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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투약오류보고의도에 대한 조직요인의 판별예측력
김명수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Discriminating Power of Organization Related Variables on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Myoung Soo Kim
Department of Nurs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fine degrees of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among nurses and to identify discriminating factors of intention to use medication error reporting system among structural and functional variables of the organization. Methods: From 12 hospitals in
Korea, 157 nurs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uly to August, 2011. Organizational related variables were number of beds, perceived usefulness of medication error reporting system, patient safety culture, patient safety initiatives and perceived leadership. Descriptive and discriminant analyses were used. Results: Eighty six point four percent of the participants were staff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grouped into three
groups depending on the levels of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low intention group (n = 43), medium-intention group (n = 69), high-intention group (n = 45). Within the three groups, two functions were produced and only one function was significantly discriminated between low and highintention groups. Additional discriminant analysis produced one function that classified 68.2% of the participants correctly into the two groups. Number
of beds and perceived usefulness of medication error reporting system were significant discriminating factors. Conclusion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such as number of beds would be contained hidden characteristics for improving or inhibiting factor for error reporting intention.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as perceived usefulness of medication error reporting to improve error reporting intention can be implemented by the administrator and staff membe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focusing on improving perceived
usefulness of medication error reporting is suggested.
Key words: Medication errors, Safety management, Culture, Perception, Leadership

서

론

류에 노출되어 입원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사망률 역시 증가하고 있
다[3]. 특히 투약오류의 65-87%가 처방과 투여단계 동안에 발생하며 잘

연구의 필요성

못된 약 혹은 잘못된 용량의 투여가 가장 흔한 유형이라 보고된다[4].

투약은 처방확인, 투약준비와 투약과정을 포함하며 매일의 간호업

투약오류는 임상실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안전

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주요 업무이다[1]. 하지만, 투약의 약 20%에서

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투약오류의 공유를 위한 보고형태로 나타났

오류가 발생하며[2] 환자들은 입원하는 동안 매일 한 개 이상의 투약오

고, 이는 항공운항과 같은 안전에 대한 높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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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하였다[5]. 하지만, 항공산업의 오류예방과는 형태나 과정이

공유, 교육이나 훈련 등이 투약오류감소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이 규

달라 의료에서의 오류보고는 약 10% 내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명되기도 하였다[17]. 특히 행위계획 속에 파트너십의 형성, 오류에 대

으로 보고된다[6]. 낮은 보고율로 인해 보고된 내용만으로 실제 오류

한 개방적 논의, 조직문화의 변화 등이 포함되므로 안전조직문화를 형

를 유추하는 것은 편향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어[7] 보다 광범위한 보

성하기 위한 동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고의도에 지대한

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한, 관리자는 조직 내 경제적 인적

는 데 있어 의료인이 느끼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 보고에 대한 부담감,

자원들을 활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목적의 불확실성 등의 장애요인[8]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증진

환자안전행위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

이나 보고내용의 공유, 피드백 제공 등의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

라[16] 구성원들이 오류보고행위에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만,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고행위가 변화하기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류보고를 일상화시키는 오류보고행위의

어려워 효과측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변화 또한 정확하지 않다.

사회화를 증진시켜[18] 간접적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명

이에 많은 연구들은 행위의 직접적 결정인자를 의도로 제시하는 계획

되어 왔다[5].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될 때, 오류보고

적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보고의도’를 관찰하였고[9], 의도의 변화를

시스템을 향한 구성원들의 부담감이 낮아지며, 활용에의 유용성을 인

통해 행위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왔다[10].

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에 따르면, 보고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아가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도 구성원의 오류보고

요인을 교정가능한 순으로 여섯 가지로 대별하였을 때 변화가 가장 쉬

의도를 예측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1,500병상 이상의 매머드급

운 개인수준에서부터 변화가 가장 더딘 국가나 지역사회의 수준 사이

병원에서부터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다양

에 조직수준의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의 개념을 기

한데, 병원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환자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초로 할 때 오류보고의도 향상을 위해 교정되어야 할 조직요인은 보고

으로 나타났다[19]. 이로 인해 오류보고시스템에의 공식적 보고체계의

시스템의 구축을 비롯하여 이의 활용을 지지하는 활동, 비난하지 않

구축과 그를 유도하는 활동 등 계획된 활동들이 다르고, 이를 대하는

는 조직문화, 안전을 위한 활동계획, 관리자의 지지로 보다 세분화할

구성원들의 문화도 다를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간호조직이 커질수록 계

수 있겠다. 즉, 상대적으로 변화가 어려운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

층화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 다양한 계층의 관리자가 발휘하는 리더

적 특성이 보고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선, 조

십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였다. 흔히 구조와 기능은

직의 기능적 특성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직문화와 안전행위계획, 그리

상보적인 관계로 알려져 왔으므로, 조직에서의 구조와 기능 역시 상호

고 관리자의 지지로 대별된다. ‘환자안전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는 오류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투약오류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보고에 있어서 비난이 없는 문화로 특징지어지며 환자안전에 가장 중

되었다. 이와 같이 투약오류보고의도에 조직의 구조와 기능적 변수 중

요한 덕목이다[12]. 안전과 관련된 병원 내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어느 요인이 구성원의 의도를 구분하는 데에 결정적인지, 의도가 높은

반영하므로[13] 구성원들의 인지적 특성이자 그 기관의 안전문화의 수

군과 낮은 군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한

준을 나타내어준다[14]. 일 연구에 따르면 오류에 보고된 개인은 그가

다면 향후 투약오류보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개발에 기초를 제공

경험한 문제가 보고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고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조직에 새로운 간호사가 유입되었

가 많으므로[15] 투약오류보고 행위에 있어서 비난이라 느끼지 않는

을 때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개개인에 맞는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보고하는 데 결정적인 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직이 투약오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행위계획’을 세우고

연구목적

있느냐도 중요하다. 이 개념을 제시한 McFadden et al. [16]에 따르면 환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안전을 위한 행위계획은 구성원 간 파트너십의 형성, 비난 없는 오류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조직 관련 특성(병상 수, 투약오류

보고시스템의 개발, 오류에 대한 개방적 논의, 조직문화의 변화, 오류

보고시스템의 활용성 인식,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 행위계획, 상

감소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 오류의 통계학적 분석, 총체적 질관리를

사의 카리스마)에 따른 투약오류보고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재설계의 일곱 가지로 구성되며, 전반적으

2) 간호사들이 속한 조직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투약오류보고

로 오류보고행위와 관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산화된 시스템이나

의도를 판별하는 정도를 검증하고 유의한 판별예측인자를 확인

오류예방행위 지침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고된 내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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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환자안전문화

조직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설계

McFadden et al. [5]이 Sexton et al. [20]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하고, Kim

본 연구는 투약오류보고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21]이 번역-역번역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 도구는 각 문항에 대해 ‘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직 관련 특성, 투약오류보고시스템에 대한 활용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는 5점 Likert scale

성 인식,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 행위계획, 상사의 카리스마가 투약오

을 적용하여 총 6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류보고의도를 판별하는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사들은 조직 내의 환자안전을 위한 조직문화가 긍정적이라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McFadden et al. [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뢰도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3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전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기관인 대학
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PKNU-5)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환자안전 행위계획

본 연구의 표본추출을 위해 무작위로 300병상 이상의 병상을 확보

조직의 ‘환자안전 행위계획’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tock et al. [22]이

하고 있는 총 41개의 병원에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간호부서에서 자료

McFadden et al. [5]이 개발한 7문항의 도구를 수정한 도구를, Kim [23]

수집을 허락한 12개의 병원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결과적으로

의 연구에서 투약안전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연구에 동의한 기관은 서울경기지역 5개, 부산경남지역 4개, 전라지역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다소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

2개, 강원지역 1개 병원이 포함되었다. 간호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서면

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에

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본 연구기간 동안 설문지

점수가 높을수록 투약안전을 위한 조직 내의 행위계획의 설정이 명확

의 배부 및 수거에 도움을 줄 것을 동의받았다. 이후에 편의표출 방법

하여 잘 이행되고, 교육과 훈련이 원활하며 비난 없이 오류에 대해 개

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방적 논의가 가능한 등 오류감소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

목적과 취지, 익명성과 기밀성, 자료수집 도중에 철회가능성 등을 설

석하였다. 환자안전행위계획은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0.86이었고,

명한 후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병원별

본 연구에서는 0.90으로 나타났다.

로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어 10-15부 가량 배부되었
고, 총 배부된 설문지는 195부였고 180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상사의 카리스마

92.3%)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에 대해 경험이 없어 응답을 하지

상사의 카리스마란 바람직한 가치관과 존경심, 자신감을 구성원에

않은 많은 불충분한 자료인 23부를 제외하고 157부가 분석에 활용되

게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개별적 관심, 지적자극, 영감적

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였다.

동기부여와 함께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이다. 그중 카리스마
가 변혁적 리더십의 약 60% 가량을 설명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도구

카리스마의 측정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성 인식

보고 이 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ass and Avolio [24]가 개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성 인식을 묻는 문항은 4개 문항으로 구

발한 도구 8문항을 번역-역번역한 후 활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카리스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성 인식은 실제 활용 정도에 대한 인식과

마로 보았으며, 개발당시는 병원의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기

시스템이 도움이 되고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으로 정

위해 5점 척도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간관리자의 변혁적

의하고 연구자들이 개발하였다.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에 대해

리더십 측정을 보다 쉽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7점 척도의 시각적 상

‘나는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을 자주 사용한다’, ‘나의 동료는 투약오류보

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측정한 점수를 평균하여 분석에

고시스템을 자주 사용한다’,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은 오류예방에 도움

활용하였다. 이에 문항의 시작을 ‘당신의 상사는~’으로 표현하여 일반

이 된다’,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되는 오류의 특성을 안다’의

간호사와 책임간호사의 경우는 수간호사를 대상으로, 수간호사는 그

네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들의 직속상관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8개 문항에 대해

않다’ 1점까지 5점 Likert scale에 반응하도록 하여 가능한 점수의 범위

서 ‘전혀 없음’ 1점, ‘보통’ 4점, ‘매우 자주’ 7점에 해당되는 선 위에 체크

는 4점에서 최고 20점까지였다. 이에 합산 후 문항 수로 나누어 평균평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7로 나타났다.

점으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는 0.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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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를 20으로 보고 중위수를 기준으로 ±1 표준편차만큼 떨어져

투약오류보고의도

오류보고의도는 타인 및 자신이 발생시킨 오류에 대해서 보고를 하

있는 지점을 절단점으로 보았다. 즉, 1번 문항에서 50점 이하인 경우를

고자 하는 의향으로, 본 연구에서의 투약오류보고의도를 측정하기 위

낮은 투약오류보고의도로, 51점에서 89점까지를 보통으로, 90점 이상

해서는 Kim [25]의 연구에서 ‘오류’에 적용한 도구를 ‘투약오류’에 맞게

을 높은 투약오류보고의도로 보았다. 이에 세 문항 중 두 개 이상의 문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자신이 발생시킨 투약오류에 대해 보고하고자

항에서 낮은 의도로 나타난 경우 ‘낮은 투약오류보고의도군’으로, 두

하는 의향, 동료의 투약오류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는 의향, 투약오류에

개 이상의 문항에서 높은 의도를 나타낸 경우 ‘높은 투약오류보고의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의 세 개로 구성된 문항에 대해서

도군’으로, 나머지는 ‘중정도군’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0점에서부터 ‘보통이다’ 50점, ‘꼭 할 것이다’
의 100점까지 시각적 상사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0.85였고, 본 연구에서는 0.8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이와 같이 투약오류보고의도 점수에 따라 군으로 분류하기 위해 점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수의 서술적 분포특성을 살펴본 결과 세 문항의 중위수는 68에서 71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관련변인이 투약

까지, 표준편차는 19에서 21까지였다. 이에 각 문항별로 중위수 70, 표

오류보고의도를 판별하는 정도와 유의한 판별예측요인의 검증은 판

Table 1.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according to demographics (n=157)

Characteristics

Age (y)

Marital status

Educational status

Total clinical
experience (y)

Number of bed

Position

Category

n (%)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Total

Low-intention
group (n = 43)

Medium-intention
group (n = 69)

High-intention
group (n = 45)

Mean ± SD

F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49.80 ± 6.40
50.88 ± 5.86
51.67 ± 5.77
53.33 ± 5.77
0.35 (0.789)
50.50 ± 5.65
50.87 ± 6.29
-0.20 (0.841)
49.49 ± 3.00
50.72 ± 7.24
52.86 ± 5.25
0.73 (0.491)
49.23 ± 6.69
49.44 ± 3.28
51.67 ± 5.27
50.00 ± 6.67
54.44 ± 6.21
0.95 (0.444)

68.85 ± 9.71
73.63 ± 9.53
67.95 ± 6.46
73.33 ± 14.14
1.57 (0.204)
70.67 ± 8.51
70.09 ± 10.04
0.25 (0.800)
69.90 ± 10.63
70.20 ± 8.12
75.00 ± 8.82
0.53 (0.591)
70.56 ± 10.06
70.33 ± 10.59
71.78 ± 9.58
69.52 ± 10.62
68.72 ± 6.88
0.19 (0.941)

50.00 ± 4.08
53.33 ± 5.16
51.17 ± 5.75
48.33 ± 8.36
0.89 (0.453)
52.67 ± 5.48
55.56 ± 7.70
50.00 ± 5.77
1.56 (0.222)

74.90 ± 7.46
67.41 ± 8.90
68.52 ± 9.71
73.81 ± 9.70
2.81 (0.046)
70.83 ± 9.57
68.33 ± 8.90
70.51 ± 9.57
0.15 (0.861)

96.97 ± 4.59
93.75 ± 6.87
92.50 ± 5.00
93.33 ± 5.77
1.50 (0.228)
93.02 ± 6.05
97.08 ± 4.75
-2.53 (0.015)
96.67 ± 4.61
94.17 ± 6.27
90.00 ± 7.20
2.99 (0.061)
95.13 ± 5.20
98.89 ± 2.96
94.76 ± 5.73
93.81 ± 6.78
90.00 ± 6.32
3.11 (0.025)
b> e
94.04 ± 6.90
97.44 ± 4.34
94.00 ± 4.39
96.67 ± 5.77
1.15 (0.339)
90.83 ± 6.87
90.00 ± 6.42
95.75 ± 5.49
1.84 (0.072)

22-29
30-39
40-49
≥50
F (p)
Married
Single
F (p)
Diploma
BSN
MSN and doctoral
F (p)
<3a
3 - <5b
5 - <10c
10 - <15d
≥15e
F (p)

71 (45.2)
57 (36.3)
21 (13.4)
8 (5.1)

73.00 ± 19.41
71.70 ± 18.58
69.52 ± 14.31
73.33 ± 19.76

0.21
(0.888)

71 (45.2)
86 (54.8)

71.60 ± 17.73
72.48 ± 19.00

-0.30
(0.765)

70 (44.6)
72 (45.9)
15 (9.6)

75.67 ± 19.08
69.31 ± 17.49
68.67 ± 17.49

2.46
(0.089)

50 (31.8)
28 (17.8)
32 (20.4)
22 (14.0)
25 (15.9)

71.40 ± 18.58
78.10 ± 20.97
70.52 ± 17.44
70.15 ± 20.04
70.40 ± 14.19

0.94
(0.445)

300 - <500a
500 - <700b
700 - <1,000c
≥1,000d
F (p)
Head nurse
Charge nurse
Staff nurse
F (p)

45 (28.7)
37 (23.6)
57 (36.3)
18 (11.5)

78.00 ± 17.82
75.68 ± 18.32
66.90 ± 16.70
66.30 ± 20.09

4.40
(0.005)
a>c

13 (8.3)
10 (6.4)
134 (85.4)

70.00 ± 17.74
66.67 ± 12.37
72.69 ± 18.84

0.59
(0.558)

SD, standard deviation; BSN,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MSN, master of science in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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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별분석에서 가장 작은 집단의 사례수는 12이며 이는 5개의 예측변수
보다 많았고, 그룹 간 사례수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변수의 Mahala-

연구 결과

nobis 거리의 분석에서 극단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예측변인 간
선형성이 존재하며 각 집단의 변량-공변량 행렬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투약오류보고의도

Box’s M은 p = 0.140으로 각 집단의 공변량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투약오류보고의도 정도를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는 투입되는 모든 예측변수에 대해서 상관성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은 20대가 45.2%로 가장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값이 ± 0.57 이내에 있어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많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54.8%로 높았다. 교육 정도는 3년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와 4년제 학위 취득자가 각각 44.6%와 45.9%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총
임상경력은 31.8%가 3년 이하, 20.4%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

집단 간 예측요인의 평균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36.3%가 700병상 이상 1,000병상

투약오류보고의도 그룹 간의 예측요인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세 집

미만의 병상 수를 가진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간

단 간 차이를 보이는 예측요인은 투약오류보고시스템 활용성 인식

호사가 85.4%, 책임간호사가 6.4%, 수간호사가 8.3%를 차지하였다.

(F =3.22, p = 0.043)이었다.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높은 군의 대상자들은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투약오류보고의도를 살펴본 결

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Table 2).

과, 대부분의 특성에 따라서는 의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병상 수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이상 500병상

판별함수의 분석

미만의 병상을 가진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700병상 이상 100병

본 연구에서는 판별예측요인으로 5개의 변수를 투입하였고, 판별식이

상 미만의 병상을 가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투약오류보

유의한지에 대해서 U-statistics에 의해 판별함수를 분석하였다. 두 개의

고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 4.40, p = 0.005).

판별함수가 도출되었으며 첫 번째 함수에서의 고유값은 0.190이고

연구대상자를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낮은 군, 중정도군, 높은 군으로

Wilk’s lambda 값은 0.834로 유의하여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낮은 군을

나누어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의도가 중정도인

다른 군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7.58, p = 0.002). 이

군에서는 병상 수에 따라 보고의도에 차이가 있었다(F =2.81, p =

판별함수는 투약오류보고의도의 변인을 약 15.9% 설명하였다. 이에 반

0.046). 의도가 높은 군에서는 미혼인 경우의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더

해 두 번째 함수는 고유값이 0.008로 유의하지 않아(Wilk ’s lamb-

높았고(t= -2.53, p = 0.015), 총 임상경력에 따라서는 3년 이상 5년 미만

da= 0.992) 그룹을 구별하는 것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χ2=

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보다 유의하

1.17, p = 0.884). 두 번째 함수가 그룹을 의미 있게 분류하지 못하였으므

게 높은 투약오류보고의도를 보였다(F =3.11, p = 0.025).

로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낮은 군과 높은 군만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다시 시행하였다. 이에 형성된 판별함수는 투약오류보고의도 변인을

투약오류보고의도 판별요인

25% 설명하였으므로 이 판별함수를 토대로 두 군을 분류하는 것이 더

가정검정

욱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이에 각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투약오류보고의도를 판별하기 위한 판별요인 추출에 앞서 분석을

중요도는 표준화된 판별계수와 구조상관에서 도출되는 판별예측요인

위한 가정을 검정하였다. 판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집

과 판별함수와의 관련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조행렬에서 제시되는

단의 사례수가 예측변수의 수보다 많아야 하는데, 두 번째 수행한 판

값은 각 사례에 대해 예측변수들의 선형조합에 의해 산출된 사례의

Table 2. Mean difference in predictor variables among low, medium, and high intention groups (n=157)
Predictor variables
Perceived usefulness of medication error
reporting system
Patient safety culture
Patient safety initiativ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Low-intention group
(n=43)

Medium-intention group
(n = 69)

High-intention group
(n = 45)

F

p-value

2.96±0.51

3.00 ± 0.53

3.24 ± 0.73

3.22

0.043

3.82±0.53
3.45±0.66
7.07±1.31

3.86 ± 0.55
3.35 ± 0.64
7.14 ± 1.05

4.03 ± 0.65
3.24 ± 0.67
6.98 ± 1.43

1.78
1.15
0.23

0.172
0.319
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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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Discriminant analysis

Function

Eigen value

Canonical correlation

Wilks'

Chi-square

df

p-value

1

0.190

0.399

0.834

27.58

10

0.002

2

0.008

0.087

0.992

1.17

4

0.884

1

0.335

0.501

0.749

24.10

5

< 0.001

1st stage
2nd stage

Table 4.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and loadings
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Predictor variables
Constant

Structural correlation weights

Un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s

-

-

-2.06

Number of beds

-0.61

-0.58

-0.50

Perceived usefulness of medication
error reporting system

0.48

0.40

0.76

Patient safety culture

0.80

0.31

1.33

Patient safety initiative

-0.75

-0.28

-1.1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0.01

-0.06

0.01

Table 5. Classification matrices for two-group discriminant analysis for
both analysis and holdout samples
Predicted group membership
Group
Original

Low-intention High-intention
n (%)
n (%)

중 33명이 올바로 분류되어 교차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분류의 정확성
은 68.2%였다.

Total

고

찰

Low-intention

30 (69.8)

13 (30.2)

43 (100.0)

High-intention

12 (26.7)

33 (73.3)

45 (100.0)

본 연구는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투약오류보고의도 정도에 따라 높

Ungrouped
case

36 (52.2)

33 (47.8)

69 (100.0)

은 군, 중정도군, 낮은 군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분하도록 판별해주는

71.6

예측요인을 규명하여 투약오류보고의도 향상을 위한 방안의 마련에

Hit ratio
Low-intention

27 (62.8)

16 (37.2)

43 (100.0)

기초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판

-validation High-intention

12 (26.7)

33 (73.3)

45 (100.0)

별예측요인으로 도출된 요인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지

Cross

Hit ratio

68.2

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예측요인이 되지 못한 변수를 위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판별점수와 그 사례가 갖는 예측변수에 대한 원점수 간 상관을 구한

우선, 투약오류보고의도로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향후 소속병원

것으로 각 예측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어주며, 0.33 이상 시

에서 투약오류보고를 증진시키고자 할 때 중재의 방향이나 강도를 조

에 10% 이상의 설명력이 있다고 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하값을 해석

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자신이나 타인이

하자면 병상 수(-0.58)와 투약오류보고시스템 활용성 인식(0.40)이 유

유발시킨 투약오류를 보고하거나 오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의한 판별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함수식을 구성하기 위해 비표

하는 세 문항 중 두 문항 이상에서 의도가 높게 분류되면 높은 오류보

준화 계수를 살펴보았고(Table 4), 이에 판별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고의도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중간점수로의 반
응을 주로 하는 대상자가 많으므로[26] 중위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

D = -2.06-0.50 (병상 수)+0.76 (투약오류보고시스템 활용성 인식)

만큼 떨어진 두 지점을 절단점으로 잡아, 두 문항 이상에서 90점 이상
인 경우 보고의도가 높은 군, 50점 이하인 경우 낮은 군으로 평가할 수

분류의 정확성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투약오류보고란 자신의 혹은 타인의 잘못을

총 88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낮은 군과 높은

비판하기 위해 보고하는 행위가 아닌 만큼 투약오류 유발자가 누구인

군을 분류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낮은 군 43

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의 오류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공유하겠다는 의

명 중 27명이 올바르게 분류되었고,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높은 군 45명

지가 중요하므로 이 세 문항의 가중치를 같게 보고 분류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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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오류보고의도가 높은 군이 28.7%였고, 낮은 군이 27.4%로 나타났다.

Discriminating Power on Error Reporting Intention

판별함수에는 병상 수만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아직 오류보고의도에 따라 군으로 분류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

연구대상 간호사를 투약오류보고의도의 정도에 따라 군별로 분류

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중정도 의도를 가진 군을 제외하고 높은 군

하여 조직의 구조, 기능적 변인들의 그룹 판별력을 분석한 결과, 도출

과 낮은 군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오히려 의도군의 비율이 약간

된 함수식은 높은 군과 낮은 군은 유의하게 판별하나 중정도군은 유

높았다는 것은 향후 이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

의하게 판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판별예측인자로는

로 보여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다만, 일 연구에 따르면 46% 정도

병상 수와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성 인식이 도출되었다. 우리나

의 간호사들이 실제 보고되는 오류에 비해 투약오류가 잘 보고되고

라는 병상당 간호사의 비율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있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27] 타인의 보고행위에 대해 과대평가할

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0%가 넘는 간호인력확보를 보이는 반면 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고의도에 대해서도 이를 과대평가하여 낙관하

상 수가 적은 종합병원에서는 50%에도 미치지 않아 간호사 인력확보

는 것은 주의를 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준이 병상 수에 따라 차등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2]. 따라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투약오류보고의도에는 차이

서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에 투입되는 간호인력의 수에서 차이가 나므

가 없었다. 이 결과는 연령이나 근무경력에 따라 투약오류보고 장애요

로 환자안전에 대한 행위계획이 체계적이고 오류보고에 대한 의도가

인에 대한 지각이 차이가 없었던 연구[28]와 같은 결과이지만, 연령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단순히 간호인

20-30대인 경우 40대 간호사보다 투약오류보고의도가 유의하게 높았

력의 산술적 증가로 인한 긍정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약

던 연구[29]와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오류

오류보고를 함께 공유해야 하는 간호사가 많아 보고에 대한 두려움이

보고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9]에 기초할 때, 경력이 긴 간호사일수록

더 높을 것이라는 점, 관리자의 계층 또한 분화되어 그에 따른 반응이

오류보고와 관련된 나쁜 경험을 했을 확률이 높아 오류보고행위가 가

더욱 다양할 것이라는 점들 때문에 예측과 달리 병상 수가 많은 의료

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주변의 시선 등에 보다 신경을 더 쓸 것

기관의 간호사들이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더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

으로 보인다. 또한 오류보고에 개방적이지 못한 조직의 문화에 익숙하

히 300-500병상을 보유한 병원의 간호사들이 700-1,000병상 보유병원

기 때문일 것이라 경력에 따라 오류보고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

의 간호사들보다 유의하게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높았던 것은 간호인력

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나 경력에 관

확보만으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는 중소병원은 대학병원보다

계없이 오류보고에 대한 장애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의도가 유사하다

환자의 중증도가 낮아 비교적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이 낮고 상급자와

는 것을 보여주므로 오류보고에 대한 인식과 의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더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서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

중재개발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가 높기 때문에 환자안전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

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연령이나 교육 정도, 직

[33]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 700-1,000병

위 등은 실제 오류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27] 의도

상을 보유한 병원은 대학병원급으로 인력확보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에서 실제 행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중증도가 높아 간호사들이 느끼는 업무부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

있었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요인이 이런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기능적 측면으로 투입한 변수와는 달리 구

도 반복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적 특성에 해당하는 병상 수가 투약오류보고의도 정도를 판별하는

투약오류보고의도군별로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도출된 것은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조직 내 기

을 때, 투약오류보고의도가 높은 군에서는 결혼 여부나 임상경력이 유

반시설과 환자의 중증도 차이가 환자안전과 오류관리풍토를 결정짓

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3년 이상 5년 미만의

는 주요요인이라는 연구[19]에 근거할 때 병상 수라는 조직의 구조적

경력간호사가 15년 이상의 경력간호사보다 투약오류보고의도가 유의

특성에 가려진 조직 내 기반시설의 차이와 환자의 중증도 차이 등에서

하게 높았던 점은 일반적으로 임상경력이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유발되는 기능적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간호활동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30]에서는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하

Davis [34]가 제시한 기술수용모델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한 활용성

지만, 3년 미만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안전문화에 대한 인

과 활용에의 용이성은 시스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식이 높다는 연구[31]와는 상반되어 반복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단변

활용의도에, 그리고 활용의도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투

량 분석에서 유의하였던 일반적 특성을 판별식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

약오류보고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을 수용한다는 측면만을 가지는 시

해 보이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조직의 구조, 기능적 특성이 투약오류

스템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 중이

보고의도를 판별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므로 이들 두 변수는 제외하고

므로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며 자주 활용해야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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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오므로[35] 잦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라의 경우 오류보고의 역사가 길지 않고 안전분위기나 안전문화가 완

적용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투약오류보고시스

전히 정착하여 보고행위를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38] 조직

템 활용에 대한 인식이 투약오류보고의도군을 유의하게 판별하는 변

의 환자안전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인 팀워크, 의사소통, 지식, 비난 없

수로 나타나,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간호사가 투약오류

는 오류보고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일괄적으로 구축되기는 쉽지 않기

보고의도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반의 여러 가지 투약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환자안전행위계획은 환자안전문화가 구축된

안전시스템의 구축만으로 활용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21] 시스

경우 이를 위해 조직이 마련하는 지침과도 같은 것이므로 선행변수인

템의 구축 후 실제 활용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환자안전문화가 유의하지 않아 함께 유의한 판별예측요인이 되지 못

다는 연구에 근거할 때 한 번이라도 오류보고를 해 본 사람이 활용성

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조직 내 관리자인 상사의 리

인식이 높아 의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

더십이 우선적으로 정립되고, 환자안전문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추구

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기술기반 학습방법에 대한 활용성 인식이 높은

하기보다는 팀워크 향상이나 개방적 의사소통 등의 보다 하위개념에

사람이 실제 활용이 더 많았던 점을 볼 때 시스템의 활용과 활용성 인

주안점을 두고 하나씩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환자안전문

식은 회귀적인 관계, 즉 활용을 많이 할수록 인식이 좋아지고 인식이

화라는 것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을수록 활용을 더 많이 하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투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편의표출을 활용하였고, 조직의 구

약오류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단기적

조적 특성에 해당하는 병상 수 범주별로 1-2개의 기관만이 포함되었

인 캠페인이나 훈련, 혹은 부서별 보고대회 등 집중적으로 활용을 도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오류보고의도

와 활용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야 말로 장기적으

를 범주화하는 판별식의 도출은 향후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유형을 파

로 투약오류보고의도를 향상시켜 보고행위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 이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하는 데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판별함수식에 따르면 병상 수와 곱해지는 판별

결

계수는 -0.50이고, 투약오류보고시스템 활용성 인식과 곱해지는 판별

론

계수는 0.76으로 이 값은 회귀분석에서 베타값과 유사하다는 특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판별부하값이 보다 타당하다는 제안[36]에 근거하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투약오류보고의도 정도를 조사하고, 조직의

여 판별부하값이 -0.58이었던 병상 수가 조금 더 중요한 변수로 받아

구조와 기능적 특성 중 투약오류보고의도를 판별하는 예측인자를 파

들여질 수 있겠다. 본 판별식의 설명력은 25.1%에 지나지 않아 높은 수

악하여 투약오류보고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공

준이 아니었는데, 기존에 투약오류보고의도에 대한 관련변수인 다수

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7월에서 8월까지 한 달간

의 연구에서 투약오류보고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도출되었던 환

이었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판별분석을 이용하였다.

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행위계획, 상사의 카리스마는 판별예측요인이

투약오류보고의도에 따라 낮은 군, 중정도군, 높은 군의 세 집단으

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라 여겨지고 반복연구를 통해 재검정해 볼

로 분류하여 보고의도 정도를 판별한 결과 보고의도가 낮은 군과 높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 군을 유의하게 판별하는 한 개의 유의한 함수식이 도출되었으며 이

이는 환자안전문화는 오류보고의도와 관련이 깊고, 관리자의 코칭

함수식은 보고의도를 25%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8.2% 정

에 의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37]와

확하게 판별하였다. 병상 수와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성 인식이

는 다른 결과였다. 이를 구체적인 근거로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

투약오류보고의도를 유의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이 판

나 상사의 리더십이 환자안전문화를 구축할 만큼 안전에 우선순위를

별식에 의해 대상자를 분류하여 투약오류보고의도와 보고율을 향상

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McFadden et al. [5]의 연구에 따르면 상사

시키기 위해 맞춤형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 변혁적 리더십은 부서 내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있으므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환자안전문화조성에 직접적인

병상 수라는 조직의 구조적 특성 속에 가려진 보고의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써 환자안전행위계획의 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지하

기능적 특성을 찾아내어서 이를 중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는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이에 상사의 카리스마에 영향을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투약오류보고시스템의 활용성 인식

받는 환자안전문화가 오류보고의도를 예측할 만큼 가시적으로 구축

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잦은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

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

등의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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