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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을 조사하고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델파이
조사 및 계층분석(AHP)을 장애인, 보호자, 현장전문가, 교수를 중심으로 60명에게 실시
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신뢰도와 내용타당도비율을 알아보았으며, 계층분석 방법을 활용
하여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성은 6개의 상위
요인과 62개의 하위요인을 쌍대비교하였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건강기록”의 세부 항
목 10개, “관리, 알림” 5개, “정보 제공” 7개, “연계 범위” 7개, “재활 분야” 10개, “정책ㆍ
제도” 7개, “효율성 및 도움 정도” 16개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뇌병변 장애인, 통합 건강관리, 개인건강기록, 델파이조사, 계층분석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장애인을 위한 개인건강기록 항목 개발의 필요성은 장애 유형에 따른 건강관
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율이 높고 중복장애로 완전한 기능적 회복
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재활의 동기부터 신체기능 향
상, 만성질환 관리, 환경요인, 사회관계 등 다차원적 개념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를 고려한 개인건강기록 서비스의 통합적 설계와 건강관리 항목 도출을 위해 실제적으
로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 관리 항목의 우선순위는 ‘건강기록’, ‘정책ㆍ
제도’, ‘알림, 연계기능’, ‘제공분야’, ‘정보 제공’ 순으로 시스템 구축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 항목에서 우선순위는 낮지만 비장애인과 차이점을 둘 수 있는 항목은 ‘장애, 중증도 구분’,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Junior
Fellow-Research Grant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음.
IRB No. KUIRB-2021-0409-01
■ 투 고 일: 2022.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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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장애인에게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의 적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재활, 질병 예측, 예방, 건강관리, 사전 관찰 등 공급자와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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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의 자발적 수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은 자신의 평생 건

H. Naess et al., 2006; Kelly et al., 2003). 특히, 문제 해결

강정보를 통합하여 열람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의 어려움으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처와 불안감, 위축

것이며(김정은 외, 2007), 개인이 의료 서비스, 의료정보의 주

된 행동이 사회복귀의 제약과(김현우, 2013; Disability

체가 되어 스스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HIMSS,

World, 2020) 성공적 재활을 위한 동기유발이 저하 된다. 또

2007). 이는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개발은 물론 사회 문제

한, 대부분 뇌병변 장애인은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치료, 재활,

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로 가치를 주목받고 있다(이기

건강관리(88.2%)를 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자가 많고 중복장애

호, 2021).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91.9%가 스마트폰, 인터

로 완전한 기능적 회복이 어려워 입원 시부터 재활의 연속과

넷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으

평생건강관리(Lifetime Health Maintenance)를 위한 노력이

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정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장애 유형에 맞는 맞

보통신기술 향상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춤형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

접근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개인건강기록 항목 제

로 추적 관리해야 한다(김예순, 2015). 특히, 정보통신기술

공과 적용사례가 부족하여 의료 및 건강 접근성 개선이 시급

(ICT) 기반의 데이터 수집으로 의료 서비스뿐 아닌 지역사회

하며,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색되어질 필

서비스도 함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

요가 있다.

약계층에게 정책적,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의 장애인 실태조

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건강기록(Personal

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교육 수준이 전 국민 평균

Health Record) 서비스의 적용으로 지역사회에서 재활, 질병

수준에 비해 매우 낮고, 사회 참여율이 떨어져 대표적인 건강

예측, 예방, 건강관리, 사전 관찰 등 공급자와 수요자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강 상태는 47.6%가 ‘나쁨’을

건강관리를 실현시키고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나타내고 만성질환은 1인당 평균 2.2개 보유와 정신건강은 우

할 수 있도록 융-복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과 환경이 조성

울감(18.6%), 자살률(14.3%)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아 신체

되어야 한다(오승연, 2018).

적, 정신적으로 건강 수준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

최근 개인건강기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 중심’에

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특히, 비전염성 질환

서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의료정보가 임상적

(Non-communicable disease)의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영역, 환자 안전 영역, 정보 전달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감각 기능, 운동, 언어 장애 등으로 뇌병변 장애를 가지게 되

오고 있다(Lee et al., 2016). 또한, 의료정보 관리를 개인이

며(Bloom et al., 2020), 후천적 질환(81.9%), 사고(9.5%)에

주체가 되어 맞춤화된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통계청, 2020). 또한,

제도적으로 많은 시도가 되고 있다(HIMSS, 2007; 서슬기 외,

건강 상태는 다른 장애 유형보다 낮고 18%는 사망하지만

2022). 현재, 개인건강기록 서비스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모

73%는 불완전한 회복과 장애가 남아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바일을 통해 투약정보, 건강검진, 예약 일정 관리, 검사 결과

동반하여 문제를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진호, 한태륜,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장소와 상관없이 개인의 의료정보 기록을

2004). 이에 일차 예방이 다른 어떤 질환보다 강조되어야 함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ti et al., 2010). 그러나 뇌병변

에도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여 합병증 또는 2차 장애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발병 기간에 따라 대학병원, 종합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박해운 외, 2007). 따라서, 아

병원,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재활센터 등 재활과 건강관리를

급성기 단계에서부터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김재

위해 여러 병원 또는 기관을 다니고 있어(김미희, 2018) 의료

학 외, 2020) 재활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입이 필

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어지는 시스템으로 평생건강관리를

요하다(Jerrgensen et al., 1997; Gillen & Burkhardt, 2004;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활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김이순, 1996).

‘의료적 중심’보다 ‘사회적 중심’의 건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뇌병변 장애는 대부분 중증장애(61%)로 손상 후 운동기능

96

뿐만 아니라 개인건강기록 항목 또한 진료(건강검진,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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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스마트기기로 간단한 계측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뇌병

향후 장애인의 e-PHR 활성화 정책 시 이를 반영하고 건강증

변 장애인의 특징을 반영한 항목으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진 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한

않는 상태이다. 이에, 뇌병변 장애인이 손상 후 병원의 치료

다. 또한, 실제적인 정책 실행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

과정부터 접근하여, 의료적 재활 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

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서비스 접근을 위한
시스템(이해인 외, 2020)과 개인건강기록의 항목 도출을 통해
능동적으로 다양한 정보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퇴원

[연구문제 1]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건강기록 활
성화를 위한 중요요인은 무엇인가?

이후 지역사회에서 장애 유형의 특징을 반영한 재활 분야, 기

[연구문제 2] 개인건강기록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요인의

록 내용, 정보 제공 내용, 연계 방법, 제공 범위 등 장애인 당

상대적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사자를 중심으로 개인건강기록 항목이 탐색되어져야 한다. 국
립재활원(2020)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사회 공공분야를 중심
으로 보건소와 재가 장애인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

Ⅱ. 이론적 배경

여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배성환, 장
연식, 백지영(2021)은 지역사회중심 작업치료 서비스 접근을

1. 뇌병변 장애인의 건강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호승희
외(2019)은 보건관리자를 위해 지역사회 장애인을 중심으로

뇌병변 장애(Neurological Disorder)는 뇌졸중, 파킨슨, 외

맞춤형 건강관리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맞춤형 건강관

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중추신경계

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건

장애를 총칭한다(김재화 외, 2017;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강관리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개인건강기록

연구원, 2020). 한국장애인개발원(2021)의 장애인 통계연보

은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수집,

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260만 명 중 뇌병변 장애는 10%를

활용,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현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정도는 심한 정도가 60%를 차지하는

되고 있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통합적 관리 서비스가 절실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건강기록을

뇌병변 장애의 증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

구분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며, 감각이나, 인지, 운동 등의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상태이다.

일상 수행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비대칭적인 신체의 움직임으

따라서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e-PHR)에 대해 다

로 신체 기능의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Shumway-Cook &

각적 요인을 검증해보는 일련의 시도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삶

Woollacott, 2000). 또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신체 일부의

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연구가 될

제한점을 주고 삶의 질 저하와 자신감의 위축으로 건강에 대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중요성

한 심리적 상실감에 영향을 미친다(Lord SE. Rochester &

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에게 사회적 가치가

Weatherall, 2006; Mumma, 1986).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

실현될 수 있도록 4차 산업시대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지속

이 정서적 고통을 경험(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능한 자원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2020; 박원경, 1987)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김정원, 1983),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뇌병변 장애인의

자기중심 심리적(최성희, 1990)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

자발적 건강관리를 위해 재활의 동기부터 시작하여 건강증진,

다. 이처럼 저하된 신체기능과 심리적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2차 장애 예방, 만성질환 관리, 환경적 요인, 사회관계 등 다차

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건강 상태를 유

원적 개념을 적용한다. 둘째, 장애인을 고려한 통합적 항목 설

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연령이

계와 건강관리 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건강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감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서

기록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로 장애인의 개인건강기

비스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국립재활원, 2010).

록 서비스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처럼 뇌병변 장애인에게 건강의 문제는 비장애인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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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Dejong et al.(2002)은 장애의

며, 개인건강기록(e-PHR)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건강 문제를 첫째는, 건강 유지와 예방이 어렵고 2차 장애에

u-헬스 시스템 구축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취약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 유병률이 또래 집단보다 빠른

개인건강기록은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람과 소비자 간에

경향을 보인다. 둘째, 장애로 인한 문제와 일반적인 문제가 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결정적 도구로 인식되며, 활용을 통해

께 공존하고 있다. 이미 손상된 기능으로 건강 문제를 크게

처치 과정에서 중복 또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이 가능하다(문

받아들이고 불안감이 있다. 뇌병변 장애와 관련된 질환에는

준호, 김동수, 2019). 또한, 환자가 건강정보에 대해 자신이

신경인성 방광 기능 장애, 아탈구, 요로감염, 강직성, 경련성,

잘 알 수 있으며, 건강을 예방하고 질병관리에 능동적인 건강

기립성 저혈압 등이 있다. 셋째, 급성기 질환 또는 상해를 입

행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2019년 “디

었을 때, 회복기간이 길고, 장기간 치료가 발생하며, 이에 따

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

른 보장구나 보조기기, 간병, 장기요양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

용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이 세워져 개인건강기록의 중요성이

요로 하기도 한다.

강조되어지고 있어(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향

이에 따라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영역은 전문치료, 재

후 다양한 서비스 구축을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적 변화를 위

활치료, 건강관리, 보조기기, 약 복용, 지역사회재활 서비스에

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의료ㆍ재

이르기까지 다양하다(Dejong et al., 2002). 특히, 예방 서비스

활ㆍ건강 데이터는 블록체인, AI 개발, 사물인터넷(IoT), 센서,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건강검진 등)는 건강 문제에 대해 어려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등 빅 데이터 생성 및 분석 접근이 미흡

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중요할 수 있다. 대부분 장애인의 경우

하여 향후 신기술을 적용하여 의료 및 건강 접근성 개선이 필

전문치료보다 재활 전문가(재활의학, 간호사, 사회복지사, 특

요한 실정이다.

수체육지도사, 물리치료사, 보조의료기사 등)와 지속적인 관계

이처럼 장애인에게 개인건강기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서비스를 통해 자

앞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문종훈, 박인혜

발적 건강관리를 하길 바란다. 또한, 손상에 따라 장애가 장기

(2017)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상지기능, 일상생활, 만족

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차이가 없지만(Cullinan et

도에 미치는 효과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자가 운동

al., 2011), 2차 질환과 장애가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기도

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한다(Willett, 2004). 이처럼 장애의 장기화는 삶에 복합적으

을 통해 뇌졸중 환자의 손 기능의 향상과 만족도에 긍정적 효

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에 비해 더욱 복잡한 메커니즘

과를 나타내었다. 송연이 외(2014)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중

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 니즈를 고려한

심으로 만성질환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포괄적 건강증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장애’는 고정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건강기록(전화상

된 것이 아닌 특성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당사

담)을 통해 고혈압 자가 관리의 효과를 증명하였다(박혜정, 장

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양하

인순, 2020). 또한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건강 행

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Burchardt, 2000).

동 기록이 건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면서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해 개인건강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2. 개인건강기록 선행연구 고찰 및 동향

(하미연 외, 2018). 따라서 장애인에게 건강을 기록하고 건강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며, 활기찬

ICT 기반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이 가능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능동적 관리를 위해 개인건강

이에 개인건강기록의 기능 중, Bakken et al.(2000)의

기록의 플랫폼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한국보건

Health Level 7 연구에서는 서비스의 기능을 개인건강

산업진흥원, 2020). 현재 스마트폰의 발달과 모바일 헬스 애

(Personal Health), 지원(Supportive), 정보 기반(Information

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축적과 빅 데

Infrastructure)으로 구성하고 있다. Kim & Johnson(2002)은

이터 분석(Healthcare analytics)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개

접근 제공을 ‘웹에 기초한 개인의료정보’, ‘보건의료 정보자에

인별 맞춤의료와 건강증진 활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

게 보여주기 위한 개인의료정보의 요약’, ‘환자 중심의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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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보를 제공’, ‘임상검사와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 제공’, ‘환

보험공단은 ‘마이헬스뱅크’를 통해 건강증진센터, 노인건강운

자의 자가 검진과 질병 관리를 위한 정보’ 총 5개로 나누었다.

동, 금연프로그램 등에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표 1). 따라서, 환자에 요

상담뿐 아니라 의료영상 결과 등 본인이 관리를 원하는 경우

구에 따라 서비스의 기능이 다를 수 있어 표준화된 기능은 명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가천대길병원은

시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대상, 목적,

‘u-CARENote’를 통해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열람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항목 개발 시 영역을

고 만성병 관리를 위해 EMR 데이터-처치 데이터 간 연계 등

대상과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라이프레

개인건강기록의 기능을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가 시행되는

코드의 경우 개인건강기록 통합관리서비스로 알반 사업자가

기관을 살펴보면(표 2), 서울아산병원에서 2010년 ‘내 손안의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으나 식약처 의료

차트’로 국내 최초 모바일 PHR 서비스가 제공되어졌으며, 주

기기 인증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중이다. 이처럼 국내ㆍ외 4차

요 기능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의료적인 서비스

산업시대 의료의 환경과 스마트 헬스케어 변화와 전망은 다양

기능(내차트, 투약관리, 진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

하게 발전하고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

표 1. 개인건강기록 기능 및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웹에 기초한 개인의료정보의 접근 제공

보호된 패스워드의 안전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 제공자 접근

환자 중심의 정보

과거병력, 약물의 정확한 입력, 환자 건강정보

개인의료정보 요약

현재의 병력, 지시사항, 복용량, 횟수, 임상 결과, 진단 결과,

임상검사와 진단 결과

과거병력, 약물, 임상 결과 조회, 설명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

약물, 과거 병력, 모니터링 결과, 권고사항, 커뮤니케이션

자료: Kim & Johnson(2002)

표 2. 국내 PHR 기반 서비스 시행 기관

1

▪ 주요 기능: 건강관리, 내 차트, 투약관리, 진료 서비스 기능, 건강정보
- 항목: 당뇨, 혈당, 비만도 체크, 질병이력, 알레르기, 검사 결과, 처방약, 투약 일정, 투약 알림, 복용량 관리, 투약이력,
▪ 장점: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년 내 심혈관 질환 발생확률정보 등을 제공
진료 예약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 실시간 진료대기조회 및 예약 가능
서울아산병원 [내 손 안의 차트]

2

▪ 주요 기능: 건강검진, 문진정보, 접종이력, 건강정보, 진료 및 투약정보
- 항목: 키, 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의료영상 결과, 검사 결과, 처방약, 복용량 관리, 투약이력, 상담기능
▪ 장점: 자녀들의 진료, 검진기록 내역관리로 가족 건강기록열람 가능
온라인 건강상담 기능으로 건강검진, 보험료부과, 자격관리, 보험료납부, 흡연, 음주, 운동, 식이 의학적 상담 기능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의건강기록]

3

▪ 주요 기능: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정보 및 통증관리 기능 등 암 환자에 특화
- 항목: 병력, 처방내역, 검사 결과, 활력지수, 복용약, 부작용, 환자 건강 수첩
▪ 장점: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
EMR 데이터-처치데이터 간 연계, 만성병 관리를 위한 의료 콘텐츠 제공
가천대길병원 [u-CARENote]

4

▪ 주요 기능: 웨어러블 연동, 건강정보, 진료 및 투약정보
- 항목: 처방전, 예방접종기록, 성장기록, 운동기록, 다이어트기록, 진료, 처방, 복욕기록, Fitbit, Withings, Nike, iHealth 건강측정기기
▪ 장점: 서비스 내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드파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사용자의 데이터 연계 범위 설정 및 동의에 따라 가용한 응용 서비스 제공
라이프시맨틱스 [라이프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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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선행연구 부족으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패널 중심의 심층

2015;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8; 이희주, 2017; 허영 외,

적 접근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기준은 모집단에 사

2013). 뿐만 아니라 IT의 발전과 고령자와 장애인의 증가 등으

전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

로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

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60명을 표집하였다.

만,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의료보

연구 대상자 선정을 위해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분석

험에 의한 의료서비스,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개인정보보

(AHP) 기법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정성평가를 정량평가

호, 데이터의 다양화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로 나타내는 연구로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참여자 수를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이성웅(1987)에 의하면 델파이 조사에서 오차
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크기와 신뢰성의 상관관계

Ⅲ. 연구 방법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집단
의 숫자를 최소화하여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연구

1. 연구모형

분야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갖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추어야 한다(김건, 2010). 따라서 개인건강기록(e-PHR)에 대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 구성과 서비스 항목에 따른

한 문제점과 내용을 현장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장애발병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후 5년 이상인 뇌병변 장애인, 5년 이상 장애인을 간병한 보호
자, 현장전문가는 5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로 대표성을

2. 연구 대상 선정 및 절차

확보하고자 하였다. 패널의 수 15명은 그룹 간 중위수 차이가
없으며, 15~20명이라는 문헌에 근거하되 개방형 질문에 따른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e-PHR)에 대한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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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률을 고려하여 장애인(20명), 보호자(10명), 현장전문가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필수 항목 개발

(10명) 총 40명을 구성하였다. 또한, 2차 중요도 인식, 3차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장애인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이용

계층분석의 대상자 수는 Adler & Ziglio (1996)는 질적연구의

자 추천과 게시판 공고문을 이용하여 대상자(기관과 사전 조

대상자 수를 10~15명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율 후 일정 조율)를 모집하였다. 현장전문가는 뇌병변 장애인

일관성 있는 설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2차 중요도 인식의

관련 기관의 담당자 및 PHR에 대해 관심 있는 자, 대학교 관

전문가 집단(10명), 3차 계층분석 전문가 집단(10명)을 각각

련 학과 담당 교수에게 설문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구성하였다(표 3).

참여는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관리 방침, 설문 참여시 유의사
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
을 받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단, 장애인 및 보호자는

3. 자료수집

입원, 수술 중이거나 인지기능 검사(MMSE) 19점 이하인 경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1년 12월 13일~2022년 3월 13

우, 참여 대상자의 연구 참여의 자율성 및 설문지 문항을 이해

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었다. 모집 방법은 장애인 및 보호자는

하지 못하는 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장애인 및 보호자

현장전문가 및 교수

ID

구분

연령

성별

장애등급

학력

기간
(장애/간병)

ID

연령

성별

직업

경력

1

보호자

55

여

4급

고졸

5년 7개월

31

55

여

사회복지사

31년10개월

2

보호자

53

여

4급

대졸

5년 8개월

32

40

남

물리치료사

15년 6개월

3

장애인

36

여

3급

대졸

5년 8개월

33

43

여

간호사

15년 7개월

4

장애인

48

남

3급

대졸

7년 6개월

34

35

남

의사

6년10개월

5

장애인

67

남

4급

고졸

5년 9개월

35

34

여

사회복지사

7년 9개월

6

장애인

25

남

2급

고졸

5년 2개월

36

43

남

보건교육사

12년 7개월

7

장애인

52

여

2급

고졸

8년 7개월

37

37

남

체육지도사

13년 4개월

8

장애인

36

여

3급

대졸

10년5개월

38

47

여

내과의사

11년 7개월

9

보호자

43

여

3급

고졸

7년 7개월

39

37

여

체육지도사

8년 7개월

10

보호자

47

남

4급

고졸

10년3개월

40

38

남

언어치료사

10년 3개월

11

장애인

45

남

4급

대졸

5년 6개월

41

45

여

보건연구사

16년 6개월

12

장애인

39

남

2급

대졸

5년 2개월

42

51

남

물리치료사

24년 1개월

13

보호자

40

여

2급

대졸

5년 7개월

43

43

남

보건연구사

10년 3개월

14

장애인

45

여

4급

대졸

8년 9개월

44

47

여

의료기기

16년10개월

15

장애인

37

여

4급

대졸

5년 4개월

45

51

여

간호사

27년10개월

16

장애인

41

남

3급

대졸

7년 2개월

46

46

여

임상심리사

10년 0개월

17

장애인

27

여

4급

대졸

5년 6개월

47

42

여

의사

10년 9개월

18

장애인

38

남

4급

대졸

7년 8개월

48

43

여

의사

10년 0개월

19

장애인

25

여

3급

고졸

5년 0개월

49

45

남

보건학교수

10년 0개월

20

장애인

33

여

2급

대졸

5년 3개월

50

40

남

작업치료사

9년 0개월

21

보호자

47

남

4급

고졸

10년2개월

51

45

여

건강관리사

8년 5개월

22

보호자

42

여

3급

대졸

5년 4개월

52

46

남

보건학교수

10년 2개월

23

보호자

39

남

4급

대졸

9년 8개월

53

53

여

사회복지사

17년 4개월

24

보호자

58

남

4급

고졸

6년10개월

54

47

여

체육학교수

10년 3개월

25

보호자

47

남

3급

고졸

8년10개월

55

49

남

체육학교수

14년 0개월

26

장애인

27

여

3급

고졸

5년 0개월

56

52

남

보건사무관

17년 6개월

27

장애인

53

남

2급

중졸

7년 2개월

57

48

남

재활학교수

10년 5개월

28

장애인

26

여

3급

고졸

6년 2개월

58

45

여

재활의학교수

10년 2개월

29

장애인

37

여

3급

대졸

7년 2개월

59

47

여

재활의학교수

13년 3개월

30

장애인

36

남

2급

고졸

6년 1개월

60

55

남

보건학교수

18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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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교수는 경력 기간 불충족인 자, PHR에 대한 연구목적

뇌병변 장애인 및 보호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e-PHR 항목을 구성하는 데

취약한 연구 대상자 보호 방안으로 설문 작성에 어려움이 있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

을 수 있어 연구자 외 1인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이해하는 데

고자 개방형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진행구성은 개방형 설문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보호자가 없을 시 연구자가 함께 작성

를 도출하기위해 HIMSS(2007)의 “PHR sytem functional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성 시간은 30~60분으로 진행하였지

model R1”과 “Markle foundation 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인건

만 작성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오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 항목에서 ‘PH.2 Manage Historical Clinical Data and

배려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연구에 대해 설명 후 자기평가기

Current State Data’, ‘PH.3 Wellness, Preventive Medicine,

입법(self-administrated metod)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

and Self Care’, ‘PH.4 Manage Health Education’, ‘PH.5

히, 1차 개방형 설문 시 장애인 및 보호자는 설문 문항을 어려

Account Holder Decision Support’ 지원 항목에서 ‘S4 Other

워할 수 있어 예시를 포함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현장 전

Resource Management’ 정보 기반에서 IN.2 Health Record

문가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주관식 문항으

Based Interoperability’, ‘IN.3 Security’를 중심으로 중요 항목

로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고려대학교 IRB 1차,

을 도출하였다. 김유리, 최복천(2015)은 중증 뇌병변 장애 아

2차, 3차 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총 60부로

동을 대상으로 의료와 건강 실태 지원요구에 대한 부모 인식

1차 40부, 2차 10부, 3차 10부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을 통해 지원 서비스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만
성질환 자가 관리를 위한 IT-융합 기술 동향을 토대로 개인건

4. 연구도구

강기록의 기술로 분류된 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파
악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2015)에 의하면 재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활이용 근거 내용을 생성하고, 급성기 의료이용 분석을 통해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을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파악

효율적인 재활 시스템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국립재활원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PHR 활성화와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2020)은 현장적용 연구를 위해 웰니스케어 시스템 개발을 하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

였으며, 지역사회 중심으로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사례를 분

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요인도출을 위해 델파이(Delphi) 기법

석하였다. 이러한 참고문헌을 토대로 1차 설문지 상위 항목

과 쌍대 간 비교를 통해 요인 간 중요도 및 항목별 우선순위를

9개를 도출하였다. 1차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집

검증하는 계층분석(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설문에 필요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림 2). 각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831 ~ .981

가. 1차 델파이 설문지

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Lawshe(1975)가 개발한 내용 타
당도(Content Validity Rtio, CVR) 검증을 통해 0.6~1의 값을

1차 델파이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그림 2. e-PHR 개방형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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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인식 중요도 설문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e)이 0.1 이하일 경우를 선정하
여 진행하였다. 일관성 비율은 0.1 이하인 경우 일관성이 확보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탐색된 요인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되었다 할 수 있으며, 0.2 미만은 허용, 0.2 이상은 일관성

의견을 수렴하여 인식중요도 설문을 통해 상위요인과 하위요

부적절하여 설문지 수집이 다시 필요하다(Saaty, 1980; 조근

인 구성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태, 2005). 설문의 타당도 조사를 위해 CVR를 검증하였으며,
CVR 산출 공식은 [그림 3]과 같다.

다. 3차 계층화분석(AHP) 설문지

6. 윤리적 고려
1차, 2차 설문을 토대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 우선순
위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뇌병변 장애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동의 및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인의 개인건강기록을 위한 구조화된 AHP 설문지를 사용했다.

고려를 위해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구성은 6개의 상위요인과 62개의 하위요인을 쌍대 비교하는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

것으로, 건강기록의 세부 항목 10개, 관리, 알림 5개, 정보 제

다(KUIRB-2021-0409-01).

공 7개, 연계 범위 7개, 재활 분야 10개, 정책‧제도 7개, 효율
성 및 도움 정도 16개 문항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을 통해 뇌병변 장애인

Ⅳ. 연구 결과

의 개인건강기록 요인일 파악하고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위계화하고 계량화하였다.

1. 1차 델파이(Delphi) 분석

5. 자료분석

가. 1차 델파이 설문 중요요인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Expert Choice 2000,

1차 설문을 통해 탐색된 결과는 상위요인 8개, 하위요인

R 4.1.0과 R Studio 1.4.1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목적

109개 탐색되었다. 첫째, 개인건강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차 설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으로는 ‘기록’, ‘관리, 알림’, ‘정보 제공’, ‘연계기능’, ‘기타’로 하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문항별 응답 빈도를 표시한 후

위요인은 26개 탐색되었다. 둘째, 건강 상태를 제공받고자 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으로 유목화하여 진행하였다. 2차 설문

는 내용과 개인의 기록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는

은 구조화된 설문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전문가

‘기록’, ‘정보 제공’, ‘기타’로 하위요인은 19개 탐색되었다. 셋

합의 정도를 도출하였다. 3차 설문은 계층분석(AHP)으로 문

째, 건강 상태를 제공받고자 하는 재활 분야에서는 하위요인

제 해결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으로 개인 판단과 가치

으로 16개 탐색되었다. 넷째, 개인의 건강 상태 정보 공유와

를 결합하여 전문가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고길곤, 하혜영,

제공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 공유와 제공 범위’의 하위요

2008). 분석의 경우 쌍대비교(Pairwise Comparsion) 진행과

인으로 6개 탐색되었다. 다섯째, 건강 상태 기록형식의 경우

그림 3. 내용타당도비율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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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은 3개 탐색되었다. 여섯째, 개인 건강 상태 기록의

건강기록 도움에 관한 정도의 하위요인으로 9개 탐색되어 다

활성화 방안으로 ‘활성화 방안’, ‘기타’로 하위요인은 19개 탐

양한 의견들이 기술되었다. 1차 델파이 설문 통해 수집된 자

색되었다. 일곱째, 개인 건강 상태 기록의 효율성으로 ‘효율

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성’, ‘기타’의 하위요인으로 11개 탐색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표 4. 1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탐색된 요인
상위요인

하위요인

빈도

1. 개인건강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기록

관리, 알림

정보 제공

연계기능

(기타)
요청 내용

개인이 기록한 건강 상태를 재활전문가가 모니터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치료 상태, 재활 상태, 건강 등
개인과 연계된 내용)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수면, 식습관, 운동, 재활 등)
장애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카테고리별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상담 내용, 보호자의 평가, 특이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능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서 한 내용(일상생활 증상, 알레르기 증상, 복용약물 등)
장애인, 보호자가 궁금한 사항을 메모하는 기능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요청, 기록전송 등)
개인 건강 상태의 목표를 정하고 알릴 수 있는 기능
재활, 건강증진 등 개인과 관련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 기능
치료, 검사, 평가, 상담 등 결과에 대한 주간 및 월간 패턴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기능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재활프로그램 확인하는 기능
재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뉴스, 동영상 등)
이용기관을 접수ㆍ예약할 수 있는 기능(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
보조기기 사용을 대여 요청하거나 예약하는 기능
이용기관 예약 시 약국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기능
응급상황 고려 혈액형 기재
정보 제공 시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지역사회 및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
보호자와 연동되는 기능
개인의 상태를 촬영해서 피드백 받는 기능
보험 청구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
약 미복용 시 위험을 알리는 기능
장애 유형에 대한 기능 항목을 다르게 포함
복잡한 기능 간소화, 임시저장 기능
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글 쓰는 것 보다 체크할 수 있는 기능

28
27
27
25
19
18
27
24
22
29
25
6
28
14
13

14

2. 건강 상태를 제공받고자 하는 내용과 개인이 기록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기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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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우울 정도에 대한 내용 기록
혈압, 혈당, 체온 기록
신장, 체중, BMI 등 신체와 관련된 내용 기록
특이사항 및 문제목록에 대한 기록
신체활동량 관리(칼로리 계산, 활동 유형, 걸음수, 거리) 기록
식습관, 수면시간 기록
물 섭취에 대한 기록
통증횟수에 대한 기록
외출횟수에 대한 기록
흡연, 음주 여부에 대한 내용
치료, 검사,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건강, 재활, 치료 등 위해요인에 대한 내용 제공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제공
치료, 재활, 건강 등 신체기능과 관련된 기록(보행 정도,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제공
의사, 간호사, 치료사 기록지, 상담기록지, 퇴원기록지에 대한 정보 제공
알레르기, 접종 이력, 건강검진에 관한 정보 제공

28
28
28
27
27
19
15
13
6
6
29
27
26
21
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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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탐색된 요인(계속)
상위요인

하위요인

(기타)
요청 내용

혈압, 혈당, 체온 기록 시 명확한 기준, 재검사 필요에 대한 알림기능
약물에 관한 사항 체크(하루 약 섭취)-활동보조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체크
작성 내용이 쉬운 용어로 기록되도록 제공

빈도
5

3. 건강 상태를 제공받고자 하는 재활 분야

재활 분야

재활의학
건강증진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운동
사회복지
언어치료
심리치료
인지치료
수중운동
의료보조기
로봇치료
운전재활
음악치료
성재활
정신건강의학

27
24
23
23
20
18
13
11
11
7
4
2
2
1
1
1

4. 개인의 건강 상태 정보 공유와 제공 범위

공유와
제공 범위

지역사회기관(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등)
의료기관(병원, 요양원)
보호자(가족 및 친지)
본인(환자)
민간기관
기타(의료보험공단)

26
21
20
18
11
1

5. 건강 상태 기록 형식
공유와
제공 범위

통합형(모든 기관 네트워크 이용)
제한형(환자가 방문한 해당 기관과의 네트워크)
독립형(애플리케이션, 스마트카드 등)

28
17
2

6. 개인 건강 상태 기록의 활성화 방안

활성화
방안

(기타)
요청 내용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과의 시스템 구축
관련 법규 및 제도 기반 마련
진료기록의 보안, 인증체계 구축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보건, 복지 분야 정보표준 마련
의료기관, 지역사회 기관과의 시스템 구축
인식변화 및 수용의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필요
지자체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코디네이터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건강관리 코디네이터의 인력양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PHR를 시행하는 개인과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보험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기존 사용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
PHR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워치를 활용하여 제공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안체계 구축
시행 기관에 건강관리센터 마련

28
28
26
25
24
21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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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차 개방형 설문을 통해 탐색된 요인(계속)
상위요인

하위요인

빈도

7. 개인 건강 상태 기록의 효율성

효율성

(기타)
요청 내용

기관과 정보공유 및 통합적 관리
2차 장애 예방
개인관리
응급상황 대처
시간관리 및 절감
소통
비용절감
지역 간 연계기능에 도움
정보를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됨
상담 내용을 추적할 수 있음
지역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음

27
27
25
25
23
9
7

3

8. 개인건강기록 도움

도움 정도

개인 지속적인 건강관리
개인의 상태를 통합관리
주기적인 기본 검사 모니터링
지속적인 자신의 운동량 관리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
재활, 치료 등 진료 일정
장애인 당사자와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맞춤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
적극적인 건강 위해요인 관리(술, 담배 등)

2. 2차 델파이(Delphi) 인식 중요도 분석

1
2
3
3
4
5
6
6
7

함’, 5 ‘매우 중요함’을 선택한 패널의 수를 계수하여 CVR
0.6~1의 값을 중심으로 대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항별

가. 2차 델파이 설문 중요요인

CVR 검증 결과, ‘개인건강기록’ 12개, ‘기록지 작성’ 5개, ‘재활
분야’ 6개, ‘제공 범위’ 1개, ‘활성화 방안’ 8개, ‘기록의 효율성’

본 연구는 델파이 설문방식으로 현장전문가 및 교수 10명
에게 1차 설문 결과 제시와 각 문항에 대해 중요도를 응답하

4개로 총 36개 하위요인이 삭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도록 하였다. 설문 취합 후 문형별 타당도 조사를 통해 4 ‘중요

표 5. 2차 델파이 설문(인식중요도)을 통해 수렴된 항목 하위요인
구분

개인건강기록

106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CVR

분석 결과

상담 내용, 평가, 특이사항 기록

3.50

.670

-0.2

삭제

궁금한 사항을 메모하는 기능

2.80

.871

-0.6

삭제

재활, 건강증진 일정관리 ‘캘린더’ 기능

3.80

.748

0.2

삭제

재활,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뉴스, 동영상 등)

3.80

.748

0.2

삭제

이용기관 예약 시 약국 및 비용 청구

3.60

.663

0.0

삭제

응급상황 고려 혈액형 기재

4.20

.871

0.4

삭제

보호자와 연동되는 기능

3.90

1.04

0.2

삭제

개인의 상태를 촬영해서 피드백 받는 기능

3.90

.700

0.4

삭제

장애 유형에 대한 기능 항목을 다르게 포함

3.60

.916

0.4

삭제

복잡한 기능 간소화, 임시저장 기능

3.30

1.10

0.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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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차 델파이 설문(인식중요도)을 통해 수렴된 항목 하위요인(계속)
구분

기록지 작성

재활 분야

제공 범위

활성화 방안

기록의 효율성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CVR

분석 결과

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

3.10

.700

-0.8

삭제

글 쓰는 것보다 체크할 수 있는 기능

3.00

.774

-0.4

삭제

식습관, 수면시간 기록

3.80

.748

0.2

삭제

물 섭취에 대한 기록

3.20

.400

-0.6

삭제

통증횟수에 대한 기록

3.70

.781

0.0

삭제

외출횟수에 대한 기록

3.20

.400

-0.6

삭제

작성 내용이 쉬운 용어로 기록되도록

3.80

.871

0.0

삭제

인지치료

3.60

.800

0.2

삭제

수중운동

3.40

.800

-0.2

삭제

로봇치료

3.40

.489

-0.2

삭제

운전재활

3.60

.489

0.2

삭제

음악치료

3.00

.632

-0.6

삭제

성 재활

3.20

.600

-0.4

삭제

민간기관

2.60

2.60

-0.4

삭제

보건, 복지 분야 정보표준 마련

4.10

4.10

0.4

삭제

코디네이터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3.60

3.60

0.2

삭제

보험공단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3.40

3.40

0.0

삭제

기존 사용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

3.10

3.10

-0.4

삭제

PHR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3.90

3.90

0.4

삭제

워치를 활용하여 제공

3.30

3.30

-0.2

삭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안체계 구축

3.50

3.50

0.0

삭제

시행 기관에 건강관리센터 마련

3.80

3.80

0.4

삭제

시간관리 및 절감

3.80

3.80

0.0

삭제

소통

3.80

3.80

0.4

삭제

비용절감

2.50

3.50

0.0

삭제

정보를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됨

3.60

3.60

0.2

삭제

3. 3차 계층화분석(AHP) 분석 결과

으며, 시스템 구성 시 필요한 항목을 탐색하는 연구로 ‘효율성’
과 ‘도움 정도’의 경우 요인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뇌병변 장애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3차 계층화

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 필

분석(AHP) 설문을 구성하였다. 구성 내용은 ‘개인건강기록 항

수 항목 개발에서 중요도 및 일관성은 확보되었으며, 상위항

목’과 ‘개인 기록지 작성’ 문항을 합쳐 ‘건강기록’으로 구성하였

목에 따른 요인 설명은 <표 6>과 같다.

표 6. 상위 항목에 대한 요인 설명
분석 항목

요인 설명

건강기록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기록하는 기능

알림, 관리기능

건강을 관리하고 중요사항을 알릴 수 있는 기능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의 범위, 제공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연계기능

개인건강기록의 연동 범위가 필요한 정도

제공 분야

장애인에게 개인건강기록 정보 제공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재활 분야

정책ㆍ제도

개인건강기록 항목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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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건강기록 활성화 상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PHR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과 연

순위

동한 형태로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통합
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

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도, 정책이 제

록(e-PHR) 필수 항목 개발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

시되어야 하며,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각도적인 접근으로 시스

다. 가장 중요한 항목영역으로 ‘건강기록’(1순위, 0.416), ‘정

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책, 제도’(2순위, 0.250), ‘알리, 관리기능’(3순위, 0.124), ‘연

있다. 또한, PHR 사업이 개인정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의

계기능’(4순위, 0.102), ‘제공 분야’(5순위, 0.057), 가장 낮은

해 시행이 어려운 가운데 향후 제도와 정책의 빠른 변화가 필

우선순위로 ‘정보 제공’(6순위, 0.051)이 평가되고 있었다. 일

요함을 의미하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관성 지수는 .03 값으로 나타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충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건강기록
(e-PHR) 구성에 있어 건강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것과 정책,

나. 개인건강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
도와 우선순위

제도에 대한 고려가 다른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을 강조하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 시 비장애인과 다른 항목이

‘개인건강기록’의 세부 방안으로 10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명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기록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수용, 정천기

결과, ‘건강 상태 관리(신체활동, 재활, 식습관)’ 0.195가 가장

표 7. 개인건강기록(e-PHR) 필수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건강기록

.416 / 1순위

정책‧제도

.250 / 2순위

알림, 관리기능

.124 / 3순위

연계기능

.102 / 4순위

제공 분야

.057 / 5순위

정보 제공

.051 / 6순위

도식화

주: Inconsistency=0.03

표 8. 개인건강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건강 상태 관리(신체활동, 재활, 식습관 등)

.195 / 1순위

특이사항, 문제목록

.178 / 2순위

모니터링, 피드백 기능

.160 / 3순위

의학적 진단(알레르기, 복용약물 등)

.126 / 4순위

응급상황 혈액형 기재

.098 / 5순위

신장, 체중, BMI

.083 / 6순위

장애, 중증도 구분

.074 / 7순위

혈압, 혈당, 체온

.035 / 8순위

스트레스, 우울 기록

.030 / 9순위

흡연, 음주 여부

.021 / 10순위

주: Inconsistency=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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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시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특이사항,

다. 특히, 약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을 경우 2차 장애로 이어질

문제목록’(0.178), ‘모니터링, 피드백 기능’(0.160), ‘의학적 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알려

단’(0.126), ‘혈액형 기재’(0.098), ‘신장, 체중, BMI’(0.83), ‘장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애, 중증도 구분 기능’(0.074), ‘혈압, 혈당, 체온’(0.035), ‘스트

한 개인의 건강 상태의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개인의 건강

레스, 우울기록’(0.030), ‘흡연, 음주’(0.021) 순으로 분석되었

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

다. 이는 개인건강기록에서 건강 상태 관리는 꼭 필요한 항목

막으로 응급사항 대처의 경우 대부분의 기록에서 멈추는 것이

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의 항목이 도출되었지만

아닌 응급상황 시 개인의 병력 히스토리를 병원 또는 주치의

(김지예 외, 2018; 박혜정, 장인순, 2020; 이용정, 2016; 정은

에게 빠르게 알리고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 대처가 필요하다.

진 외, 2017), 재활기록, 특이사항, 문제목록, 장애, 중증도의

이는 윤주성, 금한성, 김나영, 이지수, 김형훈(2016)의 연구에

구분 기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상태 관리의 서

서 고령자의 응급상황 알림과 동시에 긴급한 상황에 빠른 대

비스의 항목들이 개발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건강 취약 계층에는 우선적

나라의 경우 비장애인 중심으로 사업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져

으로 적용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관리ㆍ알림 세부 방안의

있어 향후 효과적인 관리와 대응 방안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

일관성 지수는 .01 값으로 나타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개인건강기록 세부 방안의 일관성 지수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07 값으로 나타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정보 제공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다. 관리ㆍ알림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정보 제공’의 세부 방안으로 7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

와 우선순위

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관리ㆍ알림’의 세부 방안으로 5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

결과, ‘분야별 상담기록’ 0.303으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항

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

목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치료, 검사, 평가 결과 내

과, ‘약 비복용 시 위험을 알리는 기능’ 0.365가 가장 우선시

용’(0.271), ‘위해요인’(0.150), ‘접종, 건강검진 정보’(0.119),

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건강 상태 목표

‘지역사회 및 병원 재활에 대한 정보’(0.64), ‘보호자 주의사

설정’(0.263),‘응급사항 대처(기록전송 요청)’(0.164), ‘통계 기

항’(0.062), ‘재활, 건강(뉴스 영상)’(0.030) 순으로 분석되었

능(치료, 운동, 검사)’(0.151), ‘캘린더 기능’(0.057) 순으로 분

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

석되었다. 이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치료 과정에서

들이 많다. 대부분 개인건강기록의 상담기록은 의료진과의 기

부터 사회복귀 후에도 평생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가 많

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활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이 이뤄져

표 9. 관리･알림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약 미복용 시 위험을 알리는 기능

.365 / 1순위

건강 상태 목표 설정

.263 / 2순위

응급사항 대처(기록전송 요청 등)

.164 / 3순위

통계기능(치료, 운동, 검사 등)

.151 / 4순위

캘린더 기능

.057 / 5순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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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정보 제공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분야별 상담기록

.303 / 1순위

치료, 검사, 평가 등 결과 내용

.271 / 2순위

위해요인

.150 / 3순위

접종, 건강검진 정보

.119 / 4순위

지역사회 및 병원 재활에 대한 정보

.0.64 / 5순위

보호자 주의사항

.062 / 6순위

재활, 건강(뉴스, 영상)

.030 / 7순위

도식화

주: Inconsistency=0.06

유기적인 공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해요인과 보호

결과, ‘이용기관 제한형’(0.362)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항

자 주의사항의 경우 최근 들어 중도 장애인이 많아짐에 따라

목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형’(0.206), ‘독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돌봄을 하는 보호자도

립형’(0.137),‘이용기관 접수, 예약’(0.112), ‘보조기기 사용대

주의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해요인과 주의사항

여’(0.109), ‘보호자와 연동’(0.042), ‘보험청구서 연계’(0.032)

을 장애인과 보호자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

순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PHR 서비스는 통합형이 아직 구

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정보를

축되어 있지 않다. 이용기관의 제한형은 병원의 EMR을 기반

통해 상급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이 이

으로 하는 PHR로서 기록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병원관리 서비

어지고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

스가 제공되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해 볼 수 있다. 정보 제공 세부 방안의 일관성 지수는 .06 값으

줄어든다. 또한 통합형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의 서버

로 나타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은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형태이다.
미국의 Microsoft사의 Health Vault의 서비스에 의한 만족도

마. 연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는 91.7%였으며, 기록 접근의 편의성은 100% 만족함을 알
수 있다(백은혜 외, 2012; 정혜정, 김남현, 2009). 하지만 국

우선순위

내에서 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양식을 생성하고 저장
‘연계 범위’’의 세부 방안으로 7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식과 다양한 표준화 등이 선행되어져야

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

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서비스의 연계범위는 의료기관뿐만 아

표 11. 연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이용기관 제한형

.362 / 1순위

지역사회 통합형

.206 / 2순위

독립형

.137 / 3순위

이용기관 접수, 예약(보건소, 복지관 등)

.112 / 4순위

보조기기 사용대여

.109 / 5순위

보호자와 연동

.042 / 6순위

보험청구서 연계

.032 / 7순위

주: Inconsistency=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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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도 접수, 예약하는 것과 보

(mechanism)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는 선형적 결

조기기 사용 대여 또는 보험기관과 연동되어 통합적 관리를

과물(outcom) 즉, 질환이나 질병의 문제가 아닌 환경요인의

위한 범위가 확대되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긍정적 역할을 통해 가변적 개념을 강조하게 되었다. 뿐만 아

보호자와 연동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보호자 또는 활동보

니라 의료모델과 사회모델의 통일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조가 상시 따라다니게 된다. 보호자가 생활로 인해 돌봄 서비

있다(신은경,

스를 활동보조가 하는 경우 가족의 개인 상태를 확인 할 수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달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

없으므로 보호자와 연동 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중

공되어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관리의 개념이 광범위하게 적용

요하다. 연계범위 세부 방안의 일관성 지수는 .06 값으로 나타

되어 질 필요가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애인의 패러다

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 전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건강기록에 포함되어져

2013).

따라서

ICT(Information

and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

바. 재활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사한다. 재활 분야 세부 방안의 일관성 지수는 .07 값으로 나
타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재활 분야’’의 세부 방안으로 10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
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사. 정책ㆍ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와 우선순위

결과, ‘건강증진’(0.268)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
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재활운동’(0.197), ‘사회복지’(0.133),

‘정책ㆍ제도’의 세부 방안으로 7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대

‘의료보조기기’(0.095), ‘재활의학’(0.079), ‘물리치료’(0.073),

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분석

‘작업치료’(0.056), ‘언어치료’(0.039), ‘심리치료’(0.032), ‘정

결과,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0.179), ‘개인과 기관에 인센티

신건강의학’(0.029) 순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의 건강은 다

브 제공’(0.179)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으

학제적 접근의 영역이 다루어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orld

며, 그다음으로 ‘재정 지원’(0.171), ‘건강관리 중앙센터 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영’(0.164), ‘관련 법규 및 제도 마련’(0.148), ‘인력양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성’(0.083), ‘보안, 인증체계 구축’(0.07) 순으로 분석되었다.

Health)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장애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관

개인건강기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고 개인과 기관에 인

상호작용하여 ‘포괄적인 건강 상태’와 상호작용 기제

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 서비스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Health

Organization,

2012)의

표 12. 재활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건강증진

.268 / 1순위

재활운동

.197 / 2순위

사회복지

.133 / 3순위

의료보조기기

.095 / 4순위

재활의학

.079 / 5순위

물리치료

.073 / 6순위

작업치료

.056 / 7순위

언어치료

.039 / 8순위

심리치료

.032 / 9순위

정신건강의학

.029 / 10순위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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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책･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

.179 / 1순위

개인과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179 / 1순위

재정 지원

.171 / 2순위

건강관리중앙센터 운영

.164 / 3순위

관련 법규 및 제도 마련

.148 / 4순위

인력양성

.083 / 5순위

보안, 인증체계 구축

.076 / 6순위

도식화

주: Inconsistency=0.05

지원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 마련

관리 중앙센터를 운영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지속적, 자발적

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정책ㆍ제도 세부 방안의 일관성 지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는 .05 값으로 나타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충족한 것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 ICT 전문가를 양성하여 평생 건강관리

로 나타났다.

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관련 법규 및 제도, 재정 지원, 보안, 인증체계
구축 등은 시대적 변화에 개선되어지고 빠르게 움직여질 필요

아. 개인건강기록(E-PHR)의 효율성 및 도움 정도에 관한 상
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

개인건강기록(E-PHR)의 ‘효율성 및 도움 정도’의 관한 상대

에 기관 이익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사

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

표 14. 효율성 및 도움 정도에 관한 우선순위
영역

중요도/우선순위

응급상황 대처

.138 / 1순위

건강 위해요인 관리

.091 / 2순위

장애인과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082 / 3순위

정보공유 및 건강의 통합적 관리

.068 / 4순위

개인 상태 통합관리

.065 / 5순위

상담 내용 추적

.062 / 6순위

지속적인 운동량 관리

.061 / 7순위

개인 지속적인 건강관리

.060 / 8순위

2차 장애 예방

.058 / 9순위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

.058 / 9순위

지역에서 건강관리

.057 / 10순위

주기적인 기본 검사 모니터링

.056 / 11순위

맞춤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

.044 / 12순위

재활, 치료 등 진료 일정

.037 / 13순위

지역 간 연계기능에 도움

.037 / 13순위

개인관리

.036 / 14순위

주: Inconsistency=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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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개인건강기록이 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대처’(0.138)에서

과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박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다음으로 ‘건강 위해요인 관

혜정, 장인순, 2020). 특히, COVID-19로 인해 의료기관, 장애

리’(0.091), ‘장애인과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0.082), ‘정

인복지관, 보건소 등 이용기관들이 폐쇄되어 건강관리의 어려

보공유 및 건강의 통합적 관리’(0.068), ‘개인 상태 통합 관

움 겪고 있어(Kim, Rhee, 2022)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

리’(0.065), ‘상담 내용 추적’(0.062), ‘지속적인 운동량 관

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e-PHR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리’(0.061), ‘개인 지속적 건강관리’(0.060), ‘2차 장애 예방’

개인건강기록의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연구 결과를

(0.058), ‘재활치료 후 사회복귀’(0.058), ‘지역에서 건강관

통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리’(0.057), ‘주기적인 기본 검사 모니터링’(0.056), ‘맞춤 건강

첫째,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의 형태’는 개인의 특

정보 제공 및 교육’(0.044), ‘재활, 치료 등 진료 일정’(0.037),

이사항과 문제목록,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과 피드백

‘지역 간 연계기능에 도움’(0.037), ‘개인관리’(0.036) 순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였다. 대부분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분석되었다. 답변 내용을 토대로 개인건강기록의 효율성과 도

인 이유와 보호자 또는 동행할 사람의 부재로 인해 의료진과

움 정도는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응급상황 대처, 정보공

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미충족 의료 욕구

유 및 건강의 통합적 관리(위해요인, 운동량, 건강관리, 담당

를 가진 대상이 되고 있다(권선진, 2018). 실제 현장에서는

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 2차 장애 예방, 상담 내용을

아직 PHR의 개념이 부족하며, 지역사회 중심이 아닌 의료기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역 간 연계기능을 통해 재활치료

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

후 원활한 사회복귀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어 향후

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개

개인건강기록의 활성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할

인건강기록 서비스의 형태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적 ICT

것으로 판단한다. 효율성 및 도움 정도에 관한 세부 방안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일관성 지수는 .03 값으로 나타나, 응답자 설문의 일관성은

야 한다.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리ㆍ알림’의 기능은 통계기능뿐만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시 응급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구축이 필
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알림, 목표설정 기능은 동기를 부

Ⅴ. 결론 및 논의

여해 주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동기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용정, 2016). 건강 지표의 다양한 변화는 건강

본 연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자발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목표성취에 대한 욕구 자극과 유희성

증진, 2차 장애 예방, 환경, 사회관계 등 다차원적 개념을 적용

(a game-like feel)을 위해 당사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목표 달

하며, 개인건강기록(e-PHR) 구성 내용을 장애인 당사자를 중

성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Cho, 2017). 또한, 응급상황

심으로 통합적 건강관리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 대처와 사전 예방관리 시스템은 개인건강기록의 히스토리

PHR의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로서 장애인의 개인건

를 통해 건강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상황

강기록 서비스 요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향후 장애인 PHR

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2차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제도와 정책을 위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있을 것이다.

를 위해 장애인, 보호자, 교수, 현장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셋째, ‘정보 제공’의 기능은 재활과 연관된 서비스를 다양하

(Panel)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았으며, 계층분석(AHP)

게 제공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일

연구 방법을 통해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뇌

시적 또는 영구적 기능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병변 장애인의 개인건강기록의 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Jerrgensen et al., 1997; Gillen & Burkhardt, 2004). 이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건강 상태가 취약하고 만성질환 발

평생 재활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건강의

병률과 2차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건강 상태를 주

포괄적인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료

기적으로 관리하고 관찰될 필요성이 있으며, 치료, 투약, 정기

내역뿐만 아니라, 치료, 검사, 평가 검사 내용과 위해 요인을

검진, 건강증진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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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자료를 통해 스스로 건강관

애 유형에 따른 건강관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재활, 건강에

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

대한 정보는 장애 영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영역을 선택할 수

로 만성질환이 빨리 발병하게 되고 2차 장애 예방과 잔존기능

있도록 구성되어질 필요가 있다.

향상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밝

넷째, ‘연계 범위’는 의료기관뿐 아닌 지역사회 관련 기관을

혀진 개인건강기록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향후 시스템 구축 시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의 PHR 서비스는 통합형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 항목에서 우선순위는 낮지만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환자정보

비장애인과 차이점을 둘 수 있는 항목은 ‘장애, 중증도 구분’,

의 일부분만 제공되고 있는 형태이다(안윤애, 이동희, 2013).

‘스트레스, 우울 기록’, ‘분야별 상담기록’, ‘위해요인’, ‘보호자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은 데이터 생성

주의사항’, ‘지역사회 및 병원 재활에 대한 정보’, ‘의료뿐만 아

부터 관리, 제공, 서식의 표준화, 개인정보, 진료정보, 서비스

닌 다양한 재활 분야 포함’, ‘보조기기 연계’, ‘인력양성’, ‘기본

기관의 서버의 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 모니터링’, ‘통증 횟수’, ‘사회복귀’ 등이 하위요인에서 특

하지만 현재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ICT,

이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개인건강기록 활성화를 위

loT,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통합 케어 서비스

한 발전 방안은 중앙장애인건강관리센터(가칭)를 통해 역할을

의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

강조하며, 중앙에서 지역사회(보건소, 복지관 등)와 연계하고

원에서 이를 적용하고 장애인 건강증진의 새로운 이론을 중심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중증도별 건강관리와 교육을 제공하

으로 패러다임과 시스템의 전환, 서비스 모형 구축이 되어질

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이 단시간에 이루어지

필요가 있다.

는 것이 아니므로 퇴원하기 전 건강 노트를 활용하여 지역사

다섯째, ‘재활 분야’ 영역 확대이다. 비장애인의 PHR 접근

회로 복귀할 때 개인 환자의 히스토리를 방문 기간에 제출하

의 경우 예방접종, 건강검진기록, 진료내역, 투약정보 등으로

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뇌병변 장애인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PHR의 경우 의료적 기록뿐 아닌 물리치료, 사회복지, 특수체

에 관한 법률｣ 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여 장애인 건강 상태

육, 보조기기, 언어치료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보들이 복합

체크 후 지역사회 담당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으로 생성되어져야 한다. 이 과정은 의료기관에서부터 정보

현재 주치의 제도는 일차보건의료 팀과 함께 그룹 진료를 하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단기간에 받고

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이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료에서부터 사회복귀를 빠르게 진행

료사, 사회복지사, 특수체육지도사 등 다양한 재활 분야의 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

문가가 융합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서비

여섯째, ‘정책ㆍ제도’는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건강 원스톱

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Health One-Stop Service)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국내

따라서, 본 연구를 종합하면 21세기 특징은 치료적(cure)

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PHR 연구는 매우 드문

접근보다 건강관리(care)에 초점을 두고 보건정책의 새로운

실정이다.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 기업, 대학

목표가 요구되고 있다. WHO의 World Disability Report에

을 중심으로 PHR 플랫폼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캐나

의하면 장애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관점으로

다의 경우 EHR 구축과 지역 케어센터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접근하고 있다. 특히, 재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와의 통합

지역의료통합네트워크(Local Health Integration Network,

(Social Integration)과 개인의 영역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LHIN)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강조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특히, 뇌병

국내의 건강 원스톱 서비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

변 장애는 짧은 시간 내 회복의 어려움과 재활 기간에 상당한

써 장애인 니즈를 반영한 개인건강기록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

시간이 걸려 퇴원 후 지역 또는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

성이 있다.

리와 증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

이처럼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항목

나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2차 장애의 예

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항목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장

방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COVID-19 유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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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e-PHR 구성이 다양하게 재구성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장

있음을 예상한다. 이에 ICT 기반의 PHR 시스템이 지역사회와

애유형별로 구성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상에서 지속적

연계하여 체계적인 건강증진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필요가 있

인 접근을 통해 장애유형별 데이터의 확장이 필요하다. 마지

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발적 사회참여를 위한 새로

막으로 e-PHR 관련 서비스 개입과 프로그램의 범위가 늘어날

운 기술의 접근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져야 한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비스의 안정성과 제공을 위해 실질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

적인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하다.

째, 손상 후 치료 이후부터 개인건강기록(e-PHR)적용이 필요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포괄적(comprehensive)인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활영역의 서비스
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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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융합된 서비스 모형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을
중심으로 e-PHR을 활용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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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개인건강기록(e-PHR)필수 항목 개발

Development of Essential Items for Personal
Health Record(e-PHR) for Integrated Healthcare Service
for People with Brain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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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urvey the essential items of personal health record(PHR) for the
integrated healthcare service of people with brain lesions and importance priority
were identified. For this, we analyzed previous literature and delphi survey,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ere conducted this study on 60 people(disability,
guardians, field experts and professors). In the Delphi survey, reliability and content
validity ratio were investigated, an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items
were derived through an expert group using the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or the composition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personal health
records of persons with brain lesions, 6 high-order factors and 62 low-level factors
were compared in pairs. For details of each item, “Health Record”10 details,
“Management, Notification” 5, “Information Provision” 7, “Linkage Scope” 7,
“Rehabilitation Area” 10, “Policy System” 7, “efficiency and level of help” was
composed of 16 ques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personal health records and
establishing a system for people with brain lesions.
Keywords: Brain Lesions, Integrated Healthcare, Personal Health Record (PHR),
Delphi Stud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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