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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 연구

- 일 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중심으로 -

수술실은 폐쇄적 환경과 다양한 전문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협동하여 수술 

의료서비스를 전달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때문에 수술실 특유의 

문화역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환자안전문화를 도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

다. 기존의 연구는 환자안전문화의 인식 수준을 평가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의 특수

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간호사들로부터 환자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2019년 5월 11일 일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시행되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

행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핵심질문 7가지를 이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 동안 총 24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12개의 하위범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거 기반 실무 문화조성, 

학습 문화 조성, 공정 문화 조성, 리더십의 지원, 효과적 팀워크 환경 조성 5

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국내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증진 방안이 

향후 수술실 의료진의 올바른 환자안전문화의 정립을 통해 국내 환자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환자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1)

주요어: 환자안전, 환자안전문화, 수술실, 수술실 간호사, 질적 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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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수술실은 복잡한 장비, 다양한 의료전문가, 취약한 환자, 그리고 시간에 대

한 압박감으로 매우 복잡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류가 발

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Henry, Hunt, Kroetch, & Yang, 2012: 송미

옥. 2015 재인용). 특히 수술환자는 수술 진행 과정과 수술 후 회복을 거치는 

동안 자기 방어 능력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환

자의 모든 것을 의료진에게 맡기게 되며 전적으로 의료진을 신뢰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환자의 안전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장부

영,2006).  

2008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해마다 700만 건

에 달하는 수술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중 최소 100만 명이 수술 도중 혹

은 수술 직후에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1)  또한 수술환자 사망과 합병증 감

소를 위한 'Safe Surgery Saves Lives'라는 과제(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로 'WHO Surgical Safety Checklist'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

여 수술환자 안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증대시켰으며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박소정, 2011).

국내에서는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업

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을 유지 및 발전시키고자 하였

1) https://www.who.int/features/factfiles/patient_safet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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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2016년에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을 

운영되고 있으며 환자안전 기준 마련 등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

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환

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

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3) 2018년 12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수

술실, 중환자실 등 제한구역 환자안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개설되

었다.4)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뱃속에 의료용 집게가 남

은 체강 내 잔류물 사고가 발생하였다. 환자는 직업 상 자주 오가는 공항 검

색대에서 금속탐지기가 반복적으로 울려 복부 X-ray를 촬영하였는데 몸속에 

의료용 집게 중 ‘타월클립’이 발견된 것이다. 2017년 12월 지방이식 수술을 

과정에서 의료진은 뱃속에 의료용 집게를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5) 환자는 다시 의료용 집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됨으로

써 재수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과의 

민사상 책임에 대한 논란, 소득 손실 등 다양한 형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복강을 닫기 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계수간호를 정확하게 시행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위해와 손실이었다.

2) http://www.koiha.kr/member/kr/contents/sub01/sub01_02.do

3) 보건복지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2018

4) 보건복지부. 「환자안전법」제9조에 따른‘환자안전기준’개정, 2018

5) SBS. [단독] 자꾸 '삑삑' 소리, X-레이 찍으니…배 속에 '수술 집게'.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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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2019년 3월 21일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

트 점검 미흡 주의경보를 발령하였다.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미확인 

관련 환자안전사고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표 1> 참조) 수술/시술 후 안전 체

크리스트 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국의 의료기관에 알린 것이다. 주의경

보와 함께 'WHO 수술 안전 점검표'와 '미국 수술간호사협회(AORN) 포괄적 수

술 점검표'를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

기를 권고하였다.6) 체크리스트 확인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

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술실간호

사회 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제안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수술실 

환자안전관리활동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일부 수술실에서는 수행하지 않았

거나 부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수술/시술 후 안전 체크리스트 미확인 관련 환자안전사고

사고 유형 건수

다른환자수술/시술/검사/수혈 161

검체 라벨 오류 74

체내 이물질 잔류 48

계수 오류 32

검체 분실 17

장비 고장 1

합계 333

’16.7~’18.12.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2019

6)https://www.kops.or.kr/aam/atentAlarmCntrmsrDetail.face?atentAlarmNo=46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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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하, 2016; 황산민, 2015; 주정임, 2014; 박

영미, 2014; 김주희, 2013; 김수정, 2012, 오유미, 2017; 허정임, 2015; 정회

진, 2013, 안신애, 이남주, 2016). 수술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자들

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요인과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적극적으

로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올바른 환자안전문

화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경험과 증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환자안전문화증진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개발되는 환자안전문화 증진프로

그램의 기초를 제공하고 향후 수술실 의료진의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정립을 

통해 국내 환자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환자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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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일 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가 제안하는 보다 깊이 있고 수술실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수술실 환자

안전문화 증진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둘째,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들이 제안하는 수

술실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에 대하여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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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 증진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1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연구 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이다. 

3. 1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그룹 면담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

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집중된 자료를 만든다는 비

용 측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며(신경림 외, 2004) 그룹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경험, 감정 및 신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이수희, 유태명, 2008).

환자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통합 접근법은 구성원의 태도, 행동과 능력, 안

전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존재 유무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상호작용을 확인 하는 것이다(김은경, 강민아, 김희정, 2007). 본 연구는 

이러한 그룹 행동 상호작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집단 역

동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룹 인터뷰 연구방법이 적당하다고 보았

다.

인간 대상 연구로서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다(과제 번

호: Y-2019-0033,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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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모집 가능한 서울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의 72명 간호사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술실은 총 20개의 수술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obot surgery 및 구강안면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총 11개의 진료과의 수술이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수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인증제도 경험을 다수 겪은 기

관으로 모집단의 구성원이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 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 안전지

킴이로서의 역할은 임상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김은경 

외,2007). 그 중에서도 수술실 환경은 임상 환경 중에 가장 위험한 곳 중 하

나이며, 수술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 임상 실무 가이드라

인, 그리고 간호의 표준을 따르는 곳이므로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

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들은 오류예방과 

수술환자 안전 보호의 문화를 주장하고 수술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Murphy, 2004).

참여자 선정기준은 수술실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

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1년 이상의 수술실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 한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규간호사로 간주되는 1년 미만의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자율적으로 본 연구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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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의사를 보인 12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일반적인 포커스그룹 인

터뷰의 적절한 연구 참여자 수를 4~6명으로 제시하는 바(Krueger, 2014) 1개 

그룹 당 최소 4명 ~ 최대 6명을 연구 참여자 수로 제한하여 그룹인터뷰의 진

행이 원활하고 통제가 어렵지 않도록 하였다.

3. 1. 2 연구 절차

가. 참여자 모집

본 연구는 연구자와 동일 부서 내 간호사를 참여자로 모집해야 하는 경우

로, 선후배 등 상하관계 또는 동료관계에 의한 참여자의 취약성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연구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참여자들이 곤란한 부탁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취약한 참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받았다. 이에 

연구자는 해당 병원의 수술실 수간호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모집 공고문을 해

당 수술실 게시판에 게시하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공고문(<부록 2> 참조)에 

기재된 연구자의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나. 인터뷰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 가이드를 인터뷰 전 작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최종 제언된 환자안전문화 증진전략을 이용하였다. 이들 증진전략은 

수술실 근무환경, 수술실 분위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직속상관/관리자의 태

도, 다학제 간 연구, 교육 및 제도, 표준화 가이드라인, 국내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등 총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나 

‘국내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범주는 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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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부서 차원보다는 국가, 공공 기관 차원의 개발이 필요로 한다는 판단

으로 제외하였다. 7개의 범주를 핵심질문으로 하여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인 시작, 도입, 전환, 핵심, 마무리 질문 5단계로 질문 가이

드(<부록 3> 참조)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다. 인터뷰 실시

서울시 소재 의료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은 후(과제 번

호: Y-2019-0033) 2019년 5월 11일 인터뷰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

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12명에 대하여 적정 그룹 크기인 6명씩 2그룹으로 나누

었으며 참여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령과 경력을 범주단위로 표기하였다. 남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간호직종의 특성상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고려해 성별도 표기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전체 평균연령은 30.6세로 나타났다. 총 부서 근무경력 평균은 7

년 5개월, 현 부서 근무경력의 평균은 5년 6개월이었으며 회복실, 병동, PA

(임상과의 수술전담 간호사) 등의 타 부서경험이 있었으나 모든 참여자가 수

술실 경력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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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n(12명)

연령

20대 7명

30대 4명

40대 1명

평균 30.6세

총 근무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2명

10년 이상 4명

평균 7년 5개월

현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3명

10년 이상 3명

평균 5년 6개월

타 부서경험
유 4명

무 8명

<표 2>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장소는 해당 수술실 내부의 소회의장으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여 참가자들

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참가자 

전원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곳에 적절한 녹음장치를 위치시키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에서 산출된 정보는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쓰일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오디오 녹음에 양해를 구하고 난 뒤 녹음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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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인터뷰 전 20분간 연구 목적, 진행 방법 및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하

여 충분히 설명하고(<부록 4> 참조), 서면 동의서(<부록 5> 참조)를 받았으며 

참여자 정보지(<부록 6>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대하여 재차 질

문하여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인터뷰 실시 중 피로를 호소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참

여자는 없었다.

인터뷰 실시 전 준비된 질문지(<부록 7> 참조)를 배포하여 질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의견 교환 흐름에 

맞춰 질문의 순서를 바꿔가며 진행하였다. 내용 확장 및 구체화를 위해 필요

에 따라 상세 질문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메모하였다.

라. 자료 분석

자료의 전사는 사회자로 참석했던 연구자가 참여자들이 인터뷰 중에 보였던 

반응과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직접 전사하였고 인터뷰 중 생성되었던 

기억이 잊혀 질 수 있어 인터뷰가 끝난 후 바로 전사하여 3일 이내에 끝내도

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Directed content analysis)을 활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내용들을 전사한 자료와 인터뷰 시 기록한 메모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 중 지시적 내용 분석 방법은 기존의 이론 틀이나 이론을 확

장하거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의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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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범주를 초기 코딩 범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Hsieh and Shannon 2005: 

이원, 2016 재인용).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숙독하고 비슷한 의미의 내용을 모아 오픈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91개의 코드를 추출하였다. 이 중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환자안

전문화 증진 방안 총 24개의 코드를 추출하였으며 유사한 코드를 모아 12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관련 하위범주를 분류하여 환자안전문화 구축 

전략의 주요 개념7)을 토대로 5개의 상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질적 연구를 다

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 2인(그룹별 1인)과 동일 근무지의 참여하지 않은 

수술실 간호사 1인, 타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 1인, 총 4인에게 결과표 

보여주고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구하였다.

7) 대한환자안전학회. 환자안전 개념과 적용. 서울: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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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3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모집 시 공고문을 게시하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공고문에 

기재된 연구자의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선후배 

등 상하관계 또는 동료관계에 의한 참여자의 취약성을 보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그룹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참여에 따른 이익과 예상되는 불편, 수집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

호 및 비밀보장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터뷰 참여로 인해 정신

적, 신체적 피로와 불편함을 경험 할 수 있고 참여자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중간에 연구 참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면담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1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녹음된 자료의 전사 시 대상자의 식별정보를 코드화하고 익

명성이 보장되는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개인정보 및 모든 기록

은 잠금 장치가 있는 전자파일로 보관하고 본 연구의 연구자만이 접근 가능하

게 하였다. 녹취 자료와 개인 식별 가능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영구삭제 및 파

쇄 하여 폐기하였다. 연구의 내용이 전사된 연구관련 자료는 03년간 보관되며 

이후 영구삭제 하여 폐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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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연구의 엄격성 보장을 위한 계획

Lincoln and Guba(1985)는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사실적 가

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제시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위해 자료 전사 시 참여자의 말투와 단어 모두

를 자세하고 빠짐없이 전사하여 자료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분석 단계에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 식별되지 않도록 인용문을 수정하되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묘사하였다.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들 중 2인에게 보여주었고 인터뷰에서 논의된 환자안전문화증진방

안에 대해 잘 표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적용성(Applica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근거이론과 선행연구를 토

대로 내용을 보완, 확장하는 연구 방법을 통해 현장에 대한 적합성을 보완하

고자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와 함께 근무하는 다른 수술실 간호사 1인과 참여

자가 근무하는 곳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 1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의 코딩 분석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남

기고 자료 분석 과정의 단계적 반복을 통해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본문

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연구 진행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연구 분석 과정

에서 질적 연구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

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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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자의 성찰을 통하여 선입견, 관심사, 관점을 최

대한 배제하고 자료 분석 과정이나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

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여러 명의 참

여자 중 단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냈을 경우에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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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술실 환자안전 및 환자안전문화 개념

이 장에서는 기존의 이론을 통하여 나타난 환자안전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술실 환자안전 개념과 

수술실 환자안전문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 환자안전과 환자안전문화

환자 안전은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WHO(2009)에서는 

환자안전(patient safety)이란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999

년 미국의 의학학술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은 미국에서 연간 44,000

명에서 98,000명의 환자가 의료 오류로 사망하고 있으며,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총 손실의 규모를 당시 총 보건의료비의 절반을 넘는 

170~210억불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서제희 외, 2016). 우리나라

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은 바, 체계적 고찰에 나타난 수치를 우리

나라 한 해 입원건수(2010년)에 적용해보면 연간 약 39,000명이 위해사건으로 

사망하고, 이 중 예방 가능한 사망 환자 수가 약 1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된다(이재호, 이상일, 2009)고 하였다. 이러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노력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이 환자안전의 핵심 내용이다.

환자안전문화(patient safety culture)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 부서, 개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계속적 탐구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Pronovos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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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Patrick Waterson(2014)은 ‘안전하지 못한 행동 양식’이란 위험이나 

규칙 위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하거나 오류를 보고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서로 논의하지 않으려 하는 조직 풍토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조직 내 ‘안전하지 못한 행동 양식’은 오류를 유발하고 그 

결과로 환자나 직원이 손상을 입게 된다고 설명하였다(김효선, 2016 재인용). 

다시 말해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조직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발

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순교(2015)는 환자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적 요인과 개

인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들었다. 조직적 요인으로는 ‘안전 리더십, 안전 

절차에 대한 직원들의 공유된 인식, 안전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관리자의 안

전 관련 행동과 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조직 내에서 안전에 부여된 우선

순위의 정도’등을 강조하였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안전태도, 안전 지침과 

절차에 대한 안전 지식’등을 포함하였다. 문화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 문화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는 개인의 목표를 중시하는 반면 

중화권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의 목표를 중시해 위해 사건에 대해 

직접 논의하는 것을 피하고 침묵 유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환자안전문화를 측정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설문도

구는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이하 HSOPS)와 Safety 

Attitude Questionnaire(이하  SAQ)이다. 이들 도구가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의 용의성에 따라 어떤 설문도구를 사용할 

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이경실 외, 2015).

미국의 AHRQ에서 개발한 HOSOP도구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환자안전문화 특정 도구이다. 설문을 개발하기 위해 2003년 미국의 6개 주에 

있는 21개 병원의 1,437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한 이우 2004년 11월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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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구가 개발되었다. 병원, 요양원, 외래 및 약국의 4가지 유형이 개발되었

으며 그 중 병원용 HOSOPS는 3개 영역, 12개 차원으로 구성된다. 7개 부서단

위 영역, 3개의 병원 수준 영역, 4개의 결과 영역으로 구성된다. 부서단위 영

역에서는 부서 내에서의 팀워크, 직속상관/관리자의 기대와 행동, 조직학습-

지속적 개선, 의사소통의 개방성, 오류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오류에 대

한 비처벌적 대응 직원배치의 7개차원이 포함된다. 병원수준영역에는 환자안

전을 위한 경영진의 지원, 부서 간의 협조체계, 인수인계와 환자이동의 3개 

차원이 포함된다. 결과 영역에는 환자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사고보고 빈

도의 2개차원이 포함된다. 그 외 환자안전도 평가, 사고보고 횟수에 관한 설

문까지 포함하여 총 4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orra et al., 2014; 대

한환자안전학회, 2016 재인용).

University of Texas Houston Health Service Center에서 개발한 SAQ도구는 

6개의 하부영역 ‘안전 분위기’ 7문항, ‘팀워크 분위기’ 6문항, ‘근무환

경’ 4문항, ‘스트레스 인식’ 4문항, ‘관리의 인식’ 4문항, ‘직무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된다(권은영, 2017). 보건의료 

직종별 환자안전문화 측정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짧아 완료하기 쉬우며 미국 

뿐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중국,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대한환자안전학회, 2016). 그러나 결과를 다른 부서와 비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김숙경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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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실 환자안전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며, 병원에 

의료의 질 저하와 재정적인 손실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수술실로 

들어온 환자는 감염, 피부 손상, 체온조절 장애, 체액결핍 및 과다, 라텍스 

알러지, 기타 화학적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윤혜상, 2009). 

이러한 위험은 수술실 의료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병원 정책의 

지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부분(김숙경 외, 2010)이라고 하였

다. 그 중에서도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환자의 안전과 안녕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수술환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술환자 간호에 필요한 표준 지침을 지켜야 한다(윤혜상, 2008).

2004년부터 실시한 국내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수술실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

하고 수술실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기준을 포함하였으며, 2011년 병원간호

사회 간호안전관리지침 개정 7판(박영우, 이은숙, 이정숙, 함형미, 2011), 수

술실간호사회 수술간호지침서(수술간호분야회, 201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조사기준집 ver1.1(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4)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술

실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지침을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제공함에 

따라 수술실의료진에게 그 실천을 강조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김정순, 김

주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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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Peter J. Pronovost(2010)는 엄청난 위험과 불안감을 수반하는 일이 일상적

으로 벌어지는 수술실은 특수한 환경과 복잡한 문화적 역동을 나타내는 곳으

로 감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병원에서 가장 복잡한 장소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회진(2013)은 수술실은 다양한 전문 인력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수술을 

진행하는 역동성과 긴장감이 높은 부서로서,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도가 높고, 

안전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는 부서라고 하였다. 안신애, 이남주(2016) 역시 

수술 의료진은 여러 직종과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추며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학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특수한 조직분위기를 가진다고 하였다. 

박정숙 외(2008)는 수술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노출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서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이는 수술실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마

취로 인해 수술 중 환자와의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

진다고 하였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보다 높은 질의 의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술실의 특수한 환경적, 문화적 역동을 이해하고, 수술실의 문화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수술환자안전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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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현황

국내 수술실 환자안전 문화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국내 논문 검색엔진인 

RISS를 통해 ‘수술실’ & “환자안전 문화’ 키워드로 문헌검색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학위논문 22건, 국내학술논문 8건이 검색 되었다. 학위논문에서

는 수술실 데이터가 아닌 논문 5건을 제외하여 17건, 국내학술논문에서는 중

복자료 3건, 수술실 데이터가 아닌 논문 2건을 제외한 3건, 총 20건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에서 환자안전문화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인식수준을 파악하여 기술하였다. 결과 측정 대상

의 일반적인 특성과 조사 시기 및 하위분류가 상이하여 일반화 및 절대적인 

수치 비교에는 한계가 있었다. 선정된 문헌에서 제언하는 수술실 환자안전문

화증진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고 8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1. 국내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측정 결과

국내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측정 도구 중 HSOSP를 이용한 연

구는 학위논문 8건, 학술논문 2건이었다. 같은 설문지로 수행되었으나 분석된 

하위 영역별 분류가 달라 결과를 2가지 표로 기술하였다(<표 3>, <표 4> 참

조). 환자안전문화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47~3.1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직원배치’와 ‘실수에 대한 비처벌적 반응’이 2점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7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급성기병원

을 대상으로 HSOSP를 이용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직원배치’와 ‘오류에 대

한 비처벌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와 같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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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문화 측정 도구 중 SAQ를 이용한 연구는 학위논문 6건, 학술논문 1

건이었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공개한 6개 논문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표 5> 참조). 총점은 4.02~3.16점으로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10건의 문헌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건 중 10건 모두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

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경하, 2016; 황산민, 2015; 주정임, 2014; 박영미, 2014; 김주희, 

2013; 김수정, 2012, 오유미, 2017; 허정임, 2015; 정회진, 2013, 안신애, 이

남주, 2016).

오유미(2017)의 연구에서는 병원 구성원의 안전문화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

나도 반드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환자안전 문화의 전반적인 성적 뿐 아니라 각각의 하부 요인들과의 관계

도 살펴보고 해당 부서의 취약한 점을 보강하여 환자안전문화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8)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의 환자안전문화 측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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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근무환경

직속상관/
관리자

의사소통
절차

사고보고의 
빈도 병원분위기 환자 안전도 전체

이경하,2016
(N=128)

M±SD 3.27±0.30 3.80±0.48 3.71±0.44 3.99±0.87 3.25±0.58 - 3.47±0.32

rank 4 2 3 1 5 - -

황산민,2015
(N=130)

M±SD 3.46±0.28 2.88±0.29 3.64±0.42 3.78±0.48 3.13±0.33 - 3.39±0.33

rank 3 5 2 1 4 - -

주정임,2014
(N=192)

M±SD 3.21±0.35 3.53±0.58 3.39±0.56 3.52±0.90 3.15±0.43 3.34±0.60 3.28±0.36

rank 4 1 3 2 5 - -

김주희,2013
(N=179)

M±SD 3.21±0.33 3.62±0.58 3.44±0.53 3.72±0.90 3.20±0.41 3.34±0.66 3.31±0.33

rank 4 2 3 1 5 - -

김수정,2012
(N=140)

M±SD 3.40±0.31 3.57±0.56 3.35±0.42 3.94±0.65 3.22±0.29 3.42±0.47 3.31±0.33

rank 3 2 4 1 5 - -

박소정,2011
(N=161)

M±SD 3.15±0.44 3.23±0.51 3.43±0.4 - 3.76±0.51 3.45±0.65 3.33±0.39

rank 4 3 2 - 1 - -

이경희 외, 
2011

M±SD 3.19±0.38 3.58±0.48 3.36±0.53 - 3.25±0.44 - 3.27±0.35

rank 4　 1　 2　 -　 3　 - -

<표 3> HSOSP 환자안전문화 측정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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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미,2014 (N=339) 주정현,2011 (N=163) 김숙경  외,2010 (N=270)

영역 하부영역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안정성과 인식

환자  안전도 3.80±0.65

3.67±0.47

3.54±0.61

3.46±0.48

3.30±0.68

3.02±0.50*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3.62±0.53 3.45±0.48 2.92±0.51

사건보고 빈도 3.59±0.83 3.43±0.74 3.17±0.81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 

인식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3.65±0.56

3.31±0.34

3.61±0.60

3.28±0.37

3.21±0.58

3.14±0.33

실수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3.61±0.56 3.67±0.53 3.56±0.55

조직학습 3.41±0.54 3.43±0.57 3.21±0.58

부서 내 팀워크 3.40±0.68 3.57±0.55 3.35±0.59

의사소통의 개방성 3.32±0.62 3.15±0.72 3.10±0.61

실수에 대한 비처벌적 반응 2.90±0.62 2.63±0.64 2.43±0.50

직원배치 2.88±0.49 2.83±0.49 2.62±0.50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부서간의 환자전송 3.32±0.61

3.28±0.47

3.27±0.59

3.28±0.48

3.14±0.56

3.21±0.47*부서간의 협조체계 3.30±0.52 3.25±0.49 3.28±0.52

병원경영진의 태도 3.24±0.63 3.32±0.48 3.15±0.63

전체 3.42±0.34 3.31±0.36 3.14±0.33

 Cronbach's α 0.84 0.9 0.88

<표 4> HSOSP 환자안전문화 측정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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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영,2017
(N=152)

이미영,2016
(N=27)

허정임,2015
(N=262)

송미옥,2015
(N=410)

정회진,2013
(N=169)

안신애 등, 2016
(N=249)

M±SD M±SD M±SD M±SD M±SD M±SD
(임상의 N=44)

M±SD
(마취의 N=40)

M±SD
(수술실 간호사 

N=165)

안전 분위기 3.48±0.38 3.57±0.47 3.84±0.52 3.47±0.48 3.47±0.48 4.06±0.63 3.90±0.72 3.99±0.72

팀웍분위기 3.45±0.44 3.38±0.58 3.75±0.65 3.35±0.50 3.35±0.50 4.19±0.58 3.89±0.77 3.64±0.81

근무환경 3.27±0.58 3.12±0.65 3.69±0.66 3.27±0.64 3.27±0.64 3.79±0.72 3.63±0.70 3.69±0.77

스트레스인식 2.56±0.66 2.63±0.65 - 2.96±0.64 2.96±0.64 4.17±0.52 3.83±0.76 4.06±0.58

관리인식 2.96±0.56 2.90±0.4 3.22±0.57 2.96±0.56 2.96±0.56 3.91±0.75 3.76±0.65 3.59±0.81

직무만족  3.28±0.64 3.00±0.64 3.51±0.63 3.14±0.72 3.14±0.72 4.08±0.86 3.70±0.81 3.36±0.92

총점 3.21±0.34 3.16±0.44 3.57±0.48 3.34±0.37 3.16±0.44 4.02±0.55 3.79±0.55 3.70±0.65

<표 5> SAQ 환자안전문화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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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연구의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증진 전략

위 연구들에서는 양적 연구결과와 더불어 국내의 환자안전문화증진을 위해 

다양한 전략들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제언된 의견을 토대로 공통된 내용을 하

나의 범주로 묶어 분류하였다. 최종 범주는 수술실 근무환경, 수술실 분위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다학제 간 연구,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 표준화 가이드라인, 국내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로 나타났다.

2.1 수술실 근무환경

수술실의 구성원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근무환경, 인력 등 병원

의 물리적, 환경적 지원 부족하여 업무 시스템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되기 어렵다(오유미, 2017). 수술실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

은 대체로 긍정적이나(김수정, 2012) 인력의 부족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증

가시켜 장기적으로 이직의 원인이 되며, 의료진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저해

하여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업무 

집중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의 인력배치가 적절한지 평가하여 인력의 재배치 

및 충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신미옥, 2011)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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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술실 분위기

이경희 외(2011)는 현재 수술실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

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의 기회로 사용하기보다 

시스템이나 관련된 조직구성원을 탓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만연하다

고 하였다. 신미옥(2011)의 연구에서도 의료과오발생 시 비처벌적 대응에 대

한 인식과 긍정적 응답률이 낮았다. 이는 여전히 의료과오에 연루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간호사 대부분이 병원의 시스템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흡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안전을 중요

시하는 수술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황산민, 2015; 정회진, 

2013)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오 발생 시 자발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실수 및 의료과

오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문화를 그것을 인정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교육

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수용적인 태

도를 보이고 구성원들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개방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김주희, 2013).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술실 간

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작은 요인 하나

라도 발견할 수 있는 지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이경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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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효과적인 의사소통

신미옥(2011)의 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들은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간

호사들은 다른 간호사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와 의사나 타 부서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같

은 연구에서 부서 내 팀워크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의 학습에 대한 

인식정도도 높았고,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의료과오

에 대한 피드백 및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정도도 높았다. 

수술실은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직보다 

더 인간관계에 입각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시된다(김주희, 2013).환자안전

관리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직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하며, 상호신뢰와 협조의 병원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황산민, 2015; 김주희 2013).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

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과 같은 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경하, 

2016; 조은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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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전체적으로 간호사가 환자안전문화를 지각함에 있어 인적요소와 관련이 있

는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는 높게 나타나는 영역으로(김수정, 2012; 주정임, 

2014), 직속상관/관리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환자안전문제를 제안하거나 규칙

을 준수하는 직원들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주희, 2013). 

조은경(2014)는 의료기관 조직구성원들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 관리자의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5 다학제간 연구

이경하(2016)는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환자안전문화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종 간, 지역 간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은경(2016)

은 병원안전문화에 대한 전반인 이해를 위하여 의사, 약사 그 외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직종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수정(2012)과 

신미옥(2011)의 연구에서도 또한 수술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은 안

전문화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외과, 마취과 등 의료진을 참여시키는 

다학제 간 협력을 포함한 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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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

12개의 연구에서 환자안전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 정

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이경하, 2016; 황산민, 2015; 주정임, 2014, 

조은경, 2014, 박영미, 2014; 김수정, 2012; 신미옥, 2011; 권은영, 2017; 허

정임, 2015; 정회진, 2013; 안신애 외 2016; 김숙경 외, 2010)

환자안전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병원차원의 문제 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시

스템 개선에 의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라는 장기간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

요한 부분이다(김수정, 2012).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부서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환자안전관리활

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이경하, 2016). 

특히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간호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을 중요시하

는 환자안전문화 구축과 조직 내 인적자원의 능력발휘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도록 하는 임파워먼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박영미, 

2014; 허정임, 2015). 

환자안전문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효

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주정임, 2014) 

안전관리 실천에 필요한 주기적인 평가시스템과 피드백시스템을 제공하는 제

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정회진, 2013). 이는 안전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하여 의료과오 감소와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수립하고 훈련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조은경(2014)의 

제안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숙경(2010)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지역별 병상규모별로 측정된 안전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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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공개하여 벤치마킹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재방안이 개발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 활용 연구라기보다는 사고보고시스

템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내 각 병원에 안전문화의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진은 물론 전 국민이 환자 안전의 중요성

을 인식하도록 하고, 의료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등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신미옥, 2011).

2.7 표준화 가이드라인

오유미(2017)는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술간호 업

무의 프로토콜이나 간호업무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로 수

술실 임상 실무에서 안전의 개념에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수술간호업

무의 표준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회진(2013)도 수술실 안

전관리 활동에 관한 지침은 여러 곳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비교적 공통된 항목

이 있는 반면, 제외된 항목이나 추가된 부분이 있어 KAORN과 같은 단체에서의 

안전관리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회진(2013)은 같은 연구에서 수술실의 안전관리 활동에 있어 계수확

인과 손상예방에 관한 실행도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감염관리는 낮게 나타

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정현

(2011) 역시 수술실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질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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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감염표준지침을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향후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대응 매뉴

얼도 포함하는 폭넓은 수술실 감염관리활동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조은경(2014)은 강제적 규정의 이행보다는 기본적인 JCI지침 등의 바탕 위

에 간호사들에게 자율관리적인 규칙 (self-governing rule)설계 등의 환자안

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더 중

요하다고 하였다.

2.8 국내 환자안전문화 및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수술실과 같은 특수부서의 상황에 맞게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객관적이

고 신뢰도 높은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경하, 2016; 조은경, 

2014; 주정현, 2011, 이인선, 2014, 김숙경 외, 2010).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

지 않은 국외 자료와의 절대 수치 비교는 부적절하므로 지속적인 환자안전문

화를 측정하기 위해 AHRQ의 HSOPSC와 같은 도구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정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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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1. 근거기반 실무 문화 조성

1. 표준지침 구성

2. 표준지침 관리

3. 표준지침 배포

2. 학습문화 조성

4. 환자안전교육

5. 사고보고체계 재정비

6. 비처벌적 환경 조성

7.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3. 공정문화 조성 8. 공정한 책임 부여

4.리더십의 지원
9. 경영진의 지원

10. 중간관리자의 지원

5. 효과적 팀워크 환경 조성
11. 부서 내 협력 개선

12. 부서 간 협력 개선

제4장 수술실 환자안전증진 방안

서울시 일 개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술실 환자안전문화 인식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안하는 환자안전

문화 증진방안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숙독하고 비슷

한 의미의 내용을 모아 오픈 코딩을 실시하였고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환자안

전문화 증진 방안은 총 24개의 코드로 나타났다. 유사한 코드를 모아 12개의 

하위범주를 구성하였고, 환자안전문화 구축 전략의 주요 개념9)을 토대로 관

련 하위범주를 분류하여 5개의 최종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표 6> 참조). 

<표 6>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 범주

9) 대한환자안전학회. 환자안전 개념과 적용. 서울: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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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가이드에 따라 참여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적극적으

로 의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핵심질문 전 도입질문과 전환질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도입질문과 전환질문은 참여자들의 현재 근무지에 대한 환자안전평가와 

환자안전문화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의 근무지에 대한 환자안전을 ‘중’, 또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

가하였다.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닌 주관적인 표현으로 ‘환자안전지침은 

일정 수준이상 정비되어 있으나 근무자가 지침을 적절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스템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거

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1

그룹 참여자 D)

인력 부족과 많은 초과근무로 인한 체력소진을 환자안전지침 이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으며 특히 인력이 부족하여 양 방을 보는 상황(한 명

이 2방 이상의 순환간호사를 담당하여 업무를 보는 상황), 수술 스케줄을 빨

리 소화해야 한다는 압박과 집도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수술 후 계수가 어려

운 상황, 환자의 이동 시 4명의 인력이 협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켜지지 않

아 낙상의 위험이 있는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꼽았다.

양 방 볼 때 가끔 anti(항생제) 재고 있었는데 딴방에서 불러... 그래서 딴방

을 갔는데 내가 이걸 두고 가거나 들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서 또 재고 이 

사람한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2그룹 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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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증제를 경험한 바 ‘환자안전’에 대한 개념은 익숙하지만 ‘환자안

전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생소하다’ 또는 ‘몰랐다’고 하였

다. 그리고 또 용어는 생소하나 이미 근접오류 보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

였다. 아직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을 위한 조직 공동의 신념이라는 환자안전문

화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개념적 구분이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도입, 전환질문에 이어 핵심질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

을 탐색하였다. 탐색된 결과를 분석한 환자안전문화 증진 방안 총 24개의 코

드는 <표 7>과 같다. 연구결과에 대하여 4인의 수술실 간호사(인터뷰에 참여

한 참여자 2인, 동일 근무지 수술실 간호사 1인, 타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간

호사 1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4인 모두 더 이상 새로운 증진방안이 생

각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일 근무지 수술실 간호사 1인으로부터 피드백을 통한 학습 문화를 보다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학습문화 조성 범주에 ‘효과적인 피드백 제

공’범주를 추가하고 ‘효과적 팀워크 환경 조성’의 하위범주 ‘부서 내 협

력개선’에 포함되어 있던 ‘부서간담회 활성화하기’, ‘편리한 공유 채널 

만들기’를 이동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인으로부터 ‘비처벌적 환경조성’은 ‘공정문화조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공정문화는 의도적으로 위해를 일으키거

나 환자안전 정책 및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무를 지도록 해야 한

다10)는 뜻으로 비처벌적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사고보고를 할 수 있도

록 장려하는 것은 학습문화 조성에 더 합당하다는 판단으로 기각하였다.

10) 대한환자안전학회. 환자안전 개념과 적용. 서울: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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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 　하위범주 상위범주

1 전문과별 상세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표준지침 구성

근거기반 

실무 문화 

조성

2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지침 만들기

3 표준지침 관리하기 표준지침 관리

4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배포하기
표준지침 배포

5 핵심 내용 중심으로 게시하기

6 간호사 환자안전 교육 증진하기

환자안전교육

학습문화 

조성

7 의사 환자안전 교육 실시하기

8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인식개선하기

9 사건보고 방법 개선하기
사고보고체계 

재정비

10 익명보고 체계 만들기 비처벌적 

환경 조성11 질책하는 분위기 없애기

12 부서간담회 활성화하기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13 편리한 공유 채널 만들기

14 의료진 명찰 착용하기
공정한 책임 부여

공정문화 

조성15 비정기 감시 제도 시행하기

16 환자안전관리팀 설치하기
경영진의 

지원
리더십의 

지원

17 병원 정책차원의 지원하기

18 환자안전 확보에 적합한 근무여건 만들기

19 조직원과 상호 신뢰 향상  시키기
중간관리자의 

지원
20 오류에 대한 포용적 태도 보이기

21 환자안전문제 제안 격려하기

22 개방적 조직문화 개선하기
부서 내 

협력 개선 효과적 

팀워크 

환경 조성
23 의사소통 지침 개발하기 부서 간 

협력 개선24 다양한 부서, 직종의 인식개선 하기

<표 7>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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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기반 실무 문화 조성

근거기반 실무 문화란 업무를 최선의 근거에 기반을 둔 표준지침에 따라 실

무를 수행하는 것을 일상화 하는 것을 말한다(대한환자안전학회, 2016). 이러

한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위범주로 ‘표준지침 구성’, ‘표준지

침 관리’, ‘표준지침 배포’로 나타났다.

1.1 표준지침 구성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수술실 상황에 모든 의료진들이 업무를 동일하

게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전문과별 상

세한 체크리스트’와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

다.

기존의 수술간호 지침 중 무균술, 수술기구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수술간호 

표준지침은 이미 충분하다고 하였다. 전문과별 수술종류와 술기에 따른 심층 

수술간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정기간 주기로 의료원 산하 여러 병원을 교대하는 인턴, 레지던트

가 각 병원 별 안전지침이 달라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인턴과 일부 임상과 레지던트는 동일 의료원 산

하의 여러 병원을 수련기간 동안 순환하며 수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련병

원마다 안전지침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의 안전지침의 준수를 요

구하는 간호사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술부위 표시방법, 검체 

처방 및 관리 방법, Time out 시행 방법 등 환자안전에 관한 병원 간 시스템

을 공유하고 업무 지침을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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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과에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확실히 표준화 된 걸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

야 돼. 말 대로 그냥 구두로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거 가지구서는 다 틀려질 

수가 있잖아. 사실 과별로 해야 될 작업이 엄청 많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에 신규체크리스트 그거 만든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잖아. 그거는 아주 평균적

으로 수술실 간호사가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진짜 아까 말대로 과별로 들어가야 

되서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 (1그룹 참여자 A)

1.2 표준지침 관리

표준지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에 따라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표준지침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실제 업무에 적용되지 

못한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이 완전히 새

롭게 리뉴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의 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을 경험한 사실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표준지침 이상의 추가적인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임의로 수행하기

도 하였다. 해당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구성원들에게 확대 적

용 되도록 표준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수술 중간에도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count를 해보는? 약간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중간에 한번 하는? 2차 3차가 아니라..4차 카운트? 1.5카운

트? (2그룹 참여자 J)

근데 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것도 정해주면 좋지 신규들은 딱 정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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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 좋잖아. 어느 방은 하고 안하고 이게 엄청 헷갈리니까. (2그룹 참여자 H)

1.3 표준지침 배포

만들어진 표준 지침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매체를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

으로 배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병원 내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 있는 손 

씻기 표준 지침과 같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단순화 시켜 항상 참고 할 수 

있도록 행위를 시행하는 장소에 게시해야한다고 하였다.

기존의 지침들은 장문의 문서로 관련 장비의 옆에 부착되어 있거나 수술실 

내 서랍에 비치되어 있다. 지침의 가독성과 노출도가 떨어져 실제 업무를 수

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

성하고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술방에 패드 같은 거를 벽에 달아져 있는 거를 동영상처럼 간단한 거처럼... 계

속 반복시키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24시간 돌아가게 해주면 한번은 보지 않을까? 

(2그룹 참여자 G)

저는 손 씻기 할 때... 그 위에 보면 순서 이런 거 쓰여 있잖아요. 그거 읽는 것도 

신규 땐 좋았던 거 같아요. 그거 보고 따라하고 이러니까... Time out이나 계수

-Count 이런 것도 각 방에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1그룹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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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문화 조성

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와 오류보고를 통

해 배우고 개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위범주로는 ‘환자

안전교육’과 ‘사고보고체계 재정비’, ‘비처벌적 환경조성’,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이 있다.

2.1 환자안전교육

간호사의 환자안전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도입할 것과 기존의 교육방식을 점검할 것을 언급하였다. 일상적인 업무가 아

닌 경우 실제 상황을 경험시켜 교육하기란 어렵다. ‘국소마취 환자의 수혈’

과 같은 수술실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특수상황에 대하여 단순히 업무 지침

을 고시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일반적인 수술실 교육방법은 신규간호사를 1개 수술방에 오전 근무로 배정

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신규간호사를 경력간호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타 

부서의 프리셉터-프리셉티 교육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참여자들은 교육이 수

술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경력간호사의 인력배치가 수시로 바뀜에 따라 

교육자가 자주 변경되어 교육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소독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순환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진다고 하였다. 이에 프리셉터-프리셉티 교육 방법을 수술

실에 도입하여 시도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후 시간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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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수술의 종류와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신규간호사 교육환경에는 적절하

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육 간호사를 신규간호사의 근무에 고정시킬 

경우 기존 인력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참여자들의 주요 요점은 

교육을 맡은 간호사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더 많은 논의와 기존 근무자들과의 합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호사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를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교육은 부재하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관심과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의사들의 환자안전교육 현황과 효과성에 대

해 재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 환자안전교육 뿐 아니라 평상시 환자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위

해 시각적으로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모든 부서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사용 후수술실 바닥에 버려진 물품들의 사진

을 이용한 포스터가 매우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행동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였

다. 그러나 또 다른 참여자는 효과가 미미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1개의 환자

안전지침이 완전히 학습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음을 보여준다.

 진짜 좋았던 거는 눈에 보이는데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수술방 바

닥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맨날 붙여있었잖아. 효과 좋았어. (2그룹 참여자 H)

맞아요. 그거 효과 진짜 좋았어요. 레지던트선생님들도 자기들이 다 버리고...

원래 안그랬는데...딱 그 변화가 보이니까.. (2그룹 참여자 J)

OS(정형외과)도 아까 하는 거 보면 (수술 끝나고)바닥에 (towel 및 쓰레기들이)



- 42 -

다 널브러져 있어. CS(흉부외과) 수술하잖아요?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어. 

towel...많이 쓰거든요 진짜... (1그룹 참여자 D)

2.2 사고보고체계 재정비

학습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류보고를 통해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

지하고, 조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

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사고보고의 서식이 명확하지 않고 의사로부터 최종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방법 때문에 사건을 자유롭게 보고하는 것에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보다 간결하게 보고의 항목을 나타내도록 사건보고 양식

을 재구성하고, 의사가 최종 서명을 하기 보다는 함께 작성하는 방안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그건 굳이....집도의는 집도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편안하게... Near miss 잖

아요. 말 그대로 Near miss 잖아. (1그룹 참여자 D)

왜냐하면 쓰는 거 부담 없이 쓸 수 있을 거 같아, 집도의 서명을 안 받는다 하

면. (1그룹 참여자 B)

2.3 비처벌적 환경조성

환자안전사고 발생 결과가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될 시에 사건의 재발 방지

보다는 개인의 잘못을 질책하는 분위기로 의미가 변질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 

그러면 ‘사건 뭐가 있었는데?’이러면서 누가 저질렀는지 관심을 가질 거 같

아. (2그룹 참여자 G)

본질이 흐려질거 같아요. (2그룹 참여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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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 조직 내에 만연해 있는 ‘개인을 질책하

는 분위기’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7)의‘오류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이 낮은 점수를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익명보고체계를 도입할 것과 질책하는 분위기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문제 발생 시 간호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관심 

가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저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한 몫 하는 거 같아요. 환자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공통된 사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운트가 안 맞으면 닫는 것

도 멈춰야 되는 거고, 같이 공유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나는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뺐어’ 이게 딱 잡혀있으니까 안 지켜지

는 게 아닐까 싶고... 안전에 있어서는 다 같이 노력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 같아요. (2그룹 참여자 I)

2.4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참여자들은 회의, 미팅과 같은 실질적인 업무 외 시간을 줄여서 최대근로시

간을 지키고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흐름에 따라 부서 내 간담회

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문제 발생 또는 표준 지침의 개

선 등의 사안이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정기적으로 부서간담회

를 열어 고충을 털어놓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

였다. 또한 연차별 그룹 간담회를 구성하여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자안전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미팅이 없어진 건 되게 좋은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모르겠어. 이제 잘... (2그

룹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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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생각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있으면 '아 맞다. 이런 일도 있

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하고 얘기를 하는데....그레이드별로. (1그룹 참여자 F)

연차별로 쫙 모이는게 아니라 한 2, 3년차 4, 5년차 이렇게 모여서 하면 괜찮을 

거 같아. (1그룹 참여자 B)

공유 채널로 모바일 IT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있

었다. 최근 IT플랫폼을 통한 공지가 빠르게 도입되었다. 수술 시 사용할 새로 

도입된 기구, 변경된 업무 지침 등이 신속하게 공유되고 종이로 된 기존 지침

서에 비해 장소, 시간의 구애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부정보의 유출과 업무시간 내 핸드폰 사용, 근무 외 시간 침해와 같은 문제

로 제한이 있었다. 기존의 보안성이 높은 원내메일과 게시판의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으나 여전히 활용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고 하였다. IT플랫폼의 보안취약성 등 단점을 개선하여 모바일로 접근 가능한 

채널을 만든다면 매우 효율적인 환자안전문화 공유 채널이 새롭게 형성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강조한 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팀원들의 관심과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요새 좋은 게 밴*.. 밴*에다가 다 올리니까 좋더라. (1그룹 참여자 A)

아니 그건 근데...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거니까... 요즘에는 그런거 회

사가 잘 안하잖아요. 카*, 밴* 이런거... (1그룹 참여자 B)

이게 그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되거든요. 개인정보보호 이런 거로 문제 될 수도 

있고... (1그룹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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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문화 조성

 의도적으로 위해를 일으키거나 환자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조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Watcher, 2012). 하위범주로 ‘위험한 

환경 대응’이 있다.

3.1 공정한 책임 부여

 비처벌적 환경을 유지하되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개

인과 조직의 책임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떠한 행위를 무슨 원인에 의해 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교정조치를 시

행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건발생의 감시를 위해 ‘의료진 명찰 

착용하기와’ 강제할 수 있는 ‘비정기 감시제도 시행하기’를 제안하였다.

수술실 환경 특성 상 의료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명찰을 부착할 경우 명

찰에 의해 수술 멸균 구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명찰의 미착용이 허용되고 있다

(단, 외부인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명찰 착용은 필수). 그래서 수술간호기록

을 위해서는 직접 이름과 소속을 물어야 한다. 때문에 수술간호기록 수술참여 

의료진 명단에 레지던트나 인턴의 이름이 누락이 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이 어렵다. 이에 명찰 착용이 실제적으로 멸균 구역

의 오염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인가에 대한 검증을 해볼 것을 제안하

였다. 명찰을 착용하는 것 이외에도 수술실 환경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전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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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수술 시작하면 귓속에 대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

요... (1그룹 참여자 F)

적어도 어느 과 연차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과 몇 년차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추적도 할 수 있고. (1그룹 참여자 D)

그게(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진짜 Contamination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건

가요? 뭔가 그래서 안하는 거라고 들었는데...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1그룹 참여

자 C)

병원인증제도는 전체 간호사들의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김여진, 박금숙, 양은자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정기적인 병원인증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하였다. 기존의 환자

안전인증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준 지침을 이수하고, 이수여부에 대해 병

원 경영진 차원의 지원이 있기에 환자안전문화 역시 변하고 있다고 인식하였

다. 

그러나 방문기간을 미리 예고하고 점검하는 현재 방법으로는 일시적이고 한

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비 정기적로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감시제도를 활성화 시켜 평소에도 지침대로 이수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병

원 내 적정관리실과 같은 수술실 내부의 인력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집단이 운영해야 환자안전 표준 지침 이수에 대한 압박을 행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근데 진짜 4년에 한번 대청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묵은 때 벗겨내

잖아. (2그룹 참여자 H)

그렇게 하니까 변하더라고 물건도 맨날 재소독 하다가... 물건도 아낌없이 주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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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럴 때는...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새 걸로 다 갈아주고... 그런 거 한번 씩 

필요한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하는 

거 같아, 불시에 딱 나오고 이런 거... (2그룹 참여자 G)

개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자체를... 등급을 내린다던지 벌금을 낸

다던지 그래야 인력을 주고 지침을 주고 지키라 한다든지(할 것이다). (1그룹 참

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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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리더십의 지원

환자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정과 업무 절차에서 환자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의 지원이 중요하다. 하위범주로 ‘경영진의 지

원’과 부서의 장인 ‘중간관리자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4.1 경영진의 지원

경영진의 지원 차원으로 논의된 개선방안은 환자안전관리팀 설치하기, 병원 

정책차원의 지원하기, 환자안전 확보에 적합한 근무여건 만들기 이다.

참여자들은 환자안전을 관리하는 환자안전관리팀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환자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

을 수행하기에 기존의 인력에 이미 배당된 업무가 많으며 보다 객관적인 시각

과 표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또한 환자안전관리자가 별도로 배정될 경우 환자안전문제에 대하여 보다 

편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너무 좋지....어쨌든 위원회를 뭘 하나를 딱 맡아서 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

게 다 인력이야 인력. 결국은 인력이야...QI에서 이걸 담당하면 좋지...근데 이거

를 하려면 내 일을 하면서 이거를 할수 있느냐?? 아니잖아...이것만 담당하는 누

군가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전문 간호사처럼... (1그룹 참여자 A)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구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서 보다는 좀 더 객관

적으로. (2그룹 참여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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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자들이 정책적

으로 준수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수술 직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환

자와 수술부위, 수술 과정 및 삽입 예정물 등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항목 대해 

점검하는 Time out이 정착되기까지 감시결과를 각 과별로 공지하여 실무자들

이 시행하도록 격려하는 병원장 이하 고위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다고 

하였다.

경영진 지원이 필수적인 환자안전지침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여건 

형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업무시간이 과다

하고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하였다. 현재 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술실은 

많은 초과근무와 한사람이 여러 방의 순환간호사를 담당하는 것을 통해 부족

한 인력을 보완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인력 사용에 의해 근무자들의 

체력이 소진되고 원칙에 입각한 업무를 시행할 수 없어 환자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보았다.

인력부족과 더불어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부족을 고충사

항으로 언급하였다.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수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두

르는 상황에 의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다. 현재 20개의 

수술 방에서 1일 간 위중도가 높은 수술들이 적게는 70여개 많게는 120여개 

소화되고 있다. 병원경영 이익의 측면에서 꾸준히 피드백을 제공하고 격려하

는 반면 수술환자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이러한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위험과 병원 수익 창출 간에 에 대한 병원 경영자와 

전문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수술 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체강 내 잔류를 확인하기 위해 X-ray 

detectable 장치가 되어있는 것을 사용하며 기존 제품을 잘라서 쓰지 않는 것

이 권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수술상황에 필요에 따라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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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사용 중 제품의 일부가 떨어져나가 의료진이 체강 내 잔류를 인지하

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필요에 맞는 크기의 제품을 사용

하거나 잔류의 위험이 적은 제품으로 대체하기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품이 공급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을 필

요로 한다. 그러나 대상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공간적 한계가 있고 

수술실 간호사의 경우 수술업무 이외에도 물품신청 및 관리업무에도 투입되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경영진들의 

충분한 고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폐쇄부서 수술실임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해당 병원의 수술실 입구는 3중의 문이 위치해 있지만 응급상황과 대

피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잠금장치가 없다. 때때로 환자의 보호자, 배달 인력

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보안요원이 상주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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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간관리자의 지원

고위관리자와 실무자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실질적으로 부서를 이끌어가는 

위치인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환자안전문화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현재 중간관리자

의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였다. 상위관리자와 실무자간의 의견을 중간에서 조

율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간관리자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보다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이상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직원을 충분히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조직원과 상호 신뢰 향상시키기, 오류 보고

에 대한 징계나 보복이 없음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오류에 대한 포용적 태도 

보이기, 조직원이 환자안전 위험요인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 환자안전문제 제안 격려하기를 언급하였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관리하는 사람을 한명 뽑았으면 좋겠어. 수술실, 회복실, 

ICU 해가지구... 환자안전에 대해서 공유하고 보고하고...왜냐하면 파트장님이 하

시기에는... 너무 일이 많으실거 같구... (1그룹 참여자 B)

이 사람, 개인한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좀 더 시스템 적인걸로 

포커스를 두는 걸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뭐가 문제가 

딱 생겼으면 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뭐가 문제일까? 뭐 이렇게... (1그룹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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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과적 팀워크 환경 조성

수술실은 여러 분야의 의료진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효과적인 팀워크 

환경을 조성하게 위해서 ‘부서 내 협력개선’과 ‘부서 간 협력 개선 방안’

을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5.1 부서 내 협력 개선

부서 내 팀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방적 조직문화 개선하기’

가 제안되었다. 참여자들은 연차가 낮은 간호사의 경우 부서 내에서 발언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 문화가 아직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보다 개방적인 조직문화, 즉 부서 분위기

를 평등한 분위기로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차보다는 성과에 중점을 둔 타 

병원의 인사관리 제도를 제시하였다. 독자적인 업무 수행문화로 수평적인 분

위기가 형성됨으로써 개인의 발언권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또 다른 참

여자는 이를 수평적인 분위기보다는 개인주의적 분위기로서 부정적으로 인식 

하였으며 참여자들 간에 합의된 방안은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이나 **병원 간호사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술방내에서 진짜로... 완

전 개인플레이. (1그룹 참여자 D)

슬프다... (1그룹 참여자 A)

근데 이제 그만큼 자기 일을 책임지면서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거를 그

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수평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1그룹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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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서 간 협력 개선

부서 간 팀워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의사소통 지침 개발하기와 다

양한 부서와 직종의 인식 개선이 논의되었다. 수술 사용 물품 계수 업무 시 

계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문의하기보다는 혼잣말하기, 

연기하기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집도의에게 알리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였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발언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맞으면 ‘어 안 맞는데 교수님 안에 있어요?’ 이렇

게 물어보거든요. (2그룹 참여자 H)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 봐가면서 나도 ‘왜 하나가 안 맞

지? 여기 넣었었나? 계속 혼잣말 하잖아. (2그룹 참여자 G)

그런 Guideline이 있었으면 좋겠어. Gauze가 없어졌을 때 의사한테 하는 말 원

투쓰리포. 그러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야. 일단 순환간호사한테 먼저 말

한다, 찾는데 없다, 그러면 의사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원투쓰리포. (2그

룹 참여자 H)

  

환자안전관리활동을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

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진 뿐 아니라 수술실 내 다양한 보조 

인력과 협력에 있어서도 보다 수평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

였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나 다른 파트들까지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변화시켜야

지. 일부만 생각을 바꿔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지니까. 다 같이 해야지.  

(1그룹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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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찰 및 결론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포

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여 실제적인 환자안전증진방안을 파악하였다. 1개 

병원의 수술실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하고 심도 있는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개인마다 또는 병원마다 근무환경과 경험이 다르므로 추후 동일 규

모 기관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참여자의 근무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환

자안전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

생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환자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

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병원 급 의료기관으

로 대상을 일반화 할 수는 없다. 추후 다른 규모 기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

요하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자급 

의료인, 간호사 외의 병원관계 종사자 또는 병원의 경연진의 관점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였다. 추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이외의 

실무자와 관리자가 생각하는 환자안전증진방안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 내의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을 파악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

적, 법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시각이 부족하였다.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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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최종 자문 시 참여자 1인과 동일 근무지 간호사 1인에게서 24개 개선방안에 

대해서 범주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본 연구

의 연구자는 환자안전증진방안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어느 한가지

의 요소가 환자안전문화증진에 작용하기보다는 긴밀한 관계로 상호보완적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았다. 추후 증진방안의 도입에 

있어서 위급도와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준의 환자안전문화를 갖추고 있다

고 인정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실제 환자안전문화와 증진방안에 대하여 현장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의

견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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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일개 상급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시행한 연구로 환자안전문화인식수준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상관관계를 규

명한 양적 연구(이경하, 2016; 황산민, 2015; 주정임, 2014; 박영미, 2014; 

김주희, 2013; 김수정, 2012, 오유미, 2017; 허정임, 2015; 정회진, 2013, 안

신애, 이남주, 2016)를 기반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환자안전문화증진방안에 대

해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안전 지침을 견지하기 위해 현장의 근무자들

이 많은 고충을 겪으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소재 일개 대학병원의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수술실 간호사 2개 그

룹과 각각 1차례의 포터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개방 코딩과 지시적 내

용 분석방법을 통하여 근거기반 실무 문화 조성, 학습문화 조성, 공정문화 조

성, 리더십의 지원, 효과적 팀워크 환경 조성 총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5가지 상위 범주에 따른 12개의 하위범주, 24개의 환자안전증진방안이 

분류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24개의 환자안전문화증진방안에 대한 제언과 한계점을 기술

하였다. 이들 방안을 통합하는 환자안전문화 증진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수

술실의 모든 의료진이 함께 협력하여 근거에 기반을 둔 지침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환자안전문화의 주체를 국가 또는 병원의 제 3의 기관에

서 맡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기관에서 감시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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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수술실 간호사가 수술실 환자안전활동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윤

혜상, 2008)에도 환자안전문화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충분한 근무 환경

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의 부족으로 환자안전 수준을 평가하

고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인력 확충은 대부분

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달리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비용과 효과

성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정책 환경, 병원의 경영진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

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상급병원의 인적 자원을 배치함에 있어 양적으로 절대적인 

수치도 부족하였지만 질적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미국의 사회학자 

Dana beth weinberg는 1999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행한 결과를 통해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이 간호사의 업무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는 간호사가 

가진 전문지식, 환자 치료를 감독하는 의사들과의 라포, 경험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인력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하였다고 하였

다.(Dana beth weinberg, 2018).

현재 병원의 인력배치는 수술방 개수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고 있다. 수술시

간과 위중도,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경력간호사들의 체력소

진과 번-아웃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인력배

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인력부족과 더불어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수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서두

르는 상황에 의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환자안전 확보경험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시행한 박광옥 외(2015)

의 선행연구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술시간 단축에 대한 압박으로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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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계속 서두르고 재촉하는 환경에서 일하였으며 이들은 수술과 다음 

수술 사이의 시간의 단축과 수술실 이용률 향상으로 인해 압박을 받아 계수를 

못할 정도로 수술의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하였다. 

참여자 중 1인은 업무를 하다보면 환자를 일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어 환자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환자가 한명의 인간임을 명심하

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진들은 어

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옹호자로서 환자를 대리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대한환자안전학회, 2015). 이를 위해서는 비용효과성보다 환자의 안

전을 가장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병원의 경영, 정책적 차원의 논

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간호사들이 느끼는 무기력감이다. 아직 국내 수술실의 분위기가 폐

쇄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공간과 방

법이 부재함에 따라 강제라는 명목으로 환자안전지침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

음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최근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제

한되고 기타 업무에 대해 근무시간이 인정됨에 따라 수술보조와 같은 전통적 

간호 업무 이외의 업무, 즉 근무 별 회의, 간담회, 교육, 연구에 대한 시간과 

횟수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히려 부서의 환자안전 위험요인과 발

생현황을 공유하고 발언할 수 있는 창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제안한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증진 프로그램 CUSP(Comprehensive Unit-based Safety 

Program, 이하 CUSP)의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CUSP는 부서단위를 기반으

로 하여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처벌적 분위기에서 환자안전에 위협이 

되는 오류를 스스로 보고하고 공유하여 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 능동적으로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재순환하는 환자안전문화증진 모델이다(AH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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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선행 연구에서도 강제적 규정의 이행보다는 기본적인 JCI지침 등의 바

탕 위에 간호사들에게 자율관리적인 규칙을 설계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조은경, 2014) 

참여자들은 인터뷰를 마치며‘환자안전에 대한 의견을 털어놓을 수 있어 매

우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자 이외 동일 근무지의 간호사 1명 역시 

환자안전문화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서 내 관리팀이 개

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일선의 근로자들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환자안전 증진 활동에 대한 병원 경영진들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강제적인 감시 시스템 없이도 자정적인 과정을 통해 환

자안전을 충분히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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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는 일 개 상급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구성된 포커스그룹 인터뷰

를 통하여 국내 상급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을 파악하고 

일선에서 제안하는 환자안전문화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총 24개의 환자안전증진방안이 제안되었으며 12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거기반 실무 문화 조성, 학습문화 조성, 공정문화 

조성, 리더십의 지원, 효과적 팀워크 환경 조성 총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로 제시된 환자안전증진방안 중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실제 적용해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율과 발생률을 추적하여 환자안전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뷰에 대한 고찰 결과 수술실간호사들의 환자안전문화 주체자로서의 인

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인식수준의 원인은 환자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근무환경과 수술실간호사들에게 충분히 주어지

지 않은 발언기회, 그리고 권한 이양의 부족에서 오는 무기력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참여자들이 본 연구 인터뷰 후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던 것으

로부터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선의 근로자들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논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환자안전 증진 활동에 대한 병원 관리

자들의 경영진들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강제적인 제도보다 자정적인 과정을 

통해 환자안전을 충분히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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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Patient Safety Culture 

in the Operating Rooms 

-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of Operating Room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he operating room is unique place which has exclusive culture and var

ious specialized medical staffs have to cooperate for surgical medical 

services. For that reas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lture dyn

amics to the surgery room and to endeavor to institute patient safety c

ulture appropriately. Precedent Study is limited to assess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patient safety culture and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al ways to improve patient safety c

ulture among nurses who understand the special environment of the opera

ting room.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ing Operating R

oom Nurses of a Tertiary Hospital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

l Review Board on May 11, 2019. Interviews were done using the seven ke

y quest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A total of 24 improvement plans were discussed during the interviews o

f the participants, and the related contents were grouped into 12 subca

tegories and 5 higher categories. In addition, adding patient safety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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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ess to the categories, final six categories was suggested -  Creati

ng Evidence-Based Practice Culture, Creating a Learning Culture, Improv

ing a Fair and Just Culture, leadership support, and effective teamwork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which analyze the improvement plan of patient safet

y culture in operating room of Tertiary Hospital in Korea, This study l

ooks for to expand the guarantee of patient safety and contribute to re

duction of patient safety accident by establishing correct patient safe

ty culture of operating room medical staff.11)

 Key words: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culture, Operating room, Operating room 
nurse, Qualitative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