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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적용은 전세계적인 추

세이며, 현재는 의료적인 기반이 확립된 국가들은 기본 이상 수준의 시스템

을 운영 중에 있다. EMR적용이 의료의 품질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역할은

다양하다. 기록의 디지털화를 통한 자료 활용은 물론, 의료진이 서로 의사소

통하며 처치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진료 과정에 개입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EMR 시스템이 의료진의 임상 의사 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시스

템을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라

고 한다. CDSS는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활용되며, 특히 처방 과정, 그 중에

약물 처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이 대표적이다. CDSS 를 통한 처방 관

리 기능의 유무는 해당 시스템의 고도화정도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약물 처방 감시를 통한 효과는, 처방의 안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으

며, 투여 받는 약물이 늘어나고, 질환이 복잡, 장기화할 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복잡한 환자에게, 여러 의사가 동시에 처방을 내는 응급실 영역에

서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CDSS의 효과를 제한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경고 무시 (Alert override)로, 이

는 CDSS에 의한 제어를 처방의가 무시한다는 의미이다. 경고 무시는 시스

템을 무력화함으로써 해당 처방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의료진

의 피로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의료 품질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

려졌다. 다만, 이러한 피로도가 병원 전체에서 어떻게

이 연구의 최종목표는 응급실 약물 처방 CDSS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

로, 그 유효성의 대리 지표 (surrogate marker)를 경고 무시로 정의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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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을 세 가지 연구 설정을 통해서 밝히는데

있다. 연구 설정으로는, 한 종합병원의 외래,응급실,병동을 총괄하는 기반 연

구 (Baseline study), 새로운 CDSS 도입 효과를 보는 설정 (CDSS

introduction effect study), 지식기반 전이 (KB transition) 효과를 보는 설

정을 채택하였다 (KB transition effect study).

기반 연구 (Baseline study) 에서는 전 병원 차원에서의 CDSS 효과 의 변

화를 제안된 대리 지표인 경고 무시를 통해 밝힐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

련 인자를 밝히도록 하였다. CDSS 도입 효과 연구에서는 새로운 CDSS type

의 도입 이후 나타나는 CDSS 효과의 변화를 경고 무시를 통해 밝힐 수 있

음을 확인하였고 관련된 인자를 파악하였다. 지식기반 전이 효과 연구에서

는 지지식기반의 전이 이후 나타난 응급실에서의 CDSS 유효성 변화를 대리

지표인 경고 무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효성 변화와 이와 관련된 인자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반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2017말까지 약 18개월간의 기간 동안 병원

전체에서 이루어진 290만건의 CDSS 경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중 특히 경고 무시와 관련된 특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되, 사용자

특성인 소속 진료과 및 처방 장소, 그리고 직급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모든

지표에서 동일하게 상승되는 소견을 확인하였다. 이는 Piecewise regression

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변화

에 관련된 인자 중에 전임의와 전공의는 양의 상관관계를, 수술 관련 진료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유의하게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DSS 도입 효과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CDSS 의 시간에 따른 유효성 변

화를 대리 지표인 경고 무시를 통해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밝히

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새롭게 도입된 CDSS 종류인 신장 경고 (Renal

alert)의 시계열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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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월까지 11개월을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68,0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424,469건의 처방을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발생한 26,136건의 경고 중

18.7%인 신장 경고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처방의의 진료과 및 직급을 기

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신장 경고의 발생률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이에 대한 경고 무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프

아종 회귀분석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지식기반 전이 효과 분석은 2016년 7월부터 2020.6.30까지 약 48개월간의

응급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방과, 경고 및 경고 무시에 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총 277,762명의 환자에게 이루어진

1,801,755건의 처방과 102,899 건의 경고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기반 전이 이후 경고 발생은 유의하게 늘었으며 (5.44% ->

6.53%), 그 차이는 처방 약제 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경보 무시율

53.8% 에서 52.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줄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

다. 임상적으로는 지식기반 전이 이후로 환자의 응급실 이후 배치

(disposition)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응급실 체류시

간에는 입원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군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응급실 약물 처방 CDSS의 유효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을 확인하였고, 세 가지의 연구 설정에서 이

대리 지표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DSS에 대한 전망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물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추후

AI-CDSS 도입이 본격화할 경우 그 유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

서의 효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전자

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병원정보시스템 (Hospital



iv

Information System), 응급실 (Emergency Department)

학번: 201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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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1.1.1 전자의무기록 (EMR) 도입의 국제 현황

2009년, 미국의 의료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는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Clinical Health (HITECH) 법은 미국의 의료 정보화 바람

을 일으켰고, 이는 정보화에 뒤쳐져 있다고 여겨졌던 미국을 10년만에 선두

에 나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1, 2) 당시에 9%에 불과하던 basic

EMR adoption rate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이런 평

가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EMR 활용율이 이후 급격하게 올라 100%에 가깝

게 되는데, 각종 연구와 적절한 행정 집행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일반

적인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3, 4)

1.1.2 전자의무기록 (EMR) 도입의 국내 현황

국내의 EMR 도입은 미국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특히 1차의료기관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처방 전달체계 및 보험 청구의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전자처방시스템을 도입을 하여왔다. 다만, 처방 제어 및 진단 보조 등 고도

화된 EMR의 기능을 활용하는데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5)

1.1.3 EMR과 CDSS의 관계

미국 오늘날에는 EMR로 모두 통일되어 호칭하나, 처방을 전달하고 의무기록

을 저장하는 시스템은 오랫동안 CPOE (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와 EMR로 별도로 평가되어왔다. 국내에서는 CPOE보다 OC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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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ystem) 로 불리어 왔는데, CPOE는 의사가 처방을 입력하고,

수정하며, 처방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종 진단명 입력 및

검사결과 화명까지 통칭한다.

CPOE는, 기존의 종이 (슬립: Slip) 기반의 의사전달 시스템 대비하여, 의사전

달이 빠르고 분명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처방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

CPOE 도입 자체가 의약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평가되어왔다.(6, 7) 실제

로 CPOE 시스템 도입 자체를 통해 처방 오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약사의

재확인 로드가 큰 폭으로 줄어, 결과적으로는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음이

수차례 보고되었다.(8, 9)

CPOE는 그 도입 자체로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

었으나, 적절한 중재프로그램인 CDSS 가 쓰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임상적 결정과 의사소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

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CPOE와 CDSS의 적절한 결

합을 통해 ADE의 감소는 물론, 임상적 워크플로우의 효율 개선, 나아가 안전

성은 물론 비용효과성 개선 등을 다양하게 보고하였다.(10-13)

따라서 CDSS는 EMR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기준으로 Comprehensive EMR 을 basic EMR과 구분하는 기준 목록 중

Clinical guidelines, Clinical reminders, Drug-allergy alerts, Drug-drug

interaction alerts, Drug-laboratory interaction alerts, Drug-dose support 등

약물 처방 관련된 CDSS가 대거 포함된 근거이기도 하나, 조사결과 국내 여러

병원이 선행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못하는 Comprehensive EMR의 요소항목들

이기도 하다.(3, 5) 보다 쉽게 도입하는 기능에는 검사결과 보고, 전자간호차트

등, 행위를 기록하는 부분들인 대신, 위의 CDSS들은 지식기반 (knowledge

base: KB)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2차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 도입의 문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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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CDSS의 정의 및 특징

CDSS는 의료진과 환자 등 관련인들에게, 각 개인 특이적인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지능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체계를 이르며, 임상적인 작업

흐름에 따라 경고나 주목 (reminder) 등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결정 과정을 돕

는데, 여기에는 임상 가이드라인, 상태 별 처방모음 (order set), 특화된 결과보

고, 기록 서식, 진단 지원, 그리고 상황에 맞춘 참조 (reference) 제공 등을 모

두 통칭할 수 있다. CDSS의 일반적 기능은 진료 품질 강화, 임상적 결과 향상

에 있으며, 나아가 환자 안전 제고, 진료 효율 및 수익 향상, 사용자 및 환자의

만족도 개선에 있다.

CDSS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임상의사결정

과정 및 처치 과정 중 언제 개입하는지, 둘째, 임상 현장에 얼마나 최적화되었

는지, 셋째, 정보 전달이 수동적인지-능동적인지, 마지막으로 사용성이 얼마나

편리한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약물처방

과 관련된 CDSS는, 약물을 처방하는 중이나 직후에, 능동적인 형태로, 처방창

에 직접 정보를 표출하는 형태이며, 임상 현장의 최적화정도와 사용편리성은

시스템 별로 상이하다 할 수 있다.(14, 15)

단순화한 CDSS 의 기본 기전은 아래 Figure 1과 같다.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

터를 기반으로 지신 기반 (knowledge base)과 추론 엔진 (Reasoning Engine)

이 조합한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떠한 형태와 크기라도 일단 지신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논리 엔진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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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처방 CDSS와 ADE (Adverse Drug Event)

미국 기준으로 1년에 1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고있

다.(16)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 안전문제는 더 많아서 40만명까지 보고 되고 있

으며, 이와 같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미국 전체 사망원인의 세번째에 이른

다는 보고도 있다.(17) 이 중 약물유해반응 (Adverse Drug Event, ADE)는 약물

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환자 중 2%~10%가 한 번 이상씩 경험한다고

Figure 2. The Constitution of Medical errors and ADE. ADE shares medical
errors compartments and part of ADE is considered preventable. ADE:
Adverse drug event.

ADE: adverse drug event

Figure 1. Concept of CDSS workflow. The core is composed of the reasoning
engine and knowledge base. The knowledge base function as fundamental of the
system, determining the quality of CDSS.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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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18, 19)

ADE 중에 예방 가능한 사건의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

러한 예방 가능한 약물유해반응 중 2/3는 처방, 모니터링 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20, 21) 처방,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는 적절한 감시 및 중재 방법이 있다

면 예방 가능한 약물유해반응인 경우이며, 실제로 많은 CDSS들은 이 단계에서

감시체계를 작동하고 있다. (22)(Figure 2)

CDSS, 특히 초기 CDSS의 역할은 주로 약물유해반응을 줄이는데 있었다.(23)

CDSS의 도움을 통해 약물유해반응을 줄이고, 의료진은 세세한 처방의 주의사

항을 챙기는 시간과 노력을 보다 중요한 임상적 결정으로 돌려 궁극적으로는

임상적 품질의 향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CDSS의 도입이 늘어

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경고 무시로 인한 의료사고의 증가는 이러

한 접근 방법의 유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24, 25)

1.1.6 응급실과 관련된 CDSS

응급실은 공공의료, 일차의료의 성격을 지니며, 나아가 중증 의료, 통합 의료

의 성격을 지니는 독특한 의료의 장소이다. 오늘날 국가 의료시스템과 각 병원

내에서 응급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위의 성격들은 필수적

인 응급실의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응급환자들이 가지는 진단의 모호

성, 시간의 긴급성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응급실은 다양한 컨디션의 환자들이, 역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의료진에게 동시에 처치를 받는 곳이며, 한 환자가 여러 의료진에게, 그리고

한 의료진이 여러 환자를 동시에 돌보는 대표적인 복잡 시스템이다.(26, 27) 안

타깝게도 이와 같은 시스템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의료사고의

잠재적, 실질적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응급실의 상황 자체가 에러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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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 (28-30)

1.2 연구 필요성

1.2.1 CDSS 유효성에 대한 혼재된 판단

CPOE와 CDSS의 조합을 통한 의료 현장의 품질 개선에 대한 초기의 연구결

과들은 그 유효성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웠다. 더 많은 임상의사결정에 대한

더 섬세하고 세분화된 보조시스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

고, 실험적인 시스템들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결과는 초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31, 32)

의료 현장은 한 명의 의료인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처방을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고, 팀으로 이를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처치의

프로세스는 기관 내의 의사소통과정과, 기관 외와의 정보 소통을 통해서, 적절

한 처치와 비용청구과정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복잡시스

템은 서비스 적용 시기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33, 34)

1.2.2 CDSS 경고 증가와 경고 피로

CDSS 의 항목이 증가하고, 그 중재 대상이 늘어나면서, 의료진은 임상적 처

치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의 중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었

다. 가장 흔한 노출 형태는 경고 (alert)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어떠

한 동작 이후,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그 동작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는 과정

으로 진행되게 된다. (Figure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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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CDSS 발생 정보가 임상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러 단계의 규칙 (rule) 을 적용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러한 환자 개인의 특성화된

임상 정보가 모두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점과, 특성화된 임상 정보를 모두

반영한 알고리즘은 실제 무한에 가까운 조합을 만들어내기에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와 같은 부정확한 CDSS 경고 정보의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실제 위음성보다, 위양성이 높은 방향으로 구현되어, 사

용자로 하여금, 시스템의 경고를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처리하게 하는데, 이는

경고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경고 피로는 애초에 안전의 문제가 치명직

인 기관들, 즉 항공관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곳에서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경

보의 의 노출로 인해, 이에 더 이상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지

칭한 용어였으나, 여러 채널과 장비를 통해 환자를 감시하며 이에 반응해야 하

는 의료의 특징도 위와 같은 기관의 그것과 유사점이 많아 의료 영역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었으며, 단순한 경보 (alarm)가 아닌, CDSS의 경고 메시지로 로

Figure 3. A user interfaces with clinical decision support by giving key inputs and
receiving results as alerts. The engine is divided into the interface engine and
knowledge base, each serving unique function for generating CDSS message in
clinical context.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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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어 쓰이게 되었다.(6, 36)

1.2.3 경고 무시

높은 경고 무시는 궁극적으로 경고 피로에 기인하며, 경고 피로는 임상 상황

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경고에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나타난다. 즉

반복적으로 경고에 노출된 사용자들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경고 정보를

무시하는 행위의 결과가 경고 무시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미국 연구에서 경

고 무시는 72% 에서 93%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24,

37-40) 국내에서 보고는 많지 않으나 대략 7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41)

1.2.4 사용자 인터페이스

의료진의 사용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매우 중요

하다. 기존의 의료 도구들은 의료진이 인지하고 사용하는 편의보다는 그 사용

목적에 더 충실하게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으나, 소프트웨어 및 지식 기반을 기준으로 하는 CDSS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에 최적화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42)

의료 현장의 의사소통 및 임상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적절히 반영한 솔루션

이 요구되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효

율성을 감소시키기고 나아가, 왜곡된 절차로 인해 환자들에게 임상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43, 44)

CDSS가 주어진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입력 절차 및

EMR과의 인터페이스부터 최종 경고의 강도까지 입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임상 처치(처방) 과정에 대한 방해 정도 (interruption level)에 따라

CDSS에 대한 경고 무시가 유의한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방해

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 어느 것이 시스템 유효성을 높일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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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직도 전문가 사이의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45, 46)

1.2.5 CDSS 의 유효성 기전

의료진의 의사결정에 CDSS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

료진의 임상의사결정과정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 다만, 임상의사결정이라는 과

정은, 환자의 진찰, 문진, 검사에 대한 결정부터, 처방, 수술방법, 등 그 시점과

대상, 그리고 결정의 크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제안된 기전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의료 현장을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존에 알려진 임상의사

결정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은 1997년 Elson RB 등이 제한 모델이다. 이를 오늘

날의 시스템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igure 4)(47) 이러한

기전이 보여주는 것은, CDSS가 결정 process의 대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인지 (perception), 주의 (attention), 기억

(memory), 연역 (inference) 등의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다.

Figure 4. Mechanism of clinical decision and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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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CDS alert 조차 여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제 최종

결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합한 의료진의 최종 결론이라 말할 수 있다. CDS 가

이러한 결정과정에 미치는 세부 효과를 임상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기는 어렵

기에, 최종 임상 결정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이 CDS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용”이라 정의하여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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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표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응급실 약물 처방 CDSS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으

로, 그 유효성의 대리 지표 (surrogate marker)를 경고 무시 (alert override)

로 정의하고, 대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을 세 가지 연구 설정을 통해

서 밝히는데 있다. 연구 설정으로는, 한 종합병원의 외래,응급실,병동을 총괄

하는 기반 연구 (Baseline study), 새로운 CDSS 도입 효과를 보는 설정

(CDSS introduction effect study), 지식기반 전이 (KB transition) 효과를 보

는 설정을 채택하였다. (KB transition effect study)

1.3.1기반 연구 (Baseline study): 전 병원의 CDSS 도입 후 전

병원 차원의 CDSS 유효성 추이 분석을 위한 대리 지표

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CDSS의 유효성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을 때에,

경고 무시가, 유효성의 대리 지표로 유용함을 확인하는 것이며, 전체 병원

(응급실, 병동, 외래) 설정에서 경고 무시가 일관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표 변화에 미치는 각 인자의 영향을 판단하

고자 한다.

1.3.2 CDSS 도입 효과 연구 (CDSS introduction effect study) :

CDSS 도입효과 분석을 위한 대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

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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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새로운 CDSS 도입의 유효성을 대리 지표인 경고

무시를 통해 분석가능한지 확인하고, 이 지표를 통해 나타나는 유효성의 변화

와 관련된 인자를 확인하고 함에 있다.

1.3.3 지식 기반 전이 효과 연구 (Knowledgebase transition

effect study) : 지식 기반의 전이와 CDSS 유효성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한 대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

이 연구의 세 번째 목표는 지식 기반의 전이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CDSS

의 유효성 변화를 대리 지표인 경고 무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유의한 변화와 관련된 인자를 찾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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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방법

2.1 연구 설정

2.1.1 EMR 시스템

본 연구를 진행한 기관의 EMR 시스템은, 해당 기관이 자체적인 프로젝트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1995년, 2003년 대규모 개선작업 이후, 2016년

에 차세대 EMR로 개편작업을 마치며, DARWIN (Data Analysis and Research

Window for Integrated Knowledge) 이라 명명되었다. (48) (Figure 5)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DARWIN은 단순한 의무기록, 처방 전달 뿐만 아니라,

병원 내의 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원무, 총무, 인사, 보험에 이르기까지

Figure 5. DARWIN infrastructure. The infrastructure of EMR system in the
study site. The system is named as “DARWIN” which stands for “Data Analysis
and Research Window for Integrated Knowledge”. It serves the clinic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for hospital employees and customers as patients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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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나아가 환자들이 활용하는 환자용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이르는 광범위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EMR은

위에 표현한 바와 같이 임상 외의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에 병원 정보

시스템과 병렬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다.(49) 다만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부분

은 임상적인 내용이므로, 처방 시스템 관련한 내용만 기술하였다.

DARWIN 에서 임상적인 부분은 직역 (예: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별로

분류되며, 이 중 처방의 주체가 되는 의사들은 다시 전문 진료과와 (예: 응급

의학과, 소화기내과, 등) 환자의 처치 대상 구역 (예: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 등) 으로 세분화된다. DARWIN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역시 이러한 처치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의사가 같은 환자를 돌보더라도, 위치에 따

라 다른 화면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 관련된 화면을 위주로

설명하겠다.

모든 EMR에서 처치의 시작은 환자를 선택하는 화면이다. DARWIN의 의사

환자 선택 화면은 크게 환자의 현재 진료 위치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병동

/외래/응급이 그것이며, 본 연구 대상인 환자 선택 화면은 Figure 6 과 같다.

Figure 6. Patient selection window. The figure is a screenshot of DARWIN for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The window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 patient’s
main tab with cautions (left), patient list (middle), and quick view (right).
Physicians can scroll over the list of patients and select one to make prescriptions.
DARWIN: data analytics and research window for integrated knowledge



- 15 -

그림에서 보듯이 좌측 구역은 환자의 요약정보 및 경고 정보, 그리고 바로 가

기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 리스트에서는 환자의 기본 정보를 실시간

으로 새로고침하며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단 화면에서 환자를 선택한

이후에는 좌측 환자 탭이 새로운 환자에 맞게 재구성되게 된다. 응급환자의 경

우 맨 우측에 퀵뷰를 통해서 빠르게 새로고침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일단 환자를 선택한 이후에는 처방을 내리거나 (서명),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환자를 선택한 이후, 처방 탭을 활성화시키면 처방윈도우가 열리

면서 처방을 넣을 수 있도록 된다. 처방은 기본적으로 “기본 처방”, “약, 주사

처방”, “검사 처방”. “수혈 처방”, “처치 및 재료” 의 다섯 분류로 나뉘게 되며,

처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분류를 통해 구분된 이후, 최후 처방이 가장

아래에 위치하도록 재정렬된다. 처방은 일단 약물을 선택하여 처방 창에 위치

시킨 이후에 처방에 상세 항목, 1회 투여량, 단위, 일별 횟수, 투여 경로

(Route), 처방 일수 순서로 입력할 수 있다. (Figure 7)

Figure 7. The order prescription window. The figure illustrates an example of orders in
DARWIN. The orders are categorized into 5 groups, in which medication is placed in the
second. Once the target drug is selected, it is placed in the window, then a physician
starts to input specifics as the dose, units, routes, etc. The blue rectangle represents
medication specifics while the red rectangle represents additional memos to orders,
which could be added even after the order is signed.
DARWIN: data analytics and research window for integrate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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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처방의 과정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복잡한 과정을 따른다. 어떤 환자에게

약물 처방이 필요하다고 인지되는 시점에서, 일단 당시 진단명이 필요하게 된

다. 진단명 없는 처방은 추후 청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외 대부분의

EMR 시스템에서 약물 처방 전에 (존재하는 진단명이 없다면) 입력을 요구하

게 되며, 이후 약물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연계된다. 약물은 크게 기존의 오더

나, 세트오더, 혹은 검색창을 통해 입력하게 된다. 약물 선택 이후, 상세 항목

을 입력하고, 이러한 과정을 새로운 약물마다 반복하게 되며, 오더가 일단락

되면 서명(혹은 처방내림)을 통해 간호/약제부에 오더를 전달하게 된다. 응급

환자의 경우, 의사 처방은 간호의 “확인”과정 이후 약제부로 전달되어 약물의

불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당 과정은 아래 Figure 8 에 요약하여 표현하였다.

2.1.2 DARWIN CDSS

2.1.2.1 DARWIN 의 CDSS 일반

DARWIN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관여하는 CDSS 는 크게 네 분류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HIR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에서 제공하는 Drug Utilization

Review (DUR)이며, 별다른 외부 지식 기반 없이 SMC 내의 약제부, 보험파트

에서 적용하는 CDSS, 그리고 DARWIN 개발과 함께 적용된 WKCDI

Figure 8. Medication order (prescription) sequence in electronic medical record. The
process is carried out as sequences, and th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in
the study site intervened between action points. The points of CDSS are marked as thick
gray arrows.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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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comp로도 호칭함) 임. 마지막으로, 2019년 5월 적용한 KIMS POC

(KIMS 社에서 제공하는 point of care 서비스)가 그것이다. WKCDI와 KIMS

POC는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 지식 기반만 그 차이가 있음.

이 두 서비스의 차이는 아래 Table 1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CDSS. There are three major types regarding the origin of
knowledge base, one from the medical center itself. The DUR is from HIRA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and the last is Wolter Kluwer Clinical Drug
Information system. In-line message is a less interruptive way of CDSS and modal is
considered as a more interruptive way of CDSS.

Signing the order Modal Modal x

Input specifics Inline Inline Inline

Drug Selection Inline Inline Inline

Intervention timing SMC CDSS DUR WKCDI

SMC CDSS: Samsung Medical Center clinical decision support, DUR: drug

utilization review, WKCDI: Wolter Kluwer Clinical Drug Information

2.1.2.2 Wolters Kluwer Clinical Drug Information (WKCDI)

WKCDI는 DARW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이 결정되어 DARWIN 의

개시 시점인 2016년 7월 동시에 오픈하게 되었다. 기존의 병원 기반 CDSS는

우리 현실에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나, 약물 관련된 정보의 깊이와

범위가, 전문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것에 못 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

하였으며, 총 10 개 타입의 약물 처방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WKCDI의 데이터베이스는 월 단위로 기업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제공되며,

병원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송 받아 내부 CDSS엔진에 탑재한 이후 EMR에

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였다. 10개

타입에 대한 기술은 아래 Table 2 에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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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ypes and examples of clinical decision support messages. The following
messages were displayed as inline message types.

DDI

Pharmacologic effects and plasma concentrations of Digoxin Tab 250

MCG (0.25 MG)(DIGO) may be increased by Amiodarone HCl Tab

200 MG(AMIO). Toxicity characterized by gastrointestinal and

neuropsychiatric symptoms may occur. Cardiac arrhythmias are

possible.

Disease
Administration of Aspirin Tab 500 MG(ASP5) (Aspirin Tab 500 MG)

should be used with extreme caution in Hepatic Disease. Since Reye's

Syndrome is related to Hepatic Disease, the same precaution may apply.

Gender Administration of Sildenafil Citrate Tab 50 MG(SILD5) (Sildenafil

Citrate Tab 50 MG) is not recommended in Females.

Pregnancy
Administration of Aspirin Tab 500 MG(ASP5) (Aspirin Tab 500 MG) is

not recommended in Pregnancy, especially in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Lactation Administration of Azathioprine Tab 50 MG(AZAT) (Azathioprine Tab

50 MG) is not recommended in Lactation.

Age
Administration of Methocarbamol Inj 100 MG/ML(XMCAR)

(Methocarbamol Inj 100 MG/ML) is not recommended in Geriatric

Patients. (Age low 65 years)

Route Oral administration of Acyclovir Cream 5%(ACYC1-C) (Acyclovir

Cream 5%) is contraindicated.

Allergy

The use of Iodixanol Inj 270 MG/ML(Y27ID) (Iodinated Diagnostic

Agents) may result in an allergic reaction based on a reported history of

allergy to Y27ID (Iodinated Diagnostic Agents) and Y30OP (Iodinated

Diagnostic Agents).

Duplicate

KCl 30 MEQ/L (0.224%) in Dextrose 5% & NaCl 0.45% Inj (XDNK1)

and KCl 30 MEQ/L (0.224%) in Dextrose 5% & NaCl 0.45%

Inj(XDNK1) appear to be the same drug product: KCl 30 MEQ/L

(0.224%) in Dextrose 5% & NaCl 0.45% Inj.

Dose The daily dose of 2 mg exceeds the usual dose of 0.25 to 0.5 mg. // The

usual daily dose is 0.25 to 0.5 mg.

Type Message examples

DDI: Drug-drug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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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WIN의 WKCDI 구현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인라인 메시지 (inline

message) 서비스를 구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CDSS들이 대부분 모달

(modal, 팝업으로 불리기도 함) 혹은 모달 내의 옵션 창으로 메시지를 구현하

였다는 것과 차별화한다. 인라인 메시지는 모달과 다르게 처방의의 처방 흐름

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별다른 동작

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라진다는 점에서 방해를 최소화한다고 여겨지며,

수동적 (passive) 방식 (반대는 개입적 (interruptive) 방식으로 지칭한다) 으로

지칭되기도 한다.(46) (Figure 9)

2.1.2.3 KIMS POC

KIMS POC 는 KIMS 社의 솔루션 중 Point-of-care 제품을 뜻하며, 이는

on-line 방식으로 제공하는 같은 회사의 다른 솔루션과 차별화하는 의미로

명명되었다. 연구 대상 병원에는 2019년 5월 WKCDI를 대체하여 적용되

었다. KIMS는 Korean Index of Medical Specialties 의 약자로 다국적 기

업으로서, 의료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KIMS POC는 이

Figure 9. Inline CDSS message. This figure shows examples of inline messages
from WKCDI. Blue rectangles represent different types of messages with color
indicators. The red represents the most critical messages. The Red arrow shows
icons which lead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the CDSS messages and orders.
The blue arrow shows the institution-originated CDSS message which is shown
along with WKCDI CDSS messages.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WKCDI: Wolter Kluwer Clinical Drug

Information



- 20 -

회사에서 구축한 의약품관련 지식 기반을 API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 파트이다.(kimsonline.co.kr)

KIMS POC는 WKCDI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는 대상으로 하는 약물과

경고의 종류와 크기에 차이가 있다. KIMS POC 의 경우, 허가사항에 대한 정

보가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주 참조로 하기 때문에, 국내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각종 논문과 보고서를 반영하는데 기존의 제품에 비

해 비해 양과 질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 자체

에도 제한이 있는데, 아래 Table 3 에 비교하였다.

KIMS POC 로 지식 기반을 전이하는 결정은 병원의 의사결정체계 하에서 이

루어졌으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 약물 허가사항이 상이하며, 기존의

지식 기반이 비용 대비 유효성이 국내의 그것보다 높지 않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

Table 3. Comparison among clinical decision supports. Compared to WK CDI, DUR, and
KIMS POC could lack in robustness. The O implies robust data while △ represents
partial and X no data in that type of CDSS.

DDI △ O △

Disease O O O

Gender X O O

Pregnancy O O X

Lactation X O X

Age △ O X

Route X O △

Allergy X O X

Duplicate O O △

Dose △ O △

Types DUR WKCDI KIMS POC

DUR: Drug Utilization Review, WKCDI: Wolter Kluwer Clinical Drug Information,

KIMS POC: KIMS Point-of-Care, DDI: Drug-drug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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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자료

2.2.1 Clinical Data Warehouse

연구에 필요한 자료원은 모두 DARWIN의 Clinical Data Warehouse (CDW)

에서 취득하였다. CDW는 다양한 연구에 알맞게 데이터간의 유연성을 강조한

철학에 따라 구축되었다(50). 진료를 목적의 자료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유입되는 데이터와 원내 연구자들이 정제 작업을 통해 별도 보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시나리오의 주제 영역에 제한 받지

않고 오히려 주제 영역에 따른 검색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ure 10)

2.2.2 Data processing

Figure 10. Description of DARWIN-CDW relationship with DARWIN-
clinic (oracle DB). CDW is marked in a blue rectangle. It is a near-real time
anonymized DB which are for research purpose.

DARWIN: data analysis and research window for integrated knowledge,

CDW: clinical data ware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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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환자의 병원 내원 일시 정보를 기반으로 정리되고, 데이터의 상관관

계가 정리되었다. 환자의 내원 당시 진단명을 포함한 특성, 약물 처방 및 처방

이후 환자의 경과 (disposition) 모두 CDW 에서 검색되고 결합되어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활용한 데이터는 가명 데이터로 실제 환자의 개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데이터의 결합 및 전처리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11)

Figure 11. CDW user interface. As marked with red arrows, the system enables
users to join and reshape interest data. With these functions object data were
searched and finally shaped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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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은 대상 기간에, 대상 장소에서 약물처방을 받은 모든 환자와 의료

진으로 정의하였다. 첫번째 기반 연구 (Baseline study) 의 시계열 분석을 위해

서는 2016.7부터 2017.12까지 응급실, 외래, 병동에 서 처방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며, CDSS 도입 효과 연구 (CDSS introduction effect study) 와 지식 기

반 전이 효과 연구 (KB transition effect study) 각기 가들 기간 동안 응급실에

서의 처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개념적 차이는 그림으로 표현하

였다. (Figure 12)

Figure 12. Study subjects. The overall study is composed of three different studies, The first
on is the Baseline study, and the Second is the CDSS introduction effect study, and the last
is the KB transition effect study.

WKCDI: Wolter Kluwer Clinical Drug Information, KIMS POC: KIMS point-of-care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KB: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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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반응을 보는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을 경고 노출 기간에 따라 정의

하였다. 기존부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테스트를 수행

하기 어려웠기에 새로운 지식 기반의 도입 이후 바뀌는 경고에 적응하는 의료

진의 수용성 변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분석.

대상은 2019년 5월 시스템 변화를 경험한 의료진이며, 이를 경험하지 못한

의료진이나, 사전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한 의료진 (Group 9)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13. Users’ inclusion with timeline. Users could be grouped according to the timing of
joining and leaving the system. Group 9 did not experience the Lexicomp system and Group
4~9 experienced the KB transition. The exposure to the CDS system differs per each group.

WKCDI: Wolter Kluwer Clinical Drug Information, KIMS POC: KIMS point-of-care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KB: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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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측정 지표

주 측정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투약 처방 수

2. 투약처방관련 CDSS alert 의 수 및 비율

3. CDSS alert 의 override 수 및 비율

여기에서 경고 무시는 경고 수락 (acceptance) 의 반대로, 인라인 메시지의

특징상, 사용자의 기록이 아닌 실제 처방 변경을 근거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

어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임부 경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해당 처방을 취소하였

다면 이는 “경고 수락”으로, 처방을 지속하였다면 “경고 무시”로 판단하였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각 방법에 대한 타당성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하

였다.(46)

1. When neither medication was deleted from a drug-drug interaction

(DDI).

2. When a physician does not adjust the dose after a dose alert

3. When a physician does not delete the medication order after an alert for

age, allergy, disease, duplication, gender, lactation, pregnancy, or route.

환자의 특징을 알기 위해, 환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였으며, 응급환자의 경우

나이, 성별 외에 응급실 내원 당시에 NEDIS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에 포함되는 기본정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처방을 하는 의료진의 기본정보는 의료진의 직급, 소속 진료과를 추출하였으

며, 투약하는 약의 고유코드, 명칭 외에 약효군별 분류를 통해 약물의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 활용한 CDSS는 수동적 방식을 따르고 있기에, 사용자의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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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프로세스에 따라 경고의 타이밍을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과정에서 경고가 나타나게 된다. 첫째는 약물을 선택할

때이며, 둘째는 약물의 세부사항, 즉 용량과 투여 경로를 선택할 때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 둘에서 발생하는 경고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였고, 경고 종류에 따

라 분류하였다. (Figure 14)

Figure 14. The order and alert process (A) and screenshot (B). Circled numbers in the
process is matched with those in the screenshot. Hollow stars represent the point when
alert-log is recorded. The alert-log ID is replaced with order-log ID (solid star) when the
order is overridden and confirmed. Then, another clinical decision support, the Drug
Utilization Review system checks the order.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고에 따른 사용자의 반응, 즉 무시와 수락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사용자가 경고를 보고, 메시지에 따라 반

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로그 데이터에는 어떻게 저장되는에 대해서는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이 제시된 적

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연구의 경고 무시와, 나아가 수락되어 삭제

된 처방, 즉 초기 처방 의도 (intended order) 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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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고 적용하였다. (Figure 15)

사용자들의 반응은 위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셋

으로 줄이면, 1) 경고를 보고 의도했던 약물을 (의도했던 용량으로) 처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2) 경고를 보고 의도했던 용량과 경로를 변경하는 것, 마지막으로 3)

경고를 무시하고 처음 의도한 대로 약물 처방을 그대로 내리는 경우가 있다.

Figure 15. Alert override definition. Four representative cases of alert-user interface were
illustrated. Alert types are grouped into two (revisable, non-revisable). (A) process of
alert interaction (B) concept of user reac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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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석

환자의 약물, 그리고 경고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단순한 통계를 통해 분석하

였다. 시계열 변화에 대한 평가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Picece-

wise regression 을 통해서 경고 무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통

해 변화가 의미 있음을 밝혔으며, 통계 패키지 R (v4.0.3)을 사용하였고,

‘segmented’ package (v1.3)을 통해, Piece-wise regression을 ‘lm’ 패키지를 통

해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Stata 15.1 MP

(StataCorp, College Station, TX)를 사용하였다.

Piecewise regression을 이용한 분석은 iterative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는데, 이

는 maximum likelihood 추정을 통하여 변곡점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통계량 없이 시계열 변곡점을 추정하는데 유용

하였다. 변곡점과 변곡점의 95% 신뢰 구간이 이 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분절적 시계열 분석은 품질관리 활동과 같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

로 특정 정책의 변화가 제공되는 연구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에, 특정 시스템의

변경된 전후를 비교하는 본 연구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51)

다변량 분석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외

에도, 독립적인 discrete event 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프아종 회귀분석 (Poisson

regression) 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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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3.1 기반 연구 (Baseline study): 전 병원의 CDSS 도입 후 전 병

원 차원의 CDSS 유효성 추이 분석을 위한 대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

3.1.1 기본 특징

18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총 993명의 의사가 해당 기관의 외래/병동/응급실에

서 환자에게 처방을 내렸다. 이 중 37.2%는 교수직이었으며, 17.2%는 전임의

45.6%는 인턴과 전공의였다. 모든 진료과의 의사들이 포함되었는데, 가장 많은

진료과는 일반외과 (10.0%) 였으며, 이후 일반내과 (8.8%), 마취통증의학과

(8.6%)가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alert의 총량은 약 290만건이었으며, 매우 드물게 발생

한 alert를 제외하고, 데이터에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은 270만건으

로 집계되었다. (Figur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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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osition of specialties among study subjects. General internal medicine is a
specialty given to trainees in internal medicine, which resulted in only one staff member
or fellow belonging to this category.

Family Medicine 4 (0.4) 2 (0.2) 21 (2.1) 27 (2.7)

Urology 12 (1.2) 5 (0.5) 12 (1.2) 29 (2.9)

Psychiatry 8 (0.8) 5 (0.5) 16 (1.6) 29 (2.9)

Otolaryngology 11 (1.1) 4 (0.4) 14 (1.4) 29 (2.9)

Neurosurgery 14 (1.4) 4 (0.4) 13 (1.3) 31 (3.1)

Ophthalmology 10 (1.0) 10 (1.0) 12 (1.2) 32 (3.2)

Hematology and Oncology 26 (2.6) 6 (0.6) 0 (0.0) 32 (3.2)

Emergency Department 5 (0.5) 5 (0.5) 23 (2.3) 33 (3.3)

Cardiology 24 (2.4) 9 (0.9) 0 (0.0) 33 (3.3)

Orthopedic Surgery 13 (1.3) 6 (0.6) 20 (2.0) 39 (3.9)

Gastroenterology 24 (2.4) 16 (1.6) 0 (0.0) 40 (4.0)

Thoracic surgery 16 (1.6) 6 (0.6) 20 (2.0) 42 (4.2)

Neurology 21 (2.1) 11 (1.1) 12 (1.2) 44 (4.4)

Gynecology and Obstetrics 12 (1.2) 8 (0.8) 31 (3.1) 51 (5.1)

Pediatrics 19 (1.9) 16 (1.6) 32 (3.2) 67 (6.7)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36 (3.6) 9 (0.9) 40 (4.0) 85 (8.6)

General Internal Medicine 1 (0.1) 1 (0.1) 85 (8.6) 87 (8.8)

General Surgery 35 (3.5) 9 (0.9) 55 (5.5) 99 (10.0)

Department
Faculty

n (%)

Fellow

n (%)

Trainee

n (%)

Total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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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CDSS 경보와 경보 무시 정보

포함된 2,706,395개의 경고는 총 여덟 정류의 CDSS를 통해서 표출되었다.

가장 흔한 종류는 용량 (Dose) (57.3%)였고, 나이 (17.0%), 그리고 임신관련

경고가 가 10.8%로 다음을 이었다. 당연할 수 있으나 외래가 가장 많은 경고

의 출처가 되었고, 입원 병동과 응급실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대상 환자의

수 자체의 차이 뿐만 아니라, 약을 처방 받는 숫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Table 5)

Figure 16. The data selection process of this study. All counts were based on alerts.
Alerts were excluded if they were minor types or if alerts were fired to doctors
whose experience on alerts was minimal (less than 60 during the study period).
Alerts to doctors whose alert experience did not last 18 months were also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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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ype of alerts and place of orders during the study period.

Allergy 10,411 (0.9%) 19,238 (1.3%) 1719 (1.6%) 31,368 (1.2%)

Gender 33,144 (2.8%) 22,614 (1.6%) 429 (0.4%) 56,187 (2.1%)

Drug-Drug Interaction 39,801 (3.4%) 34,337 (2.4%) 1388 (1.3%) 75,526 (2.8%)

Duplication 88,793 (7.6%) 15,096 (1.1%) 1540 (1.5%) 105,429 (3.9%)

Disease 53,998 (4.6%) 74,781 (5.2%) 4171 (4.0%) 132,950 (4.9%)

Pregnancy 164,644 (14.1%) 118,139 (8.2%) 9483 (9.0%) 292,266 (10.8%)

Age 193,991 (16.6%) 248,050 (17.3%) 18,752 (17.9%) 460,793 (17.0%)

Dose 584,414 (50.0%) 900,000 (62.8%) 67,462 (64.3%) 1,551,876 (57.3%)

OPD

n (%)

IW

n (%)

ED

n (%)

Total

n (%)

Alert Type

Place of Order

OPD, Outpatient Department; IW, Inpatient Ward; ED, Emergency Department

약물별로 보면 총 1,240 종의 약품이 경고를 발생시켰다. 가장 흔한 약물은

Ketorolac tromethamine (analgesic)으로 총 106,851회 , 이후 propacetamol

HCl (analgesics-nonnarcotic) 이 78,432회, 그리고 chlorpheniramine

(antihistamine)이 75,361회 경고를 발생시켜서 상위를 차지였다. 결과적으로

자주 쓰는 약이 자주 경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료진 별로 쓰는 약의 다양성이 실제 경고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에, 처방의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1년 반 동안 처방한 약품을 기준으

로 의료진 별로 보았을 때, 각 의사가 처방하는 약품의 종류는 1 사분위 38 종

에서 3 사분위 129 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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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별로 받는 경고의 수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일주일을 기준

으로 사분범위 (IQR: Interquartile range)를 보았을 때 15.1 회 ~ 74.7 회 경

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의사는 매우 많은 양의 경고를 받고

있어, 일 주일에 600 건이 넘는 의사도 있었다. 이는 평일 기준 하루에 120건

에 달하는 양이다. (Figure 18)

Figure 17. The number of medication types by doctors. The interquartile
range was 38 to 129. Some doctors prescribe more than 300 types of drugs
(counted by ingredients)

Figure 18. Number of alerts in the view of doctors. The weekly number of
alerts received per doctor varies a lot. Some receive more than 600 alerts per
week



- 34 -

3.1.3 CDSS 경보와 경보 무시의 시계열 변화

18개월간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처방 장소 별로 시계열 변화를 파

악하였다. 응급실, 병동, 그리고 외래에서 공동으로 변화가 나타났으며, CDSS

적용이 13개월 지난 시점부터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경고 무시 비율의 기본적 차이가 다름도 확연히 보였는데, 병동이 가장 높았으

며, 응급실, 외래가 그 뒤를 이었다. (Figure 19)

사용자 그룹별로 시계열 변화를 보았을 때, 경고 무시율이 가장 높은 군은 인

턴과 전공의가 속한 그룹이었으며, 이후 전임의, 교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와 전임의 경고 무시율은 3월 (첫 부임 시점 인근)에는 낮게 나타났다가 이후

오르는 양상을 보였고, 특히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시작된지 13개

월 시점에서 공동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Figure 20)

Figure 19. Time-series trend of alert override by place of prescription. While the
baseline differs significantly among groups, increasing trend at the 13th month
was observed in all thre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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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종류 별로 보이는 경고 무시율 역시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는데, 전체적

으로 처방 중복 (duplication)에 대한 경고 무시는 가장 낮고, 약물 상호작용

(drug-drug interaction)에 대한 무e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경고 종류

에 있어서 경고 무시율의 추이는 위의 그래프들과 유사한 시점에서 상승 경향

Figure 20. Time-series analysis by position of physicians. All of three groups
showed significant increase after 13 months from the system implementation

Figure 21. Time series analysis by alert types. While the duplication alert and
drug-drug interaction alert showed the lowest and highest override rate, all types
showed significant increase at the 13th month from the syste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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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Figure 21)

경고 무시율의 상승이 유의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piecewise regression 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시스템 개시 12월차에 유의미한 기울기의 차이를 확인

하였다. 기울기의 차이는 0.017 (CI: 0.010 – 0.063)(p<0.001) (Figure 22)

3.1.4 시계열 변화에 대한 다변량 분석

모든 진료과, 직역, 환자 위치에 대해서 경고 무시의 증가가 관찰되었다.세부

적인 특징과 경고 무시 증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6) 분석 결과 경고 무시율의 증가 폭은 교수직군에 비해 펠

로우와 전공의 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내과계 의사보다는 외과계 의사의 증가

폭이 적게 나타났다. 약물의 종류를 많이 쓰는 의사들은 가장 적게 쓰는 의사

(1사분위) 군에 비해 증가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방하는 약물의 종

류의 수가 경고 무시의 증가 폭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경

Figure 22. Piecewise regression of alert override rate chang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lope change at the 12th month. The difference of slope
was 0.017 (CI: 0.010 – 0.063)(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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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많이 받는 의사들은 경고 무시의 폭이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Factors associated with increased alert override by doctors. The outcome was

defined as an incremental rate of alerts (delta) from the prior 12 months to the rest of the

study phase.

4th quartile (high) 2.47 (2.44, 2.50) <0.001 3.29 (3.26, 3.33) <0.001

3nd quartile 1.40 (1.38, 1.43) <0.001 2.91 (2.88, 2.94) <0.001

2nd quartile 1.73 (1.70, 1.75) <0.001 2.60 (2.58, 2.63) <0.001

1st quartile (low) Reference

Volume of Alerts <0.001

4th quartile (high) −1.39 (−1.42, −1.36) <0.001 −2.31 (−2.35, −2.27) <0.001

3nd quartile −3.32 (−3.35, −3.30) <0.001 −3.62 (−3.65, −3.60) <0.001

2nd quartile −2.59 (−2.61, −2.56) <0.001 −2.37 (−2.40, −2.35) <0.001

1st quartile (low) Reference

Order Drug Variability <0.001

Others 1.59 (1.57, 1.62) <0.001 1.56 (1.53, 1.58) <0.001

Surgical Department −2.10 (−2.12, −2.07) <0.001 −1.72 (−1,75, −1.70) <0.001

Internal Medicine Reference

Doctor Specialty <0.001

Trainee −0.92 (−0.94, −0.90) <0.001 0.19 (0.17, 0.22) <0.001

Fellow 0.14 (0.08, 0.19) <0.001 0.53 (0.47, 0.58) <0.001

Staff Reference

Doctor Position <0.001

Coefficient 95% CI p-Value Coefficient 95% CI p-Value
Variables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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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DSS 도입 효과 연구 (CDSS introduction effect study) :

CDSS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한 대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

위의 Figure 23은 시간에 따른 사용자들의 수용성 변화가 시간에 따라 바뀌

는 가정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첫째는 수용성이 더욱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경우 경고 무시 비율이 적은 방향으로 수용성이 증가하거나, 아예 애초에 경고

가 뜨지 않도록 처방하는 방법 (다른 약품으로 대체처방하거나, 정확한 용량과

용법으로 처방)이 있다. 반대로는, 점차 경고에 자극을 받지 않으면서 이를 무

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고의 숫자나, 경고 무시의 수가 감소하

지 않을 것이다.

3.2.1 연구 대상 환자의 특징

이 연구는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기간은 2019년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환자수는 68,028명이며, 여성은

33,935 (49.9%)이었다. 평균 연령은 47.2 세이며, (SD: 24.9) , KTAS 비율은 1

Figure 23. Concept of User Adaption on CDSS. Users can adapt to two distinct ways. One
is to embrace and to behavior, the other is to ignore alerts as time 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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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0,5%, 2단계 4.4%, 3단계 40.5%, 4단계 47.2%, 5단계 6.3%로 나타났다.

손상 환자는 전체의 16.6%이었으며, 퇴원 환자는 전체의 67.1%, 입원은 21.5%

로 나타났다. 응급실 사망환자비율은 0.4%로 나타났다.

3.2.2 신기능 경고 (Renal Alert)

KIMS POC의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신기능 경고가 도입되었다. 신기능 경고

는 환자의 검사 정보 중에 GFR (Glomerular Filtration Rate) 을 참조하여 이

수치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투약

에 “주의”를 주거나 투여 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하게 된다. (Figure 24) 이 경고

는 기존의 WKCDI 에서 제공하지 않던 종류라,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CDSS

도입의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CDSS에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

하는지 판단하는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신기능 경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약품은 Morphine이었으며, Ceftriaxon과

Tazoferan이 뒤를 이었다. Metoclopromide와 Propacetamol도 경고의 주요 원

인으로 나타났다. (Table 7)

Figure 24. Renal alert setting from KIMS POC

KIMS POC: KIMS point-of-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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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edications with Renal alerts

Heparin 1,000IU/10ml 17,369 1.0

Furosemide 20mg 17,973 1.0

Sod bicarbonate 20ml 19,062 1.1

Acetaminophen 1g/100ml 20,581 1.1

Scopolamine 20mg 22,526 1.2

Ranitidine 150mg 23,760 1.3

Famotidine 20mg 24,043 1.3

cefePIMe 1g 25,360 1.4

dexameTHASONE 5mg 25,565 1.4

Esomeprazole 40mg 28,971 1.6

Chlorpheniramine 4mg 29,146 1.6

Acetaminophen 650mg 36,085 2.0

Ranitidine 50mg 36,921 2.0

ketoroLAC 30mg 39,823 2.2

Metronidazole 500mg 40,191 2.2

Propacetamol 1g 43,834 2.4

metoCLOPramide 10mg 44,533 2.5

Tazoferan(R) 4.5g 48,587 2.7

cefTRIAXone sod 2g 56,890 3.1

Morphine HCl 10mg 71,315 3.9

Medication name Number of orders %

실제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 이후의 전체적인 경고의 발생 현황에 대해 시계

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신기능 경고는 새로운 지식 기반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경고 무시율 기준으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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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시간에 따른 신기능 경고 발생률 및 경고 무시의 추이

위의 Figure 25는 신기능 경고와 경고 무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 기

반의 전이 이후 약 12 개월 동안 경고 발생률은 증가 소견을, 경고 무시는 감

소 소견을 보였다. 이러한 소견은 12 개월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서서히 나

타났다.

3.2.4 진료과 단위 경고 발생률 및 경고 무시 비율

Figure 26, Figure 27은 진료과 별로 신기능 경고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여주

고 있다. 신기능 경고 발생은 모든 진료과에서 점차적인 상승을 보여준 반면,

Figure 25. Renal alert and alert override trend after KB transition. The
renal alert rate showed increasing tendency while override rate showed
continuous decrease.

KB: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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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무시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소견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27. Alert override rate trend among departments. There was a
consistent decrease in alerts generation among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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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직급별 경고 발생률 및 경고 무시 비율

직급별로도 신기능 경고의 발생과 경고 무시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고, 전반

적인 양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경고 무

시의 경우도 그룹별 차이 역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Figure 28,29)

Figure 26. Alert rate trend among departments. There was a consistent
trend among departments even with various degrees.

Figure 28. Alert rate change per user experience.

Figure 29. Alert override change per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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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최종 CDSS 도입 효과 측정 모델에서 경고 무시 적용

3.2.6.1 경고 발생률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경고 발생이 시간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프아종 회귀

분석을 (Poisson Regression Analysis) 수행하였다. Table 8에서 보았듯이, 사용

기간 (월)에 따라 발생률 (IRR)은 1.040 으로 점차 증가함을 보였다. (P<0.001)

이러한 alert의 증가는 의료진의 특성인 진료과와, 직급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Adjusted IRR 10.54 (CI: 1.054 – 1.064) (p<0.001)

3.2.6.2 경고 무시율 변화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경고 무시의 발생이 시간에 따라 유의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프아

종 회귀 분석을 (Poisson Regression Analysis) 수행하였다. (Table 9) 경 의 발

생에 관한 분석과 달리 경고무시는 의료진의 특성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진료과에서 경고 무시가 시간에 따라 줄어드는 것

으로 밝혀졌다. 진료과에 대한 보정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IRR 0.989 (CI: 0.978 – 1.000)(p<0.001)

3.2.6.3 임상 정보를 보정한 경고 무시율 다변량 분석

경고 무시의 시간적 변화가 임상적 정보를 보정하고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상 정보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임상데이터로

는 내원 시 환자 나이, 성별, 중증도, 손상 여부가 있었으며 프아종 회귀분석

결과 무시율 변화는 이전과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IRR 0.987 (CI: 0.976 –

0.999)(p=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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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oisson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nal alert generation

Others 66,824 1.025 0.955 – 1.100 0.498 1.090 1.015 – 1.171 0.018

Pediatrics 30,352 0.109 0.082 – 0.144 <0.001 0.115 0.086 – 0.152 <0.001

Internal Medicine 85,018 1.166 1.096 – 1.240 <0.001 1.135 1.062 – 1.212 <0.001

Emergency Medicine 214,570 Reference Reference

Department

Resident 1st year 130,027 2.454 1.626 – 3.703 <0.001 1.399 0.926 – 2.113 0.111

Resident 2nd year 173,256 2.779 1.843 – 5.189 <0.001 1.667 1.104 – 2.516 0.015

Resident 3rd year 72,860 2.402 1.589 – 3.633 <0.001 1.768 1.167 – 2.679 0.007

Resident 4th year 9,361 4.426 2.881 – 6.799 <0.001 3.092 2.007 – 4.764 <0.001

Fellow 6,968 6.909 4.510-10.585 <0.001 3.963 2.583 – 6.081 <0.001

Faculty 4,292 Reference Reference

Doctor’s level

CDS use (by 1 month) 396,764 1.040 1.031 – 1.049 <0.001 1.054 1.045 - 1.064 <0.001

n IRR 95%CI P-value IRR 95%CI P-value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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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oisson regression analysis on Alert overrides

Others 1,018 0.973 0.890 – 1.064 0.553 0.975 0.892 – 1.066 0.581

Pediatrics 49 0.797 0.538 – 1.183 0.261 0.802 0.541 – 1.190 0.273

Internal Medicine 1,474 0.929 0.858 – 1.005 0.068 0.930 0.859 – 1.006 0.071

Emergency Medicine 3,190 Reference Reference

Department

Resident 1st year 1,710 0.921 0.553 – 1.533 0.751

Resident 2nd year 2,580 0.962 0.587 – 1.599 0.880

Resident 3rd year 938 0.982 0.589 – 1.640 0.946

Resident 4th year 222 1.029 0.605 – 1.750 0.916

Fellow 258 0.987 0.581 - 1.673 0.960

Faculty 23 Reference

Doctor’s level

CDS use (by 1 month) 5,731 0.989 0.978 – 1.000 0.050 0.989 0.978 – 1.000 0.054

n IRR 95%CI P-value IRR 95%CI P-value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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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식 기반 전이 효과 연구 (Knowledgebase transition

effect study) : 지식 기반의 전이와 CDSS 유효성 변화

를 분석하기 위한 대리 지표로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

3.3.1 연구 대상 환자 특징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간 중 전이 윈도우 기간이었던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기간을 제외한 45개월의 기간 동안 응급실 내

원 환자는 총 277,762명이었다. 이 중에 남성은 50.2%를 차지하였다.

내원 당시 평균 연령은 45.9세 (SD: 25.3)이었으며, 중간값은 51세

(IQR:26-66)으로 나타났다.

내원 당시 중등도,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는 가장 높

은 1단계가 0.8%, 2단계 5.7%, 3단계 40.5%, 4단계 45.6%, 5단계 7.42%

로 나타나, 3,4단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였다. 16.8%의 환자는 질병외

이유, 즉 외상과 중독과 같은 손상을 이유로 내원하였으며, 응급실 내원

이후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67.8%가 귀가, 22.2%는 입원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사망은 0.6%, 외부로의 전원은 3.0%로 나타났다. (표 7)

이와 같은 응급실 환자의 특징은 지식 기반 전이 전후로 해서 그 값에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내원 환자의 연령군, 중증도, 그리

고 퇴실 이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는 지

식 기반 전이보다는,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유입 환자 차이로 해석하

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Figure 29를 보았을 때 2020년

초 Covid-19의 유행이 시작한 이후 내원 환자의 급감을 확인할 수 있

다. Table 10에서 확인했듯이, 기간에 따라 중증도의 차이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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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patients

LWBS 12,803 (6.1) 5,264 (7.7)

Transfer 6,019 (2.9) 2,180 (3.2)

Death 1,234 (0.6) 294 (0.4)

Admission 47,086 (22.5) 14,652 (21.5)

Discharge 142,502 (68.0) 45,638 (67.1)

Disposition, N (%) <0.001

Injury 35,213 (16.8) 11,291 (16.6)

No Injury 174,431 (83.2) 56,737 (83.4)

Injury, M (%) 0.227

5 16,286 (7.8) 4,312 (6.3)

4 94,452 (45.1) 32,072 (47.2)

3 84,937 (40.5) 27,577 (40.5)

2 12,060 (5.8) 3,750 (5.5)

1 1,909 (0.9) 317 (0.5)

KTAS score, N (%) <0.001

81 years ~ 11,508 (5.5) 4,206 (6.2)

61 to 80 years 58,874 (28.1) 20,563 (30.2)

41 to 60 years 57,745 (27.5) 18,351 (27.0)

21 to 40 years 37,204 (17.8) 12,533 (18.5)

0 to 20 years 44,313 (21.1) 12,355 (18.2)

Age, N (%) <0.001

Male 105,323 (50.2) 34,093 (50.1)

Female 104,321 (49.8) 33,935 (49.9)

Sex, N (%) 0.578

(N=209,644) (N=68,028)

Jul 2016 ~ April 2019 Sep 2019 ~ Jun 2020

Before Transition After Transition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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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Monthly visit of study patients. There had been substantial decreas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visit in the early 2020, which is presumably due to
Covid-19 pandemic.

3.3.2 응급실 내의 약물 처방

Figure 31. Medication orders during study period. Orders were defined from two
database, one with confirmed orders and the other from the alert database,
which is named as “intended (but deleted) order”

응급실의 약물 처방을 정의하기 위해서 총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사

용되었다. 첫째는 위에 제시한 환자 내원 정보였으며, 둘째는 실제 처방

이 서명 되어 진행된 오더 정보, 마지막으로 처방 중에 사용된 경고 데

이터베이스 였다. 수동적, 인라인 메시지 경고의 특징상 반복되는 경고

가 많았고, 처방의의 의도를 감안하여 이들 중 유의한 경고 정보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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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정보를 결합하였다. 처방의 경우에도, prn처방 (간호 판단에 따라 처

방 수행 여부가 바뀌는 처방), 그리고 응급실 특징상 간호사에 의대 확

인된 처방 등 실제 처방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기계적 정보를 정제하

여 최종 정보로 활용하였다. 최종 활용하게 된 처방은 1,801,755건으로

Figure 31에 상세히 묘사하였다.

내원 환자 중에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투약 처방 (수액 제제 제외)을

받은 환자는 총 210,398 명으로 전체의 75.8%에 달하였다. 단, 여기에

서의 투약 처방은 의도된 (그러나 실제 최종 서명(confirm)되지 않은 처

방을 포함한다. 투약 처방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투약 처방에 대한 비율은 전이 이전에는 75.7%, 전이 이후에는 76.1%

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0.022) 그 차이의 폭은

0.4%로 크기 않다.

월간 투약 처방율을 도표로 그렸을 때 (Figure 32), 역시 시계열적으로

특이한 변화의 패턴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20년 초반의 환자 수 감

소에 따라, 투약 처방 역시 유사한 비율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ure 32. Medication order for emergency patients during study period. About
three fourth of patients (75.8%) received medication order from emergency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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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약물 처방은 1,807,155 건에 달하였다. 112개의 약효군 (삼성서울

병원 구분 기준) 중에, 약효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건수는 항생제였으며,

소염제, 소화성궤양용제, 아편알칼로이드계가 그 뒤를 이었다. (Table 11)

Table 11. Drug types prescribed in emergency department. The top-10 accounts
for 57.8% of overall prescription

항히스타민제 45,325 2.5

진경제 46,277 2.6

기타의 화학요법제 50,884 2.8

진해거담제 66,884 3.7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67,407 3.7

부신호르몬제 79,332 4.4

아편알카로이드계 제 99,812 5.5

소화성궤양용제 137,281 7.6

해열, 진통, 소염제 220,040 12.2

항생제 230,864 12.8

약효군명 처방건수 백분율

Table 12에는 총 1,701개의 투약 코드 중 상위 20개를 기술하였다. 가장 많

이 처방되는 약품은 몰핀이었으며, 세프트리악손, 타조페란과 같은 항생제가

뒤를 이었으며, 메토클로프라마이드, 프로파세타몰과 같이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약도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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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edications prescribed in the emergency department. The top-20
accounts for 37.2% of overall orders.

Heparin 1,000IU/10ml 17,369 1.0

Furosemide 20mg 17,973 1.0

Sod bicarbonate 20ml 19,062 1.1

Acetaminophen 1g/100ml 20,581 1.1

Scopolamine 20mg 22,526 1.2

Ranitidine 150mg 23,760 1.3

Famotidine 20mg 24,043 1.3

cefePIMe 1g 25,360 1.4

dexameTHASONE 5mg 25,565 1.4

Esomeprazole 40mg 28,971 1.6

Chlorpheniramine 4mg 29,146 1.6

Acetaminophen 650mg 36,085 2.0

Ranitidine 50mg 36,921 2.0

ketoroLAC 30mg 39,823 2.2

Metronidazole 500mg 40,191 2.2

Propacetamol 1g 43,834 2.4

metoCLOPramide 10mg 44,533 2.5

Tazoferan(R) 4.5g 48,587 2.7

cefTRIAXone sod 2g 56,890 3.1

Morphine HCl 10mg 71,315 3.9

약품명 처방건수 백분율

3.3.3 지식 기반 전이 전후의 처방 및 경고의 변화

지식 기반 전이 전후 처방의 패턴이 전체적으로 변화하지는 않는 것으

로 보였으나, 이는 경고가 발생하는 처방이 전체의 일부분임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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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미 앞의 장에서 기술한 것 처럼 전체

처방 1,807,155 중에 경고가 발생한 처방은 102,899 건 (5.69%)에 불

과하였다.

지식 기반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 기반 전이 이전에는 1,382,686 건

중에 75,183 (5.44%) 이었던 반면, 새로운 지식 기반 상에서는

424,469 처방 중 27,716 (6.5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

였다. (p<0.001) (Figure 33)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Non-adjustable 경고의 비율은 지

식 기반 전이 전의 전체 경고 75,138건 중 70.1%에서 이후 전체 경고

27,716 의 77.7%로 7.6% 차이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p<0.001) Adjustable 경고는 약품 자체를 바꾸지 않고, 용량이나

경로 등 세부 항목을 변경함으로 경고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

Figure 33. Change of Alert firing rate with the knowledgebase transition. The
firing rat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transition.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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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구체적으로 지식 기반 전이 전후 발생한 경고 종류에 차이가 보

이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용량 (Dose) 타입이 경고 발생의 가

장 많은 원인을 차지는 점에는 두 지식 기반 모두 유사하였으나, 두

번째로 많은 경고 원인의 종류로는, 지식 기반 이전에는 나이 (Age)

타입임에 반해 전이 이후는 는 신기능 경고가 두번째로 많은 이유를

차지하였다. (Figure 34)

약품의 처방 양과 경고 발생률을 비교하였다. 전체 처방하는 약제 중

가장 흔하게 처방한 Morphine과 두번째로 많은 Ceftriaxone의 경우 경

고의 발생은 0에 가까웠으나, 응급실에서 자주 처방하는 Propacetamol,

Ketorolac, Esomeprazole, Ranitidine의 경우 모두 상당한 정도의 경고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경고 발생율이 1.0으로 보

고된 몇몇 약품의 경우 (Medroxyprogesterone, Protirelin, Estriol,

Darbepoetin) 4년간 단 한차례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Figure 34. Knowledgebase transition and alert-type change in patterns. Though
overall change was not in great difference, details in alerts had changed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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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약품 별 상세 분석 시에는 처방의 양과 경고 발생률을 모두 고

려하여 대상 약품을 선정하였다. (Figure 35)

Figure 35. Order volume and alert firing rate reveals medications of interest.

지식기반 전이 전후를 보기 위해서 경고 발생률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가장 많은 감소한 약품은 ketorolac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약품은 sodium

bicarbonate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경고가 발생하나 실제 차이는 없는

약품은 esomeprazole로 나타났다. Propacetamol 은 처방 건수도 많으면

서 동시에 지식 기반 전이 이후 경고 발생률이 0.2에 가깝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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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지식 기반 전이 전후 경고 무시의 변화

경고에 대한 분석은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2017년

후반부에 있었던 지식 기반 변경으로 인해 경고 무시의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체 분석 기간이 줄어들었으나, 지식 기

반 전이를 1년 이상 앞둔 시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식 기반 전이 전

후의 경고 무시 변화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Figure 36에서는 adjustable과 non-adjustable 경고의 변화를 묘

사하였다. 지식 기반 전이를 기점으로 non-adjustable의 경고 무시는

감소한 반면에 adjustable 경고에 대한 무시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7)

Figure 36. Change of alert firing rate after KB transition



57

Figure 37. Change of alert overrides after knowledgebase transition.

Figure 38. Change of overrides after knowledgebase transition by alert types.
Override rates were calculated for each alert type.

위의 Figure 38에서 보이듯이 가장 큰 변화는 경고 종류 별로 경고 무

시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지식 기반의 변경에 따라 어떤

종류의 경고는 아예 사라졌고, 새로운 종류의 경고가 도입된 내용도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량 (Dose), 연령 (Age), 약물 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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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I), 알레르기 (Allergy)는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경고 무시에

는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경고 무시가 지식 기반 전이 이

후 바뀐 것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프아종 회귀분석 결

과 실제 전반적인 경고 무시 양상에 변화가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non-adjustable 경고에 대한 무시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3)

Table 13. Effect of KB transition on Alert Override with Poisson Regression.

Non-adjustable 74.9% 57.2% 0.845 (0.762-0.937) <0.001

Adjustable 43.7% 50.6% 1.139 (1.101-1.178) <0.001

Overall 53.8% 52.1% 1.050 (1.018-1.082) 0.002

Lexicomp

N = 37,133

KIMS

N = 27,716

Poisson regression

Incident Rate Ratio*

P-value*

* adjusted value

약품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KB transition 이후에 alert가 증가한 경우,

override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Spearman’s rho

0.129)(p=0.006)

3.3.5 지식 기반 전이 전후 처방 변화

실제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자주 사

용하는 약품이면서, 위의 분석을 통해 가장 큰 경고의 변화가 나타난

세 약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약품 처방의 경우, 정확한 모수를 선정하기

어렵다. 내원하는 환자의 특징과 해당하는 약품을 처방해야 하는 이유

를 후향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adjustable 경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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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사용자에 따라서는 처방을 다른 약으로 바꿈으로 이를 따르는 경

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처방 영향도는 전체적인 숫자로 짐작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략의 처방률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

였다. (Table 14)

Table 14. Difference in prescription rate after KB transition.

Esomeprazol, N (%) 9,705 (1.42) 5,949 (1.40) 1.067 (1.036-1.099) <0.001

Propacetamol, N (%) 24,990 (3.66) 1,692 (0.40) 0.109 (0.104-0.114) <0.001

Ketorolac, N (%) 14,687 (2.15) 8,891 (2.10) 0.962 (0.937-0.988) 0.004

Lexicomp

N=682,452

KIMS

N=424,366

Poisson regression

Incident Rate Ratio*

P-value*

* Adjusted value

Propacetamol의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기점으로 처방이 유의하게 줄

어들었다. 그러나 경고가 줄은 Ketorolac의 경우도 미미하지만 처방이

줄어들어서 경고의 유무가 처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Ketorolac의 경우 adjustable 경고로 처방 시에 약물의 용

량을 감량하라고 하여 감량 처방을 하여 왔는데 (629/14,058 (4.28%)),

이렇게 감량 처방 메시지가 사라진 지식 기반 전이 이후에는 감량하지

않고 처방하는 사례가 다시 늘어나는 것 (252/8,639 (2.83%)) 을 보아,

처방 alert의 영향이 유의하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01)

3.3.6 지식 기반 전후 응급실 환자들의 임상적 결과

지식 기반 전이가 실제 환자의 응급실 경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 시기별로 유의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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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응급실 NEDIS 항목을 기반으로 환자의 응급

실 이후 경과 (disposition) 변화와, 응급실에서의 체류시간 변화를 확인

하였다. (Table 15)

Table 15. Difference in Clinical outcome after KB transition.

Transfer 65 (32 – 166) 146 (65 – 511) <0.001

Admission 677 (377 – 1,406) 637 (384 – 1,218) <0.001

Discharge 187 (109 – 312) 220 (133 – 356) <0.001

Overall 229 (115 - 450) 259 (135 – 478) <0.001

Length of stay, min

median (IQR)

Etc 12,803 (6.1) 5,264 (7.7)

Death 1,234 (2.9) 294 (3.2)

Transfer 6,019 (0.6) 2,180 (0.4)

Admission 47,086 (22.5) 14,652 (21.5)

Discharge 142,502 (68.0) 45,638 (67.1)

ED disposition, N

(%)

<0.001

Lexicomp

N=209,644

KIMS

N=68,028

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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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4.1 응급실에서의 CDSS 의 역할

응급실은 의료의 다른 영역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응급실

은 매우 시간에 민감한 질환을 많이 다루는 곳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

해서 시간을 지체할 경우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복

잡한 상황에서도 가급적 빨리 진단을 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활용하여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둘째, 응급실의 내원하는 환자들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내원하는

환자의 상태와, 앞으로의 질병의 경과는 물론, 환자들의 숫자,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의 리소스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복잡한 질병 및 처치 방

법, 나아가 서로 얽혀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이러한 복잡성을 더욱 증대

시킨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시스템에 의한 보조가 중요해

지며, CDSS가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진에 도움을 주어야 할 이

유가 되기도 한다.

셋째, 응급실의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와 같

은 의료진의 숫자는 물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침대, 환자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CT와 같은 검사 자원도 포함된다. 내원하는 환자의 수

와 그 중증도에 의해 자원의 요구량이 크게 요동치며, 많은 경우 예측

하기 어려운 형태로 폭증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원의 제한은

시스템에 의한 도움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질환은 복잡성을 지닌다. 이는 환자의 질환 및 증

상이 보여주는 복잡성 외에도, 파편화되고 세분화한 의료제공시스템 중

에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의사결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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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어려움을 포함한다. 이러한 질환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이를 치

료하고자 하는 공급의 조합은, 시간마다 달라지며, 의료진이 주변의 도

움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는 무척 어렵다. (Figure 39)

Figure 39. Emergency department’s characteristics which enhances the function
of CDSS support. (52)

또다른 응급실의 특징은 진료가 순서 (sequence)를 가지고 진행된다는

점이다. 외래 진료가 환자의 치료 과정의 점을 잇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 응급실은 응급실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응급실에 도착하여 퇴

실한 이후 귀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프로세

스에는 여러 의료진이 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환자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감안한 CDSS가 필요한

시점이다. (Figure 40)

Figure 40. Emergency department process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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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DSS 경고 무시에 대한 기존 연구

경고의 효과나 무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행하여져 있다. 90-95%

의 경고 무시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 무시는 결국 습관성으로

이어져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경고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53, 54)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료진이 경고를 무시하는 이유로는 주로 임상적으

로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 기능이 조악하여,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처방의의 실수로 인한

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55, 56) 최근의 관련 논문에서 나타난 경과를

대략적으로 보면 다양한 장소 (teaching hospital, ICU, outpatient)를 기

반으로 보았을 때에, 46.0%~96.8% 까지 보고하였고, 중간값은 81.0%

로 나타났다. (24, 57, 58)

특히 많은 연구들이 경고의 침습성, 즉 수동적인지, 아니면 처방 프로

세스를 훼방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다른 효력을 보임을 나타냈다. 처방

의들은 침습적 형태의 경고에 순응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이러한 경

고가 너무 잦고 위양성률이 높은 경우 이들을 무시는 형태를 보였

다.(59, 60) 잘못된 방식으로 구축된 경고일수록 더 많은 경고 피로를

야기하고, 결국은 경고의 효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매우 선택적으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신기능 경고는 약물 관련 신기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61) 단순한 신기능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치료

번들과 연계될 때 신기능을 보존하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그렇지 않

은 경우 역시 보고되어, 신기능 경고의 유효성 관련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61) 신기능 경고는 CDSS 경고의 유효성을

다시 판단하기 적절한 대상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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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본 연구의 장점

이 연구는 CDSS 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대리 지표로 경고 무시

를 설정하고 그 효용성을 여러 연구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

가 가지는 몇 가지 장점을 나열하겠다.

첫째, 본 연구는 하나의 대학병원 전체를 통해서 CDSS의 유효성을 확

인하는 드문 연구이다. 많은 연구들은 특정 진료과나, 환자군, 혹은 중환

자실과 같은 좁은 장소들을 대상으로 CDSS의 유효성을 측정하였다. 이

는, CDSS의 유효성을 분명하게 보기 위한 의도인 경우도 있었으나, 병

원 단위의 정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사전에 CDSS

의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기에, 유효성 연구로

진행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CDSS 의 로그 데이터는 임상과 별도로 떨어진 형

태로 존재하지 않고 CDW (Clinical Data Warehouse)에 저장함으로 각

종 임상 자료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CDW의 가명화 시스템을 공

유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었던 환자의 임상자료는 물론, 사용자와 관

련된 자료를 연계하여 보다 복합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정은 추후 연구 범위를 좁히면서 그 깊이를 깊이 할 경우에 이를 용

이하게 하는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룬 지식 기반의 전이의 효과는 아직 본격적

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며, 저자가 아는 한 첫번째로 보고되는 연

구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데이터 기반 의학이 대두될 때에,

이 연구의 접근 방법이 좋은 참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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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래 CDSS 적용 방법

CDS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고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노력은 각 개인은 물론, 부서와 기

관, 나아가 국가 단위로도 이루어지고 있다.(62, 63) 먼저, 의료진이 받

는 절대적인 경고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고 피로가 기본적

으로 많은 양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발생한다는 원리를 고려

했을 때에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나, 발생시키는 경고의 경중, 혹은 임상

적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거 대상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경고 무시에 대한 접근은, 궁

극적인 환자 안전 개선을 최종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64, 65)

시스템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동작하는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사람-컴퓨터 상호작용을 고려한 궁극

적인 원리를 탐색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66-68) 현

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CDSS 나, 프로그램적인 접근 외에도, 의료진

의 인지 및 행동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이와 같은 접근방법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45, 69)

임상의사결정은 정보에 대한 인식, 이를 통한 문제의 Framing, 그리

고,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더 얻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에서 의료진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의료진은 이러한 프

로세스를 단방향으로 결정하지 않고, 휴리스틱한 (heuristic) 과정으로

일컬어지는 복잡한 사고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처방을 내리

는 과정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에 표현하였다. (Figure 41).

CDSS 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환자의 컨디션, 치료 옵션, 해당

CDSS 관련 기존의 경험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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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CDSS effect model. The heuristic decision model
could be simplified as three factors: Patient condition, treatment process, previous experience
of the CD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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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계학습 기반 CDSS

기계학습 기반의 CDSS는 현재 무수히 많은 연구가 집중되는 분야이

기도 하다. 기존의 rule-base 알고리즘이,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제한

된 인풋과 데이터 범위 만을 활용하여 개발된 반면, 기계학습 기반 알

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기존의

알려진 지식 기반이 아니라, 데이터 및 시스템 활용의 상황만을 활용하

여서도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AI CDSS는 산업의 다른 분야만큼, 혹은 그 이상 의료 영역에서 급격

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의 디

지털화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처

리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확장을 빠르게 진행시키

고 있어 앞으로 AI CDSS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70-

72)

AI CDSS는 효율성, 안전성 증대를 위해 개발되고 있으며, 실제 영상

영역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영상의학, 병리학, 그리고

심전도, 뇌파 등 기계에 의해 추출된 결과를 해석하는데 높은 정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인간과 비교한 실험에서도 점차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부 영역에서는 인간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73, 74)

다만, 이미지 영역을 벗어난, 임상 자료를 활용한 CDSS는 대체로 알

고리즘 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임상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

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의미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대두되는 반면, 의료진의 경고 피로의 증

가와 환자의 임상적 컨디션 악화가 보고되는 면도 있어 아직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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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CDSS는 플랫폼과 더불어 선별적인 데이터의 취득과 처리,

이를 통한 임상의 의사결정체계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AI-CDSS

의 유효성은 아직 그 정확성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예측의 정확성에서 더 나아가, 주어진 임상 환경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임상 현장은 복수의 제공자/시스템에 의해 최종 처치가 결정되고

제공되기에, 이러한 복잡시스템의 업무 흐름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유효

성을 판단해야 한다.



69

4.6 연구 제한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주요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가 이루어진 기관의 제한이 있다. 연구 기관이 단일하기에,

이 연구의 결과가 다른 기관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이 되는 환자와 약물이 다른 경우,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

론에 이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활용된 CDSS 중에 WKCDI 경우 외국, 특히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실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규칙도

일부 적용되어 있었다. KIMS POC로의 지식 기반 전이의 효과를 볼

때에, 이러한 외산 제품과 국산 제품의 현실 반영 정도의 차이를 감안하

고 결과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 활용된 CDSS는 연구 대상이 된 기관의 여러 CDSS중

하나이다. 물론 약물 CDSS 관련 가장 광범위하며 처방과 밀접한 CDSS

이나, 실제 처방을 관제하는 여러 CDSS가 공존하고 있기에, 이들이 본

연구에서 보정되지 않은 교란 변수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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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 연구를 통해서 응급실 약물 처방 CDSS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

한 대리 지표로 경고 무시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리 지표로

서 경고 무시의 효용성은 세 가지 연구 설정을 통해서 밝혔는데, 외래,

응급실,병동을 총괄하는 기반 연구 (Baseline study), 새로운 CDSS 도

입 효과를 보는 설정 (CDSS introduction effect study), 지식기반 전

이 (KB transition) 효과를 보는 설정 (KB transition effect study) 모두

에서 그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추후 CDSS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리 지

표로 경고 무시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토대

위해, 현재 도입이 진행중인 AI-CDSS 등 데이터 기반 의학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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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n international trend to implement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Most of developed worlds have established EMR into the

healthcare system with various degrees. EMR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care by digitalizing medica records and by helping

communications among healthcare providers.

The system that intervenes and interacts with the process of

clinical decision making is called the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 CDSS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of decision

making in healthcare. The medication CDSS is one of the most used

ones. Implementing a CDSS sometimes marks the level of

advancement of a certain EMR system.

A medication system can improve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prescription process, and the effect is emphasized when the disease

complexity and medication number increase. In circumstances like

emergency departments, where multiple doctors treat pati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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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complicated process, the effect of a CDSS could be enhanced.

The alert override is the most well-known step-back

phenomenon of CDSS, which means the suggestion by the system is

ignored. The phenomenon itself poses danger to patients and if

reflects the burden given to physicians, which in turn, can cause

physician burn-out and decrease in quality of care. However, alerts

and overrides in emergency departments have seldom been

reported b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alert

override as a surrogate marker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DSS,

and describ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marker change. The

research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the baseline study. It covers the period from Jul.

2016 to Dec. 2017. During the 18 months a total of 2.9 million

alerts had been fired in the system. A temporal analysis was done

regarding the users’ characteristics such as department, and level

of training. There was increase in the alert override trend during

the phase, which was confirmed by a piecewise regression analysis.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effect of introducing a CDSS. The

CDSS effect was evaluated for 11months after its introduction to

ED physicians. During the period, overall 26,136 alerts had been

fired and the renal alert was chosen for analysis since it was a new

type of CDSS for healthcare workers. The analysis showed an

increase of CDSS alerts, but decrease in their override rates, which

showed persistent trend during the study phase.

The last part is about the effect of a knowledgebase transition. It

analysis covered 48 months and emergency department. Overall,

1.8 million medications had been prescribed to 277,762 patients.

Overall, 102,899 alerts had been fired. The alert increase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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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base transition from 5.44% to 6.53%. The rate change

differed widely among drugs and alert types. Alert override

decreased to 52.1% to 53.8%,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p<0.001)

but with small effect size.

As conclusion, throughout this study, the effect of CDSS was

evaluated in various aspects such as KB transition, new introduction,

and users’ characteristics.

Keyword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Electronic Medical

Recor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Emergency Department

Student Number: 201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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