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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이용하는간호사의 만족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융합적으로

규명하여 간호사의 만족도를 높여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연구방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G 광역시에 소재한 C 대학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

하는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자료 377부를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자의무

기록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를 지

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제적인 직무스트레스 중재 관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간호기록 작성 시간이

단축되어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의무기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

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관한 지속적인 간호교육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융합

Abstract This is a convergence study to provide an effective way of managing nurses’ job stress by

improving nurse satisfaction through an integrated identification of the effect satisfaction level on job stress

for nurses us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EMR) system.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1 to

September 1, 2014. The participants were 377 nurses from C university hospital of G metropolitan city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The result shows that job stress decreases as nurses’ satisfaction level of using

the EMR system increases. Thus, a practical job stress medi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continuously enhance nurses’ satisfaction with the EMR system, which is expected to shorten the nursing

record writing time and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for patients. Furthermore, to improve the

satisfaction with the EMR, appropriate management, such as continuous nursing education on the EMR

system, will be needed.

• Key Words :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Nurse, Satisfaction, Job stress,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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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우리사회는다양한정보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

인하여지식정보화사회로변모하고있으며그영향은개

인생활수준과지식수준의향상으로경제적수준의변화

를 촉진하게 되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서비스

에대한소비자의요구증가및사회적인식변화로환자

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1]. 이러

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의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요구 증대,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융합을적용한새로운의료솔루션을탄생시키며, 의료분

야의 정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2].

최근 국내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은 대중화되고 있으며, 진료 중 발생한 환

자의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의무기록에 대한 수기작업

을 최소화하고, 모든 의무기록을 통합하고 컴퓨터를 통

해진료에필요한모든정보를입력, 공유, 검색, 저장, 관

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이는 단순한 의무기록의 형

식전환을넘어환자대기시간단축으로효율적인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챠트보관 공간의 축소와 인력

등의 감소로 공간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환자진료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용이한 접근성, 정보의

다양한활용등유무형의가치가상당히크다. 또한정확

한 의무 기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의료진에게 진료시 의

사결정을도울수있는의학적지식과연계를가능하게

해주었으며임상간호현장에서는환자에게직접간호를

제공할 시간을 증가시켜 줄 수 있었다.[4] 이에 따라 각

병원들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도입의 노

력이 한층 더 증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의 성공

적인구축및사용을위해다양한측면에서연구가진행

되고 있다[5].

하지만 급격한 병원의료전산화의 발전으로 진료기록

및개인정보등의중요한자료들은의료기관내에보관되

어 자료를 변조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관련 의료법 및 시행규칙은 단순히

필요 시설과 장비 종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다

양한의료기관현장에서활용되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

인규정의제정이요구된다[6]. 전자의무기록은전자적으

로보관, 관리, 전송등의기능을수행하며환자의진료정

보와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에 보안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병원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

용자의질병정보를빅데이터화하여시간과장소에상관

없이의료정보를사용자의속성정보와연계하여원활한

접근을 통해[7]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도입의 주요변수로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시스템의 기술

적, 경제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측면으로 받아들여지

고있으며최근이에대한많은연구들이이루어지고있

다[8,9,10]. 이러한연구에서는사용자의만족도가높을수

록 병원발전에 기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처리속도 단축,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객만족 등 병

원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나타나주사용자인간호사의만족도를더욱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구조적 외적

요인의강화와더불어개인의내적요인의강화가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11].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반응으로근로자의직무수행환경속에서개인의

능력과 욕구가 직무환경의 요구와 일치되지 않을 때 발

생하는근로자의불균형상태로개념화된다.직무스트레

스를 일으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주로 근로자 개인

과업무환경, 업무조직등복합적인영향을받는다고알

려져있다[12]. 인간의생명을다루는의료인의직무스트

레스는 다른 보건의료 직종보다 그 심각성이 매우 크며,

특히 간호사는 병원의료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병원 내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으

며, 환자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과중 뿐 만 아니라 의

료사고나과실에대한무거운책무등업무의특성상고

도의 긴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13,14]. 이렇듯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호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15]. 또한 전자의무기록 시

스템의새로운기술도입은그어느때보다도급변하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리 및 의료서비스 평가를 포함 한 주

의집중을해야하는업무들로인하여간호사들의직무스

트레스는 증가되고 있다.

간호사의직무스트레스관련선행연구에서는직무스

트레스가 높으면 직무수행능력과 직무만족도가 저하되

고, 간호사의이직의도와 소진에영향 요인이된다[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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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하부요인중직무자율성결여, 업무량과중,

대인관계갈등,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직무불안정성, 자

아존중감이 간호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18]. 이렇게 급변하는 병원환경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원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19]와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후에 업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20,21,22], 직무스트

레스와 관련된 연구 등이 있다[23,24,25]. 병원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직접적인 의료제공에 수행하고 있지만, 간

호사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사용자 만족

도 및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용자인간호사

의만족도및직무스트레스를확인함으로써향후전자의

무기록시스템에 관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융

합 활용방안 및 운영을 제시하고, 간호사의 직무스트레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되

었다.

2. 연구설계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간호사의

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한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C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이에 설문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

적과 개인정보 비밀보장 및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

지않음을설명한뒤, 각 부서의팀장을통하여설문지를

배부하고 2014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배포한설문지 379부 중 불성실

한 응답을 나타낸 설문지 2부를 제외한 377부(회수율:

99.0%)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2.3.1 간호사의 만족도

간호사의 만족도 측정도구는 홍경아[19]의 연구에서

적용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불

만족” 1점에서 “매우만족” 5점까지 점수가높을수록 만

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0.94이었고, 기능 및 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Cronbach'α=0.87, 표준화 및 정보 활용 만족도는

Cronbach'α=0.91, 업무 만족도는 Cronbach'α=0.92이었다.

2.3.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장세진 등[26]이 개발한 한

국인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ening form: KOSS-SF)으로 측정하였

다. 7개의 하부영역으로는 직무자율성(4문항), 직무요구

도(4문항), 직장문화(4문항), 조직적 관리체계(4문항), 관

계갈등(3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직무불안정성(2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에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으로 총 24문항

으로 구성되어있다. 간호사에게 부적합한문항 7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0.80이다.

2.4 자료분석방법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이

용하여 분석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

하였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대한간호사의만족도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

석하였고,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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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355명(94.2%) 남자가 22명

(5.8%)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25-29세가 154명

(40.8%), 24세 이하가 68명(18.0%), 40세 이상이 62명

(16.4%), 30-34세가 58명(15.4%), 35-40세가 35명(9.3%)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년수는 3년 미만이 131명

(34.7%), 7년 이상이 111명(29.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EMR 사용기간에서는 5년 이상이 154명(40.8%)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이챠트기록 사용여부에 대한 질

문에서는 ‘없다’라고응답한경우가 218명(57.8%), 5년이

상이 154명(22%)의 순으로나타났다. 근무부서의경우는

일반병동이 215명(57%), 특수부서가 97명(25.7%)이었다.

학력에서는 전문대학졸업이 187명(49.6%)이었으며,

RN-BSN 및 대학교 졸업이 128명(34.0%)의 순이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164명(43.5%)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77)
Variable n %

Gender
Male 22 5.8
Female 355 94.2

Age
(years)

Under 24 68 18.0
25-29 154 40.8
30～34 58 15.4
35～39 35 9.3
Over 40 62 16.4

Working period
(years)

Less than 3 131 34.7
3～Less than 5 88 23.2
5～Less than7 47 12.5
More than 7 111 29.4

Total EMR
usage period
(years)

Less than 1 48 12.7
1～Less than3 89 23.6
3～Less than5 86 22.8
More than 5 154 40.8

Using paper
chart records

None 218 57.8
Less than 3 57 15.1
3～Less than 5 19 5.0
More than 5 83 22.0

Working filed

Ward 215 57.0
Special department 97 25.7
OR 37 9.8
NUR/AKU 28 7.4

3.2 간호사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만족
도, 직무스트레스 정도 
간호사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

스트레스는 다음<Table 2>와 같다. 만족도는 평균

3.28±0.47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표준화및정보활용도

는 3.39점, 업무 만족도는 3.23점, 기능 및 성능 만족도는

3.22점 순이었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2.55점

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The score of Nurses Satisfaction, Job Stress
(N=377)

M±SD Range

Satisfaction of EMR 3.28±0.47 1～5

Func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3.22±0.52 1～5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utilization

3.39±0.50 1～5

Job satisfaction 3.23±0.57 1～5

Job stress 2.55±0.16 1.96～3.08

3.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
도 및 직무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대한간호사의만족도및직무

스트레스간의상관관계는다음과같다. 직무트레스와기

능및성능만족도(r=.17, p<.000), 표준화및정보활용도

(r=.12, p<.000), 업무 만족도(r=.14, p<.000)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Nurses Satisfaction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Job Stress  

(N=377)

Satisfaction
of EMR

Func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Standardiz
ation
and

Information
utilization

Job
satisfaction

Job
stress

Satisfaction of
EMR

1

Func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89**

(p=.000)
1

Standardizati
on and
Information
utilization

.88**

(p=.000)
.70**

(p=.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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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만족도차이를분석한결과기능및성능만족도에

서는연령(F=3.00, p=.019), 근무년수(F=3.22, p=.0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표준화 및 정보 활용

만족도에서는 연령(F=2.61, p=.036), 컴퓨터 관련 자격증

유무(F=12.14, p=.001), 업무만족도에서는 근무년수

(F=3.13, p=.026), 컴퓨터 관련 자격증 유무(F=11.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3.5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직무스트레스에서는 근무년수(F=3.01,

p=.030)와 근무부서(F=3.40, p=.018)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컴퓨터관련자격증유무(F=4.09, p=.044)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Difference of Nurses Satisfaction with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77) 

Variable

Func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utilization

Job satisfaction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Gender Male 3.14±0.56 0.43
(.512)

3.24±0.51 1.85
(.175)

3.10±0.58 1.16
(.281)Female 3.21±0.52 3.39±0.49 3.23±0.56

Age(years) Under 24a 3.34±0.50

3.00
(.019)

c<b<d
<e<a

3.47±0.45

2.61
(.0.36)

c<b<d<
a<e

3.27±0.57

0.22
(.926)

25-29b 3.19±0.52 3.35±0.45 3.23±0.54

30～34c 3.05±0.45 3.26±0.51 3.17±0.56

35～39d 3.25±0.48 3.36±0.48 3.24±0.53

Over 40e 3.29±0.62 3.51±0.61 3.24±0.67

Working
period
(years)

Less than 3a 3.24±0.48

3.22
(.023)

b<ad
<c

3.39±0.45

1.69
(.168)

3.21±0.49

3.13
(.026)

b<ad<
c

3～Less than 5b 3.06±0.54 3.29±0.46 3.10±0.61

5～Less than7c 3.30±0.45 3.37±0.43 3.39±0.52

More than 7d 3.25±0.56 3.45±0.57 3.27±0.61

Total EMR
usage period
(years)

Less than 1 3.26±0.50

2.10
(.101)

3.37±0.49

1.75
(.157)

3.17±0.55

1.41
(.240)

1～Less than3 3.23±0.48 3.44±0.47 3.23±0.47

3～Less than5 3.09±0.53 3.28±0.43 3.14±0.59

More than 5 3.21±0.52 3.41±0.53 3.29±0.60

Using paper
records

None 3.23±0.50

0.93
(.427)

3.37±0.45

1.39
(.245)

3.24±0.53

0.20
(.897)

Less than 3 3.12±0.48 3.34±0.49 3.21±0.56

3～Less than 5 3.12±0.61 3.24±0.44 3.14±0.69

More than 5 3.25±0.58 3.46±0.58 3.22±0.63

Working filed Ward 3.24±0.53

1.66
(.175)

3.38±0.51

0.38
(.770)

3.22±0.57

1.12
(.343)

Special department 3.15±0.50 3.36±0.46 3.19±0.55

OR 3.10±0.55 3.37±0.43 3.22±0.68

NUR/AKU 3.32±0.44 3.47±0.50 3.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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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 of Job Stress with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77)
Variable

Job stress t/F
(p)

sche
ffeM±SD

Gender Male 2.60±0.12 2.31
(.129)Female 2.55±0.16

Age
(years)

Under 24 2.59±0.17

1.35
(.252)

25-29 2.56±0.16

30～34 2.55±0.17

35～39 2.53±0.16

Over 40 2.53±0.14

Working
period
(years)

Less than 3a 2.57±0.15

3.01
(.030)

b<d<
a<c

3～Less than 5b 2.52±0.17

5～Less than7c 2.58±0.15

More than 7d 2.53±0.15

Total EMR
usage
period
(years)

Less than 1 2.57±0.15

0.90
(.441)

1～Less than3 2.56±0.17

3～Less than5 2.54±0.15

More than 5 2.54±0.15

Using paper
records

None 2.56±0.15

0.68
(.568)

Less than 3 2.54±0.19

3～Less than 5 2.57±0.16

More than 5 2.53±0.14

Working
filed

Ward 2.56±0.16

3.40
(.018)

c<a,
b,d

Special department 2.56±0.15

OR 2.48±0.16

NUR/AKU 2.51±0.13

Education
level

College 2.55±0.16
1.06
(.348)

RN-BSN, University 2.56±0.15

Graduate school 2.53±0.15

Computer
certificate

Yes 2.57±0.17 4.09
(.044.)No 2.54±0.15

3.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
도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융합 영향요인

직무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융합요인을확인하기

위하여 만족도의 하부요인으로 기능 및 성능 만족도, 표

준화 및 정보활용도, 업무 만족도, 일반적 특성 중 직무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근무년수, 근무부서, 컴

퓨터관련자격증유무를포함하여다중회귀분석을실시

한결과, 기능및성능만족도(β=.170, p=.024), 표준화및

정보활용도(β=-.219, p=.003), 업무만족도(β=.245 p=.001),

근무부서(β=-161, p=.002)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

향을미치는융합요인으로나타났고, 설명력은 0.97%이

었다(F=7.745, p=.000). 따라서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대

한 간호사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수있을 것으로예측된다<Table 6>. 다중공선

성을조사한결과분산팽창지수가 1.031∼2.359으로기준

치인 VIF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종속변수의등분산성을 Levene 등분산 검정으로확인하

였고, 잔차분석 결과 Durbin-Waston 1.002로 오차항간

에독립성을확인하여회귀분석의가정이충족됨을확인

하였다.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Job Stress     (N=377)
Variable

Unstandardized β

(S)
t p

B SE

Constant 2.440 .116 21.077 .000

Function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090 .040 .170 2.265 .024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utilization

-.122 .041 -.219 -2.951 .003

Job satisfaction .119 .036 .245 3.354 .001

Working period -.012 .011 -.054 -1.090 .276

Working filed -.048 .015 -.161 -3.181 .002

Computer certificate -.044 .028 -.078 -1.540 .124

F=7.745, p=.000
R²=.112, Adjusted R²=.097

SE, Standard Error; S, standardized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간호

사의 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였고, 주

요 융합 요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사의 전자의

무기록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28점이며, 하위영

역으로 표준화 및 정보 활용도가 3.39점으로 가장 높았

다. 이는 곽성정[27]의 연구에서 3.44점, 강지숙 등[28]의

연구에서 만족도 평균 3.47점이며, 표준화 및 정보 활용

도가 3.80점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특히 각 연구에서 표

준화및정보활용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결과는

일치하였다. 표준화 및 정보 활용도에 대한만족도는 전

자의무기록의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 환자 진료시 필요

한정보활용및제공, 정보에대한접근성이용이, 타부서

간자료공유등이포함되어의료정보공유와의사소통에

관한 만족도가 주를 이루는데, 표준화 및 정보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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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는것은의무기록이나검사결과조회, 데이터관리, 신

속한 통계산출, 자료처리의 통일성에 대한 만족을 나타

내어 전자의무기록의 장점[29,30]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

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직무스트레스차이는만족도에서는연령,

근무년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유무와 관련이 있었으며,

직무스트레스에서는근무년수, 근무부서, 컴퓨터관련자

격증유무에따른차이가있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만족도에서 기능 및 성능 만족도는 연령

에서 24세이하가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김소연[4]의

연구에서는 만 35세 이상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

고, 이은혜[31]의 연구에서 20대군의경우기능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근무년

수가 5∼7년 미만이높게나타났으며, 고수민[23]의 연구

에서근무년수에따라 5년이상에서가장높게나타낸결

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김소연[4]의 연구에서는 10년

이상 사용자가 인식도 및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한주영

[32]의 연구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기록 작성 시에는 챠트가

있어야만 기록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지만 전자의무

기록의장점인컴퓨터가있는곳이면어디에서든처방과

기록을 할 수 있어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5년 이상인

사용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대한간호사의표준화및정보

활용도는 연령에서 4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소연[4]의 연구에서 10년 이상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를나타냈고, 오재우등[1]의 연구에서도 10년 이상근무

한 경우 즉,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활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냈다. 하지만 이은숙[33]의 연구에서 40대의 만족도

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상반되는결과를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병원

간호부서에서간호사를대상으로컴퓨터활용을위한교

육 실습을 매회 실시한 결과 간호사의 컴퓨터 작업능력

향상과전자기계의 두려움 극복하는데도움이되었으며,

새로운 의료업무의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간호사들의

변화와 강한 의지가 있어 이러한 결과 전체 간호사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간호사의 업무만족도는

근무년수가 5∼7년 미만이가장높은만족도를나타냈고,

이는 학교를 졸업 후 임상을 시작하여 병원이라는 환경

에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시점이 이 시기가 되므로

업무만족도가 높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승된 것으로 본다. 이은숙[33]의 연구에서는 전자의무

기록시스템의 기능과 성능 만족도, 표준화 및 정보활용

도, 사용지원만족도가 30대에서가장높은만족도를보

였고, 김소연[4]의 연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각 연령군 중

만 35세이상에서인식도및만족도가비교적높은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의컴퓨터관련자격증소지자는전자의무기록

에대한만족도에서전체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였는데,

이는 컴퓨터관련자격증소지자는전산업무환경에보다

익숙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빠른

적응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는

간호사의 전산업무능력 파악에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사의일반적특성에따른직무스트레스에서근무

년수 5년～7년 미만이직무스트레스가가장높은것으로

나타났고최경란등[14]의 연구결과에서는임상경험및

교대근무경력에따른직무스트레스정도가 10년 이상이

각각평균 3.74, 평균 3.81로 가장높았고, 특히임상경험

10년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5년 미만 보다 직무스트

레스가 높아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 하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임상 경력이 길수록 직무

스트레스 평균이 높았다고 보고한 안미경[34]과 임두희

[35]의 연구결과와일부유사하였고, 3차의료기관간호

사 296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하여 임상 경

력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박성애

[36]의 연구결과와도일부비슷하였다. 임상경력이많은

간호사의경우환자및보호자, 의사와의갈등등을관리

하는 대인 관계문제로 인해 감당해야 할 책임감이 증가

되나 그에 따른 적절한 대우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무스트레스가높아질수있다[34,36].또한 조직이나개

인은적정수준에서최상의성과를달성할수있으나직

무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자가 직

무를수행하면서받게되는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대

처방안은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관리되는것이바람

직하다[37].

반면임상경력이짧은간호사의경우이론과실제사

이에서겪는역할갈등과과중한업무량및미숙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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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에 의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는 등[34],

임상 경력에따른직무스트레스의연구결과가다소차이

가있을수있다고판단되고, 최근다양한의료기관인증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과 관련된

경력직 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책임이 직무스트레스와 관

련이있을수있음을시사한다. 따라서임상경력시기별

로 겪을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여 경력에

맞는교육을지속적으로제공한다면효율적인간호인력

관리를 통한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근무부서별차이에의한직무스트레스가일반병동과특

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일

반병동과 특수병동 간호사들이 외래간호사보다 업무스

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38,39]. 이는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행해야 할

기록업무, 간호행위, 교육활동등이상대적으로많아지면

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정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융합요인으로만족도

요인은 기능 및 성능 만족도, 표준화 및정보 활용도, 업

무 만족도, 일반적 특성 중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

를보인근무년수, 근무부서, 컴퓨터관련자격증유무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 및 성능 만

족도(β =.170, p=.024), 표준화 및 정보 활용도(β =-.219,

p=.003), 업무 만족도(β=.245 p=.001), 근무부서(β =-161,

p=.002)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0.97%이었다(F=7.745,

p=.000). 이혜순[18]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직무자율성결여,

업무량과중,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대인관계문제, 자아

존중감, 교대근무로나타났다. 이러한직무스트레스관리

를위해이은연와손경희[40]는 관심과그에맞는적절한

보상이필요하다고하였다. 이처럼직무스트레스는간호

사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그러므로 병원 및 간호조직은 간호사들이 다양한 융

합 요인에 의해 업무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늘어나는전자의무기록업무량을고려하여간호사

개인의 업무량 및 업무의 질을 파악하고, 직접간호와 간

접간호업무량을분석하여간호본연의업무를시행하면

서 간호사에게 업무 부담이 과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효율적인근무를위한융합관리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의료정보화의기반이되는전자의무기록시

스템을이용하는간호사의만족도및직무스트레스에대

해 확인하고 이들 간의 융합 관계를 분석하여 간호업무

수행능력을향상시키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관한정

기적인 간호교육프로그램 등 적절한 관리가 제공되어야

하며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

인 융합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일개대학병원간호사를대상으로조

사하여 표본수를 확대한 반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간호사들

의 연령과 근무경력을 고려한 정기적인 교육프

로그램및환경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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