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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ive factors (fatigue, labor intensity,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of medication errors in clinical
nurses to improve patients’ safety.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48 female nurses who have clinical experience for more than 1 year at
K hospital and pregnant nurses among them were exclud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27th to March 20th, 2019. The measurements of
medication errors, fatigue, labor intensity,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WIN 23.0. Results: The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medication errors were clinical experience (β = -0.41), fatigue (β = 0.31), work department emergency room (β = 0.28), work department surgery ward
(β = 0.25), and job stress (β = 0.23).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rses who had less clinical experience and felt more fatigue or job stress, were likely to
have more medication errors. Also, the nurses who work in emergency room or surgery units, experience more medication errors. Conclusions: Clinical
experience, fatigue, work area-emergency room, work area-surgery word and job stress were the main influential factors on medication errors of clinic
nurse. Theses influential factors should be integrally considered in nursing management to decrease medication errors. Especially, it is needed to
develop a programs that can indirectly improve clinical experience to prevent medic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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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의 발생건수는 2017년 1,075건에서 2018년 2,60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므로[2] 투약오류 감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

최근 국내에서는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환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2]. 미국의 경우, 투약오류를 흔히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로 인식하

환자안전사고가 큰 이슈가 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 환자

고 있으며, 100명 중 약 2명의 환자가 병원입원 기간 동안 예방 가능한

안전법이 시행되었다[1].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법

투약오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투약오류는 환자의

이 시행된 이후 국내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매 해마다 2배 이상 증

안녕을 위협하고, 상해와 사망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치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조사한 2018년 환자

료비용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4] 이를 막기 위한 추

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중 투약오

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류는 28.1%로 두 번째로 높았다[2]. 또한, 투약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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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류의 발생가능성은 많다[5]. 투약
오류는 부적절한 약물사용 또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임상 간호사의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으로 예방 가능하므로[6], 투약오류의 영향요인을 알아본다면 투약오

연구 방법

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외의 경우, 미국 투약오류 보고 및 예방 국립조정 위원회(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for Medication Error Reporting & Prevention,

연구설계

NCCMERP)에서는 투약오류의 원인 중 사람에 의한 요인을 지식부족,

본 연구는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투약

업무 미숙, 계산 착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부족, 피로 등

오류의 정도와 투약오류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으로 나누고 있다[6].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피로, 업

이다.

무강도, 스트레스를 투약오류의 원인으로 뽑았으며[7], 핀란드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투약오류와 관련된 요인으로 간호사의 임
상경력을 언급하였다[8].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소재 900병상 규모의 일개 종합병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투약오류와 인식 및 간호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총 간호사 수 940명 중 병동(외과병동, 내과병

사가 생각하는 투약오류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3], 간

동), 중환자실(내과중환자실, 외과중환자실, 신경외과중환자실, 심혈

호사의 Dominance, Influence, Steadiness, and Conscientiousness

관계중환자실), 특수부서(응급실) 등 각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48

(DISC) 행동유형에 따른 투약오류[4]에 대해 간호사 개인의 행동유형

명을 임의추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연구

및 인지에 한정하여 투약오류의 요인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취지에 맞도록 투약 업무가 포함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입사 1년 이

중환자실 간호사의 수면과 투약오류와의 관계 비교[9] 연구에서는 중

상의 간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

환자실 간호사로 한정하고, 수면과 투약오류와의 관계만을 측정하여

호사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신체, 생리학적,

영향요인을 알기에는 부족하였다.

성적 차이가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간호사는 24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간호서비스
를 제공하므로 간호사의 건강문제는 간호업무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

수 있기 때문에[13-15]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서 남자 간호사와 임신한
간호사를 제외하였다.

다[10]. 특히 간호사가 느끼는 피로와 업무강도는 신체적 건강에 심각

본 연구대상 표본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16]을 사용하여

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적

산출한 결과 다중선형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중간 수준의 효과

불편감으로 이어져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또한 간호

크기 0.15, 검정력 0.85, 투입될 예측변수 13개로 산출하였을 때 표본크

사의 낮은 수면의 질은 간호업무에 영향을 미쳐 투약오류의 증가를 일

기는 최소 144명이었다. 대상자의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총 170부의

으킬 수 있다[9].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도 환자에게 직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48부(87%)가 회수되었으며 이를 자료 분석에

접 제공되는 간호업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12], 간호업무수행

사용하였다.

즉 투약오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의 투약오류 중 사람에 의한 요인인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
및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투약오류를 줄이
는 방안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도구
피로

본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피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Chang et al. [13]이 개발한 한국판 다차원피로척도(Multidimensional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 간호사의 투약오류와 피로, 업무강도, 수면

Fatigue Scale, MFS) 도구를 개발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의 질,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

도구는 지난 2주간 피로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반적 피로도 8문

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항, 일상생활기능장애 6문항, 상황적 피로 5문항의 세 개 하부영역으

(1) 임상 간호사의 투약오류와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스트
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
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2) 임상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투약오류의 차이를 파악한다.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

(3) 임상 간호사의 투약오류와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스트

bach’s α)는 0.93이었고[13],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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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0.95 [17], 본 연구에서는 0.93으로 나타났다.

The Predictive Factors of Medication Errors

항, 직장문화 4문항의 7개 하부영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

업무강도

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

본 연구에서 업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ang [18]이 조선업 직종

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0.79이었고[15], 종합병원

을 대상으로 27개의 문항으로 개발된 노동강도 조사 도구를 Kim [19]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83 [22], 본 연구에서는 0.78로 나

이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의 노동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정한 19개

타났다.

의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였다. 본 도구
는 지난 1년간의 업무강도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항 중 내가 일하

투약오류

는 부서 작업 중 하청이나 외주도입이 늘어났다는 1문항은 간호 업무

본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투약오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에 맞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본 도구는 업무 시간의 연장을

Lee [3]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투약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약

나타내는 절대적 업무강도 6문항, 업무의 밀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업

오류 상황을 조사한 투약오류 26개 문항 중 Kim et al. [4]이 환자로 인

무강도 6문항, 그리고 근무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유연화 6문항의 세

한 투약오류 상황과 유사문항들을 정리하여 개발한 18개 문항으로 구

개 하부영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

성된 투약오류 도구를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간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고,

호사가 투약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도 높은 투약오류 상황

부정문항은 역 환산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강도가 높음

18가지를 제시해주고 지난 세 달간 각각의 상황별로 겪은 적이 있으면

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예” 없으면 “아니오”로 답하도록 도구를 구성하였다. 투약오류 도구

구에서의 신뢰도는 0.75이었고[20], 본 연구에서는 0.74이었다.

에 제시된 간호사가 투약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도 높은 상
황은 환자 복용여부 미확인, 환자나 보호자에게 투약 위임, 무균술 미

수면의 질

준수, 투약 전 서명, 투약 후 미기록, 투약 중지 처방된 약물 투여, 의사

본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처방 오류 확인 못하고 약물 투여, 환자의 약물 부작용 미확인, 환자의

Yi et al. [14]이 수면호흡장애센터에 방문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

약물 부작용 미기록, 의사처방 잘못 베껴 씀, 잘못된 약물 투여, 잘못된

한 수면의 질 측정도구를 도구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였다. 본 도구

약물 투여 시간, 다른 환자에게 투약, 투약 누락, 잘못된 투여경로로 투

는 지난 한 달간 수면의 질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한

약, 잘못된 약물 용량으로 투약, 잘못된 제형으로 투약, 유효기간 지난

수면으로 인한 주간 기능장애와 관련된 12문항, 수면 후 회복과 관련

약물을 투여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투약오류 여부는 제시된 투약오

된 4문항, 잠들기 어려움과 관련된 4문항, 일어나기 어려움과 관련된

류 상황을 조사시점 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경험한 경우(1점) 투약

3문항, 수면만족도 관련 3문항, 수면유지의 어려움과 관련된 2문항의

오류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투약오류의 빈도는 평균적으로 경험한

여섯 개 하부영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거의

제시된 투약오류 상황의 횟수를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검사-재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되

사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의 Pearson 상관계수는 0.92이었고[4], 본 연구

어있고, 부정 문항은 역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 정

에서 이분형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Kuder-Richardson formula 20

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0.92이었고[14], 종합

(KR-20)으로 분석하였을 때 0.52로 나타났다.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0.94 [21], 본 연구에서는 0.95
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의

직무 스트레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9-02-023)을 받은 후 수행되

본 연구에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

었다. 2019년 2월 27일에서 3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전에

해서 Chang et al. [15]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단축형 한국인 직

각 부서의 부서장이나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무 스트레스척도(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도구를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서면과 구두로 설명

사용 승인 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직무 스트레스

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 요구도 4문항, 직무 자율성 결여 4문항,

수집하였다. 동의서에는 본 연구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상

관계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

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연구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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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없으며 익명처리를 통해 비밀보장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8)

였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 SD (Range)

Age (y)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3.0 (IBM Co., Armonk, NY,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피로, 업무
강도, 수면의 질, 직무 스트레스, 투약오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
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투약오류 차이는 t-검정, 분산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투약오류
와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
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투약오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148명으로 평균 나이는 30.71 ± 6.79세로 26-30세가
33.1%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 대상자가 112명(75.7%),
결혼 상태는 미혼이 99명(66.9%), 급여는 250만 원 미만이 62명(41.9%)
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8.17± 6.50년이었고 그 중 45명
(30.4%)이 1-3년이었고, 현 부서 임상경력은 2.80 ±1.84년으로 2-3년이
68명(45.9%)으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의 근무 부서는 중환자실 46명
(31.1%), 외과 병동 40명(27.0%), 내과 병동 37명(25.0%), 응급실 25명
(1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7명(52%)의 대상자가 음주를 하지 않
았고, 운동을 하는 대상자는 79명(53.4%)이었다(Table 1).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 스트레스, 투약오류 정도

< 26
42 (28.4) 30.71 ± 6.79 (23-51)
26-30
49 (33.1)
31-40
41 (27.7)
> 40
16 (10.8)
Education
College
19 (12.8)
University
112 (75.7)
Graduate school
17 (11.5)
Marital status
Single
99 (66.9)
Married
49 (33.1)
Monthly income
< 250
62 (41.9)
(10,000 won)
250-300
31 (21.0)
301-350
32 (21.6)
> 350
23 (15.5)
Clinical experience 1-3
45 (30.4) 8.17 ± 6.50 (1-28)
(y)
4-6
39 (26.4)
7-15
41 (27.7)
> 15
23 (15.5)
Clinical experience 1
39 (26.4) 2.80 ± 1.84 (1-12)
in current
2-3
68 (45.9)
position (y)
>3
41 (27.7)
Work area
Medical ward
37 (25.0)
Surgical ward
40 (27.0)
Emergency room
25 (16.9)
Intensive care unit 46 (31.1)
Alcohol drinking
Yes
71 (48.0)
No
77 (52.0)
Exercise (3 times
Regular
33 (22.3)
per week)
Irregular
46 (31.1)
None
69 (46.6)
SD, standard deviation.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 사후

대상자의 측정된 피로 점수는 93.38±15.97점(범위 52-124점)으로 나

검증 결과 40세 이하 군이 40세 초과 군보다 투약오류 정도가 높았고,

타났다. 업무 강도 점수는 62.35 ± 6.83점(범위 45-79점), 수면의 질 점수

급여에 따른 투약오류 정도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군이 350만 원 초

는 36.68 ±16.01점(범위 5-71점),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63.28 ±

과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투약오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6.28점(범위 47-80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측정된 투약오류의 평균

다. 임상경력은 1-3년인 군이 16년 이상의 군보다 투약오류 정도가 높

2.14 ±1.71점(범위 0-7)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95.9%가 최근 3개월

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근무부서의 경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군이 중

동안 투약오류를 경험하였고, 그중 ‘의무기록 서명란에 투약 전 미리

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군보다 투약오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

투약사실을 기재한다’가 49.3%, ‘분할 약을 한꺼번에 환자에게 주고 나

도, 결혼여부, 현 부서경력, 음주, 운동 여부에 따른 투약오류는 유의한

눠먹도록 교육한다’가 41.9%를 차지하였다(Table 2).

차이가 없었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투약오류 정도의 차이

투약오류 정도와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 스트레스 간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투약오류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

는 다음과 같다. 나이(F = 4.64, p = 0.004), 급여(F =2.84, p = 0.004), 임상

대상자의 투약오류 정도와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및 직무 스트

경력(F =3.20, p = 0.025), 근무부서(F = 6.67, p < 0.001)에 따른 투약오류

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약오류 정도와 피로(r =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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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 직무 스트레스(r= 0.26, p = 0.001)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만 투약오류 정도와 수면의 질, 업무강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대상자의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약

다. 또한 피로와 업무강도(r= 0.54, p <0.001), 수면의 질(r= 0.65, p <0.001),

오류와 관련요인인 피로, 업무강도, 수면의 질, 직무 스트레스 변수들

직무 스트레스(r= 0.42, p < 0.001)가 정적 상관관계를, 업무강도와 수면

과 대상자의 특성 중에서 나이, 임상경력, 근무 부서, 급여를 독립변수

의 질(r= 0.48, p < 0.001), 직무 스트레스(r= 0.65, p < 0.001)도 정적 상관

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

관계를 나타냈다. 수면의 질과 직무 스트레스(r= 0.51, p < 0.001)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3. Medication err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8)
Characteristics

Table 2. Level of fatigue, labor intensity, quality of sleep, job stress, and
medication errors of participants
Variables

Mean±SD

Min-Max

Potential
range

Age (y)

< 26a
26-30b
31-40c
> 40d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rital
Single
status
Married
Monthly
< 250a
income
250-300
(10,000 won) 301-350
> 350b
Clinical
1-3a
experience 4-6
(y)
7-15
> 15b
Clinical
1
experience 2-3
in current
>3
position (y)
Work area
Medical warda
Surgical wardb
Emergency roomc
Intensive care unitd
Alcohol
Yes
drinking
No
Exercise
Regular
(3 times per Irregular
week)
None

n (%)

Fatigue
93.38±15.97
52-124
19-133
Labor intensity
62.35±6.83
45-79
18-90
Quality of sleep
36.68±16.01
5-71
0-84
Job stress
63.28±6.28
47-80
24-96
142 (95.9)
0-18
2.14±1.71
0-7
Medication errors
Item Do not check whether patient take the medicine
26 (17.6)
Give patients split medicine at once and let them take 62 (41.9)
it in installments
Wrong aseptic technique
28 (18.9)
Pre-signed before administration
73 (49.3)
Forgot to record after adminstration of medication
19 (12.8)
Drug canceled by Dr.’s order
4 (2.7)
Carried out order which had a Dr.’s prescription error
9 (6.1)
Unconfirmed drug side-effect
20 (13.5)
Unreported drug side-effect
9 (6.1)
Mistaken transcription
3 (2.0)
Wrong drug
0 (0.0)
Wrong time (delayed or too early)
56 (37.8)
Wrong patient
0 (0.0)
Omission
5 (3.4)
Wrong route
0 (0.0)
Wrong dose (over or under)
3 (2.0)
Wrong form
0 (0.0)
Past expiration of validity date
0 (0.0)
Total*
317
SD, standard deviation.
*Multiple responses.

Categories

Medication errors
Mean ± SD

t/F (p)

Scheffe

2.50 ± 1.86
2.31 ± 1.57
2.12 ± 1.66
0.75 ± 1.13
2.00 ± 1.53
2.25 ± 1.74
1.59 ± 1.62
2.32 ± 1.74
1.78 ± 1.60
2.35 ± 1.76
2.35 ± 1.76
2.19 ± 1.67
1.22 ± 1.28
2.53 ± 1.75
2.33 ± 1.66
2.02 ± 1.56
1.26 ± 1.71
2.56 ± 1.67
2.04 ± 1.64
1.90 ± 1.81

4.64 (0.004)

a, b, c > d

1.19 (0.309)

1.85 (0.066)
2.84 (0.004)

a>b

3.20 (0.025)

a>b

1.73 (0.182)

1.73 ± 1.77 6.67 ( < 0.001)
2.53 ± 1.74
3.16 ± 1.70
1.59 ± 1.29
2.31 ± 1.55 1.16 (0.248)
1.99 ± 1.84
2.12 ± 1.90 1.02 (0.362)
2.33 ± 1.82
1.87 ± 1.34

c>d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among medication errors and fatigue, labor intensity, quality of sleep and job stress (n=148)
Variables
Fatigue
Labor intensity
Quality of sleep
Job stress
Medication errors

Fatigue

Labor intensity

Quality of sleep

Job stress

r (p)

r (p)

r (p)

r (p)

0.54 ( <0.001)
0.65 ( <0.001)
0.42 ( <0.001)
0.27 (0.001)

0.48 ( < 0.001)
0.65 ( < 0.001)
0.14 (0.083)

0.51 ( < 0.001)
0.12 (0.162)

0.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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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influencing medication errors of participants (n=148)
β

대학병원 1곳과 종합병원 3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92.6%의

VIF

간호사가 투약오류를 경험하였고[3], 그 중 59.6%가 투약 전 미리 투약

(Constant)
-2.28 1.54
-1.48 0.141
Monthly income (10,000 won) (ref.<250)
250-300
0.14 0.37
0.03 0.38 0.702 1.52
301-350
0.81 0.51
0.20 1.59 0.113 2.94
>350
0.56 0.68
0.12 0.83 0.411 4.07
Clinical experience (y)
-0.11 0.04 -0.41 -2.80 0.006 4.09
Work area (ref.: ICU)
Medical ward
0.24 0.34
0.06 0.70 0.488 1.47
Surgery ward
0.95 0.34
0.25 2.81 0.006 1.50
Emergency room
1.26 0.38
0.28 3.31 0.001 1.36
Fatigue
0.03 0.01
0.31 3.04 0.003 2.05
Labor intensity
-0.03 0.03 -0.13 -1.22 0.223 2.16
Quality of sleep
-0.02 0.01 -0.16 -1.56 0.122 2.13
Job stress
0.06 0.03
0.23 2.27 0.025 2.04
R2 = 0.30, Adjusted R2 =0.24, F=5.23, p <0.001, Durbin-Watson = 0.09

기록을 기재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2008년 대학병원 1곳과 종합병원

Variables

B

SE

t

p

SE, standard error; 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ref, reference; ICU, intensive care unit.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4]에서 98.7%의 간호사가 최근 3개월간
투약오류 경험을 하였고, ‘투약 전 미리 투약기록’이 59.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 병원 규모와
연구 시기와는 상관없이 임상 간호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투약오류
는 ‘투약 전 서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투약 전 서명
은 의료인들 간에 의사소통 장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약오류 감소와 의료인들 간 의사소통 개선에 힘
쓰고 있다[23]. 실제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투약 스케줄의 완결
성을 증가시키는 등 투약오류 비율이 58%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23]. 우리나라에서도 약물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해 자료수집을 한 병원은
현재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 바코드 시

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스템의 도입은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인한 결과 나이와 임상경력의 공차가 각각 0.05이었고, VIF는 각각

여겨진다.

20.24, 21.12로 나타나 나이를 제외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제시된 18개의 투약오류 상황 중 평균적으로 2.1회

회귀모형은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을 진단하였고, 오차항에 대한

의 상황에서 투약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의

기본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0.09로 자기상관이

1개 대학병원과 2개의 종합병원에서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4]

없었고, 공차한계는 0.25-0.73으로 0.1 이상을 나타냈으며, VIF도 1.36-

에서 동일하게 제시된 투약오류 상황 중 평균 13.57회의 상황을 경험한

4.0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특히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시행 시점과 연구 대상 기

한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

관이 달라 나타난 차이로 추측된다.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의 거리값도 1.0을 초과하는 값도 없음이 확
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 경력, 피로, 근
무 부서,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 중 대상자의 임상 경력은 투약

분석결과 투약오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 =5.23,

오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상자의

p < 0.001), 모형의 설명력은 30%이었다. 또한,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경력이 낮을수록 투약오류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

요인은 임상경력(β = -0.41), 피로(β = 0.31), 근무 부서 응급실(β = 0.28),

다. 일반적으로 임상 경력이 낮을수록 투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근무 부서 외과병동(β = 0.25), 직무 스트레스(β = 0.23) 순으로 나타났

점을 감안할 때, 투약에 대한 경험 부족이 투약오류의 영향 요인이라

다(Table 5).

는 연구[24]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투약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으로 투약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실질적

고 찰

이고 효과적인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신
규간호사 42명을 대상으로 한 Chang et al. [25]의 연구에서 응급상황

본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의 투약오류에 영향을 주

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강의식 교육을 받은 간호사

는 요인을 파악하여 투약오류를 줄이고, 투약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한

보다 간호업무 수행능력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투약 오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투약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높일 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95.9%가 최근 3개월 동안 투약오류를 경험

있도록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간호사가 많이 경험하는 투약오류 상황들

하였고, 그 중 49.3%의 대상자가 투약 전에 미리 투약기록을 기재한다

을 투약관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개발하고 그에 대한 효

고 답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투약오류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7년

과측정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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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간호사의 피로는 평균 93.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

The Predictive Factors of Medication Errors

가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은 도구를 사용하여 부산, 울산 및 경남 지역의 200병상 이상의 10개

본 연구에서 업무강도와 수면의 질은 투약오류에 유의한 영향요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7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17]의

은 아니었다. 업무강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업무강

58.12점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병원 규모, 환자의 중증도, 조

도는 간호업무의 영향요인이었고[11], 업무강도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직의 특성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피로를 파악

주었다[1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업무강도가 투약오류의 영향요인으로

함에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환자의 중증도, 의료기관의 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간호사의 업무강도와 간호업무 즉 투약오류에서

모, 조직의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피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스트레스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피로는 임상 간호사의 투약오류에 두 번째로 영

울소재 2,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9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피로가 심한 밤 근무

간호사 12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수면시간이 투약오류에 영향

시간에 투약오류를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9]결과와 피로와 밀접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198명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0]에

한 관련이 있는 졸리움이 간호업무 중 오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서 피로가 수면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26]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투약오류와 피로 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서 수면의 질이 투약오류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었던 것은 수면의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과 투약오류의 관계에서 피로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

본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63.3점이었고, 이는 같은 도
구를 사용하여 충주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

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간호사의 투약오류의 영향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와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로 한 연구[22]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61.96점과 비슷하였다. Chang et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근무 부서(응급실, 외과병동)는 투약오류에

al. [15]이 도구개발 당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232명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의 점수에 해당하는 기준이 50.1-55.6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간호

구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활동 수행에서 투약오류 예방 활동 영역

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

이 두 번째로 수행 정도가 높았다는 연구[30] 결과를 통해 응급실 근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투약오류에

무 대상자가 투약오류를 막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투약오류와 직무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하지만 긴급하고 바쁘게 이루어지는 응급실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간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직무 스트레스가

호사의 투약오류 예방 활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약오류가 많이 발

간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27] 즉, 직무 스트레스는

생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Kim et al. [4]의 연구에서는 외과병동

투약을 포함한 간호업무 성과의 영향요인과 유사하다. 현재까지 간호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타부서 근무 간호사보다 투약오류 경험 정도

사의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마사지법이나 아로마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를 희석하여 흡입하는 방법이 많았으며[28], 이러한 방법이 간호사의

근무부서에 따른 투약오류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

스트레스와 투약오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

진다.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도구 중 투약오류의 신뢰도는 낮았다. 본 도구

본 연구 대상자의 업무강도는 62.4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는 2008년에 개발된 도구[3]로 이분법척도로 되어있다. 2008년 20명의

대구 지역의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곳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이용하였을 때 Pear-

한 연구[10]에서의 업무강도 64.75점과 유사하였다. 이 점수들은 중간

son 상관계수는 0.92으로 높게 나타나[4]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308

보다 높은 점수로 확인되며, 두 연구의 대상자가 중상 정도의 업무강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처방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도를 경험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잘못된 투여경로 및 환자,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 투여와 같은 투약오

대상자의 수면의 질은 36.7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류가 2.3-17.5%이었다[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투약오

300-500병상 규모의 6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

류 항목의 경험이 0%로 나타났고, 이분법 척도로써 모든 간호사들이

한 연구[21]에서 36.01점과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면의 질

모든 항목을 경험한 것은 아니어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신뢰도가 낮

도구 개발자인 Yi et al. [14]의 연구에서 2004년 만 18세부터 59세까지

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병원의 투약교육강화 및 전산화로

성인 중 불면증 군이 30.19점임을 감안할 때, 간호사는 불면증 군보다

인해 투약오류에 대한 변화도 있으니 시대흐름에 맞는 투약오류 도구

수면의 질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

개발 및 반복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진 선행연구[29]에서 아로마 흡입법이 피로와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구광역시 소재 1곳의 대학병원 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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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감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공할 수 있고, 피로

factors associated with medication errors in adult medical and surgical

및 직무 스트레스가 투약오류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inpatients: a direct observation approach with medication record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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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 Nurs 2014;21(4):403-412 (Korean). DOI: 10.7739/jkafn.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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