHR 시스템을 수용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의료정보

에 대한 민감성’과 ‘보안기술의 취약성’로부터 야기되고,

중심 현상인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핵심 범주인

‘의료행위에관여하는사람, 기관및기술에대한신뢰’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침해 대응 전략’과 그에 따른 ‘EHR

시스템의수용’ 찬성, 반대, 비자발적수용의결과를초래

한다.

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의료정보에 대해 민감한 편이

었다. 정보통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데에 비해 보안

기술과 개인의 도덕적 의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에의료정보민감성이더해져의료정보에대한프라이

버시 염려가 여러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은자신의의료정보가어떻게활용되는지인지하는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의료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참여자

간차이가나타났다. EHR 시스템에호의적인사람은병

원이나의사가정보를과도하게수집하고있다고생각하

지 않았지만 시스템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많은 양

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나타냈다. 전산화

시스템이 편리성을 가져다주었지만 오류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해킹

에 대한 염려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심 현상 중 연구 참여자들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범주로 드러났다.

과거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험은 직접적 경험으로서,

미디어 노출은 간접적 경험으로서 인과적 조건과 중심

현상 사이의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재적 조건

인 신뢰도는 중심 현상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거쳐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핵심 조건으

로작용하여 ‘의료행위에관여하는사람, 기관 및기술에

대한신뢰’가핵심범주로결정되었다. 본연구는사람들

의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사람, 기관 및 기술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침해대응전략’과그에따른 ‘EHR 시스템의수용’ 결과

를낳는다는의료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관한근거이론

을 도출하였다.

5.2 학술적·실무적 함의
MIS 연구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양적 및 질

적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보프라이버시는다양한맥락에서적용가능한주제이

기때문에온라인상거래를비롯하여최근에는의료정보

의 온라인 공개에 대한 주제로도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온라인상의 경제 활동에 수반

되는의료정보에대한민감성과프라이버시염려나병원

내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으로는 EHR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간 시스템을 통

합시켜 의료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EHR 시스템에초점을두고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심층적인분석을수행한연구가없기때문에본연

구는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근거자료를 기초로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염려에대한근거이론을 EHR 시스템을중심

으로수립하였다. 헬스케어분야의정보시스템에서발생

하는의료정보프라이버시염려에대한사회과학적연구

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EHR 시스템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사람들은 의료정보의 활용 및 공유

에 대한 인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정보의 열

람과사용을정보소유주인당사자에게통보하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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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산 시스템에서 발생 가

능한 오류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백

업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사용법을 사용

자들에게숙지시키기위한교육이필요하다는점을제시

했다. 외부의 부적절한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안

관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인의 부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

기위해서법적체계가명확히수립되어야하며, 체계마

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적인 제안을 국

내 EHR 시스템에 반영시킨다면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

고, 그에 따라 시스템의 효용 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5.3 향후 연구 방향
기존에는일반적인개인정보와개인정보보다더민감

하다고평가되는의료정보가별개의주제로연구되어왔

다. 본 연구를 발전시키고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사이에

존재하는연구의격차를줄이기위해서개인정보와의료

정보에관한프라이버시염려를비교하는연구를수행하

는것을향후연구방향으로제안하는바이다. 또한, 의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이 본 연구를 통

해 개발되었으므로, 핵심 범주를 포함한 주요 범주들을

설문조사 등의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수의 연구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근거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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