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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팀 내 심리적 안전감 간호사의 투약오류 , 

보고의도

  투약오류보고는 투약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활동 중 하나로 투약오류보고

율을 예측할 수 있는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인식하. 

는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를 ,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사 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167

였으며 자료 분석은 과 프,  SPSS statistics 26.0 SPSS Process macro ver 3.4.1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다중회귀분석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correlation coefficient, , Process macro model 

로 분석하였다4 .

연구결과 진성리더십 점 심리적 안전감 점 투약오류 보고의도  3.41±.56 , 3.50±.52 , 

점으로 나타났고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 71.06±19.13 , 3

이상의 투약오류 관련 교육참여( =.28, β p 팀 내 심리적 안전감=.003), ( =.21, β

p 투약 근접오류경험=.004), ( =-.17, β p 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이 투약=.041) . 

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전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검증되어(β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2042, CI=.0025~.4892) 

도 사이에서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약오류에    , 

관한 정의 사례 투약오류보고 체계 오류 보고의 중요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반, , , 



- vi -

복적인 투약오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약오류보고로 겪, 

은 간호사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적 , 

접근 전략과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투약오류 보고의도 진성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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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1.1 

미국의 의학한림원 이   (Institute of Medicine) ‘To err is human: building a 

이라는 보고서 를 발간safer health system’ (Kohn, Corrigan, & Donaldson, 2000)

한 후 환자안전은 의료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후 여러 나라가 환. 

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를 ,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일 우리나라에서도 년 월 ( , 2016). 2016 7

환자안전법이 시행되면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환자안전 ,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인 환자 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백경희 이 ( , 2015). 

보고시스템은 보고된 의료오류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축적 분석하여 오류를 , , 

예방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의 달성여부. 

는 의료인 등의 보고자가 의료오류를 원활히 보고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신재명( , 

조기여, 2018).

환자안전사고 중 투약오류는 투약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년도부터   2016

년도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로 낙상에 이어 2019 29.9%

두 번째로 많이 보고된 오류이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투약오류가 가장 높은 보고율을 보, 

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2020; , 2019; , 2019). 

이러한 투약오류는 분의 가 예방 가능한 것으로3 2 (Koop, Erstad, Allen, Theodorou, &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해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오류Priestley, 2006), 

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류보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병진( , 

그러나 국내 외 연구들에서 투약오류가 발생하는 것보다 보고되는 비율이 낮은 것2010). 

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김민정 투약( , 2015; , 2013; Bodina, Demarchi, & Castaldi, 2014). 

오류보고를 저해시키는 보고 장애요인으로는 관리자나 동료의 비난이나 무능하다고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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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오류나 오류보고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 , 

관리자 및 조직적 차원의 반응이나 지지 보고에 드는 노력 등이 있다, (Hughes, 20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투약오류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가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김민(

정, 2013). 

관리자의 반응이나 지지는 투약오류보고의 장애요인 중 하나로 관리자(Hughes, 2008) 

의 리더십은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 

관계를 본 선행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쳤고 김명(

수 김명수 포용적 리더십이 높을 때 투약오류보고가 높아졌으며, 2013; , 2015), 

윤리적 리더십은 환자안전 오류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쳤(Appelbaum et al., 2016), 

다(Brown, 이현영 의 연구에서는 리더 구성원Trevi o, Harrison, & 2005). (2019) -

의 사회적 교환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투약오류 보고의도가 높았고, Caste, 

의 연구에서는 팀 리더의 지지가 간호사의 오Ginsburg, Zahher, & Tamim (2015)

류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을 감소시켜 오류보고를 증진시켰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진성리더십은 높은 수준의 자아인식과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을 보

유하고 균형된 정보처리 구성원 간 관계의 투명성을 장려하는 리더의 행동 패턴으로, , 

(Walumbwa et al., 간호의 핵심인 휴머니즘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든  2008), ,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기여에 대해 존경받고 신뢰를 받으며 높이 평가 받을 수 있, , 

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촉진한다 진성리더는 잘못과 오류를 인정하(Wong, et al., 2009). 

고 자신의 행동 결과 및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오류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 , , 

는 것을 지양한다 또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오류보고에 영향을 주어 안전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역할을 한다(Farnese et al., 2018).

선행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의 특성인 언행일치 행동이 환자안전사고보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연구에서(Leroy, 2012). Nielsen, Eid, Mearns, & Larsson(2013) 

는 진성리더십이 위험에 대한 인지를 증가시켰고 등 의 연구에서는 진성리더, Wong (2010)

십이 간호사의 발언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에 대. 

한 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오류를 낮추었고 진성리더십이 오(Wong, & Giallonard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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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보고의도를 향상시키는 오류관리문화와 환자안전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

으로 의료관련 오류발생률을 낮추었다 그(Farnese et al., 2018; Dirik & Seren, 2017). 

러나 진성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성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관련성의 규명이 요구. 

된다.

또 다른 투약오류보고의 장애요인은 관리자나 동료의 부정적 반응 낙인에 대한 두려움, 

으로(Vrbnjak et al., 보고를 함으로써 느껴지는 대인관계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2016) 

이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조직 내에서 두려움 없이 발언을 할 수 있는 . 

것을 심리적 안전감 이라 한다 심리적 안전이 낮다고 인식하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 ’ . 

이나 제안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함으로써 자신에게 가해지는 위험부담

을 줄이려 한다 반면 심리적 안전감이 높다고 인식하는 구성원(Zhao & Olivera, 2006). , 

들은 오류보고를 촉진시키고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제안을 활성화시켜 자신의 업무 , 

및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May, Gilson & 

Harter, 2004). 심리적으로 안전한 의료기관은 실수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

류를 노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비처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오류

에 대한 보고를 용이하게 한다(Derickson, Fishman, Osatuke, Teclaw, & Ramsel, 2015; 

Tucker & Edmondson, 2003).

등 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전감이 높은 군에서 더 높은 환자안전사고Derickson (2015)

보고의도를 나타내었고 등 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전감이 환자에게 나, Appelbaum (2016)

타난 부작용에 대한 보고의도를 높였다 등 도 심리적 안전감이 높으면 환자. Leroy (2012)

안전사고보고가 더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고 의 심장 , Edmondson(1996)

수술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전감이 높은 팀에서 관찰된 오류나 잠재적인 

오류에 대하여 팀원들이 집도의에게 더 많이 발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의 결. 

과로 심리적 안전감이 오류보고의도와의 관련성의 규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팀 리더의 행동은 팀 내부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팀 분위, 

기와 학습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십은 심리(Nembhard & Edmondson, 2006). 

적 안전감의 선행요인 중 하나이다 여러 연구(Newman, Donohue, & Ev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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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리더십은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높아진 심리적 안전감은 리, 

더십과 여러 긍정적 결과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켰다(Newman, Donohue, & Eva, 

특히 진성리더는 직원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하고 윤리적 가치에 부합2017). , 

하는 행동을 보여 직원이 리더에게 신뢰를 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안

전감을 높게 만든다 그래서 직원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리더. 

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Anugerah, Advillah, & Anita, 2019). 

등 의 연구에서는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aximo (2019)

나타났고 등 의 연구에서는 리더의 언행일치 행동과 환자안전사고보고 사이, Lerory (2012)

에서 심리적 안전감이 매개역할을 하였으며 등 의 연구에서도 진성리더십과 내, Liu (2015)

부고발 행위 사이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등 의 . Anugerah (2019)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뒷받침 되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 본 연구의 변수인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 

있고 이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간리자의 진성리더십과 팀 내 심리적 안전

감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투약오류보고를 향상시키, 

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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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1.2 

본 연구의 목적은 도 시에 소재한 병원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간호관리자의   G W W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과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간의 관련성을 파악, 

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1) .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간호사의 투약오류보   2) , , 

고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간   3) , , 

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간호사의 투약오류보   4) , , 

고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이 간호사의 투약오류   5)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팀 내    6)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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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1.3 

  진성리더십1) (Authentic Leadership)

• 이론적 정의 긍정적 자기개발을 이루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리더로  : 

높은 자아인식과 관계적 투명성 정보에 대한 균형적 프로세스 내면화된 , , 

도덕성을 장려하기 위한 긍정적 심리수용력과 긍정적 윤리분위기 모두를 

촉진하는 리더의 행동패턴을 말한다(Walumbwa, Avolio and Gardener, 

2008)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등 이 개발한 진성리더십 척도 : Alvolio (2007)

의 에서 제공하는 (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ALQ) Mind Garden

한국어 번역본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팀 내 심리적 안전감2) (Psychological Safety in Work Teams)

• 이론적 정의  : 업무를 수행할 때 조직 구성원이 기존의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고 오류를 보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를 제언하려 할 때 상사나 동료, , , 

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조직분위기이다 

(Cannon & Edmondson, 2001).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등 이 개발한  : Edmondson (1999) Team 

를 방호진 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Psychological safety scale (2013)

말한다.

투약오류 보고의도   3)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이론적 정의 자신 및 타인이 발생시킨 오류에 대하여 보고자 하는 의향이: 

다 김명수(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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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김명수 가 개발한 오류보고의도 도구를 (2010)

투약오류 에 맞게 김명수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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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방법2 

연구 설계2.1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이   , 

간호사의 투약오류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2.2 

  본 연구의 대상자는 도 시에 소재한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G W W , 

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이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 의 Cohen

표본 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G-power 3.1.9.2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중간 효과크기 검정력 예측 요인. 0.05, 0.15, 0.95, 

의 수 개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명으로 탈락률 를 감안하여 간호사 5 138 20% 170

명을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총 부가 회수 되었고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설문지 . 169 , 

부를 제외한 부를 연구의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2 167 .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정기준 1) (inclusion criteria)

투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    ① 

내과병동 외과병동 중환자실 특수부서 등      ( , , , )

근무경력 개월 이상의 간호사    6②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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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준 2) (exclusion criteria)

투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간호사    ①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    ② 

임상경력 개월 미만의 교육 중인 신규간호사    6③ 

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는 부서와 근무 형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임상수       6

행능력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직무에 대한 준비가 미숙하여 박현정       ( , 2015) 

본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

연구 도구2.3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1) 

등 의 진성리더십 척도  Alvolio (2007) (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 ALQ)

를 의 사용승인 을 받아 사용하였고Mind Garden (ALQ Research Permission) , 

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본으로 측정하였다 진성리더십 척도는 Mind Garden . 자

아인식 문항 관계적 투명성 문항 균형적 프로(Self-awareness) 4 , (Transparency) 5 , 

세스 문항 내면화된 도덕성 문항 등 네 가(Balanced Processing) 3 , (Moral/ethical) 4

지 하부개념 총 문항으로 구성된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점 가끔 , 16 Likert 5 ( =1 , 

그렇다 점 보통이다 점 자주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점 로 개발 당시 =2 , =3 , =4 , =5 )

였으며 송보라 의 연구에서 이Cronbach's alpha=.79 , (2014) Cronbach's alpha=.96

었다. 본 연구의 이다 Cronbach's alpha=.94 .

팀 내 심리적 안전감 2) 

등 의 을 방호진 이   Edmondoson (1999) Team Psychological Safety Scale (2013)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문항은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Likert-type 5 (

점 별로 그렇지 않다 점 보통=1 , =2 , 이다=3점 약간 그렇다 점 매우 그렇다,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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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의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전감이 높음을 의미) 7 , 

한다 개발 당시  방호진 의 연구에서 . Cronbach's alpha=.81, (2013) Cronbach's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alpha=.79 . Cronbach’s 로 신뢰도를  alpha=.59

해치는 번 문항을 제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의 문항으로 수정된 팀 내 심1 . 6

리적 안전감 도구의 이었다Cronbach’s alpha=.64 .

투약오류 보고의도3) 

김명수 가 개발한 오류보고의도 도구를 투약오류 에 맞게 김명수 가   (2010) ‘ ’ (2013)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현재 당신의 업무상황에서 당신이 환자에게 전혀 해‘

를 끼치지 않은 투약오류를 발생시켰다면 당신은 오류보고를 할 것입니까 만약 ’, ‘

현재 당신의 업무상황에서 당신의 직장동료가 환자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투

약오류를 발생시켰다면 당신은 오류보고를 할 것입니까 당신은 앞으로 다른 사람’, ‘

과 투약오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입니까 의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절대로 ’ 3 '

하지 않을 것이다 점에서부터 꼭 할 것이다 의 점까지 시각적 상사척도로 응' 0 ' ' 100

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투약오류 보고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  

시 도구의 신뢰도 였고 김명수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5 , (2015)

Cronbach's alpha= 으로 나타났다.83 . 본 연구의 이다Cronbach's alpha=.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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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절차 및 방법2.4 

자료 수집은 시 대학교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승인번호   W Y ( CR320003)

을 받은 후 간호국과 해당 병동에 직접 방문하여 간호관리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승인을 얻은 후 각 병동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 

지를 전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연구 참여에 대하여 서면으로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

을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 까지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 4 6 4 13 , 

시간은 분 정도였고 설문지 부를 배부하여 총 부를 회수하였으며5~10 , 170 169 , 선

정기준에 맞지 않는 설문지 부를 제외한 부를 연구의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2 167 .

자료 분석 방법2.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과   IBM SPSS statistics26.0 SPSS process macro ver 3.4.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1) ,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간호  2) , , 

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차이는 로 분석하였고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 

사후 분석은 로 시행하였다Scheff .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상관  3) , , 

관계는 로 분석하였다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대상자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방식을 이용한   4) Multiple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Linear Regr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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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에서 팀 내 심리적   5) 

안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PROCESS macro model 4 .

가 제시한 를 이용한 부트스트랩법은 기존의 매개효과   Hayes(2013) PROCESS macro

검증법인 의 단계법이나 의 의 단점을 보Baron & Kenny(1986) 3 Sobel(1982) Sobel Test

완하는 매개효과 검증법이다 이현응 의 단계법은 실제 ( , 2014). Baron & Kenny(1986) 3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번의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논리적으로 추3

론한다는 점에서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유(Hayes, 2013), 

의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만일 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존재하여 매개변수끼리 상. 2

쇄효과를 지니는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전체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날 수도 있어 실제 존재하는 매개효과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현응( , 

는 보통 단계법을 사용해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2014; Hayes, 2013). Sobel Test 3

나타났을 때 이를 재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유의성 검증 시 표본분포의 정규성 가

정을 전제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매개효과가 대체로 정규분포보다는 편중분포를 보. 

인다고 지적하였다 이현응( , 2014; Bollen & Stine, 1990; Shrout & Bolger, 2002, 

이는 실제 매개효과가 유의하더라도 유의하지 않다고 Precher & Hayes, 2004).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현응 의 ( , 2014). Hayes(2013)

기법은 정규분포 분포 대칭분포 등의 어떤 가정도 하지 않는 PROCESS macro , t , 

부트스트래핑 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bootstrapping) (Peacher & 

허원무 선형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Hayes, 2004; , 2013)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별도의 추가과정 없이 한 번, 

에 검증할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정확히 산출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현응( , 2014). 

이에 본 연구는 의 기법 중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Hayes(2013) PROCESS macro 

는 를 분석에 적용하였다Model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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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2.6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있어 대상자 보호를 위해 시 대학교 윤리심의위원회 승W Y

인 승인번호 을 받은 후( CR320003) ,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

접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동의서에는 대상자가 연구 중 원치 않을 경우 언

제라도 참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사항은 , 

비밀로 할 것을 명기하였다. 조사 후 개별적 질문을 위하여 연구자의 연락처를 명

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간호사 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이름이나 개. ( )

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았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답변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 

해 함께 제공한 서류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 

로 보장될 것임을 대상자에게 알리고, 본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연구취지 ,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한 후 서면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 

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의 설문 내용 중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인적정보 소속 병동 연령 등 는 이중으로 코드화 처리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수집( , ) , 

된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는 컴퓨터에 보완 암호를 책정하여 보관하고 연구 

종료 후 최대 년까지 보관하였다가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종이문서는 3

분쇄 폐기할 것임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 추가적 정보를 . , 

얻고자 하거나 개별적인 질문을 위하여 연구자의 이름 연락저 이메일 등을 기재하, , 

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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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결과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3.1 

본 연구에 참여한 명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  167 < 1> . 

으로 남자 명 여자 명 이었고 연령은 평균 세로 17 (10.2%), 150 (89.8%) , 31.7±8.08

세에서 세까지 범위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명 기혼 명23 58 . 109 (65.3%), 58

이었고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명 학사 명 석사 이(34.7%) , 33 (19.8%), 122 (73.0%), 

상이 명 이었다12 (7.2%) . 

직무관련 특성에서 총 임상경력은 평균 년으로 년 이하가 명  9.06±8.49 1 28

년 이상에서 년 이하가 명 년 이상에서 년 이하가 명(16.8%), 2 3 35 (21.0%), 4 6 32

년 이상이 명 이었고 현재 근무부서 경력은 평균 (19.2%), 7 72 (43.1%) , 3.63±3.03

년으로 년 이하가 명 년 이상에서 년 이하가 명 년 이1 54 (32.3%), 2 3 50 (29.9%), 4

상에서 년 이하가 명 년 이상이 명 이었다 현재 근무부서6 42 (25.1%), 7 21 (12.6%) . 

는 일반병동 명 중환자실 명 특수병동 명 기타 부99 (59.3%), 40 (24.0%), 15 (9.0%), 

서가 명 이었다 직위는 책임간호사 명 일반간호사 명9 (5.4%) . 11 (6.6%), 156 (93.4%)

이었고 근무형태는 교대 명 고정근무 명 기타 근무 명, 3 144 (86.2%), 18 (10.8%), 5

이었으며 일 평균 근무시간은 시간 일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0%) , 9.87±.60 , 

명이었다9.874±12.01 .

투약오류 관련 특성에서 지난 년 간 투약오류관련 교육참여횟수는 회 명  1 0 32

회 이하 명 회 이상 명 이었고 투약관련 근접오(19.2%), 2 119 (71.3%), 3 16 (9.6%) , 

류경험은 명 이 있다고 하였고 이 중 투약관련 근접오류 보고경험이 있106 (63.5%) , 

는 대상자는 명 이었다 투약오류는 명 의 간호사가 경험이 있다48 (45.%) . 71 (42.5%)

고 응답하였고 투약오류 경험자 중 투약오류보고는 명 이 경험이 있다고 , 48 (67.6%)

응답하였다 근접오류 및 투약오류 상황에 대해서는 명이 응답하였는데 정규투. 113

약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처방 투약 명 정규 외 투약 51 (45.1%) , 28 (14.8%), 

명 응급상황 명 기타 명 순으로 나타났다17 (15.0%), 12 (10.6%), 5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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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167)

　 특성 구분 실수(%) M±SD 범위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자 17(10.2) 　 　

　 여자 150(89.8) 　 　

연령 세( ) 31.87±8.08 23-58

결혼상태 미혼 109(65.3) 　 　

　 기혼 58(34.7) 　 　

최종 학력 전문학사 33(19.8)

학사 122(73.0)

　 석사 이상 12(7.2) 　 　

직무 

관련 

특성

총 임상경력 년( ) 년1 28(16.8) 　 　

년 년2 ~3 35(21.0)

년 년4 ~6 32(19.2)

년 이상7 72(43.1)

　 　 9.06±8.49 .67~36.50

현 근무부서 경력 년( ) 년1 54(32.3)

년 년2 ~3 50(29.9)

년 년4 ~6 42(25.1)

년 이상7 21(12.6)

　 　 3.63±3.03 .08~18.67

근무부서 일반병동 99(59.3)

중환자실 40(24.0)

특수병동 15(9.0)

　 기타 13(7.8) 　 　

직위 일반간호사 156(93.4) 　 　

　 책임간호사 11(6.6) 　 　

근무형태 교대3 144(86.2)

고정근무 18(10.8)

　 기타 5(3.0) 　 　

일 평균 근무시간 　 　 8.87±.60 7~11

일 평균 담당 환자수 　 9.874±12.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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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계속< 1> ( )

(N=167)

　 특성 구분 실수(%) M±SD 범위

투약오류 

관련특성

투약오류관련 
교육참여횟수

회0 32(19.2) 　 　

회 이하2 119(71.3)

회 이상3 16(9.6) 　 　

투약관련 
근접오류경험

없다 61(36.5)

있다 106(63.5) 　 　

투약관련 
근접오류보고경험 없다 58(54.7)

 (N=106) 있다 48(45.3) 　 　

투약오류 경험 없다 96(57.5)

　 있다 71(42.5) 　 　

투약오류 
보고경험 없다 23(32.4)

 (N=71) 있다 48(67.6) 　 　

투약오류 상황 정규투약 51(45.1)

 (N=113) 정규 외 투약 17(15.0)

응급상황 12(10.6)

추가처방 투약 28(24.8)

　 기타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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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3.2 ,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의 정도   , 

본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  , , 

오류 보고의도의 분석결과는 표 와 같다 진성리더십의 총 점수는 평균평점 < 2> . 

점으로 하부요인은 자아인식 점 관계적 투명성 점 균3.41±56 3.69±.71 , 3.63±.59 , 

형적 프로세스 점 내면화된 도덕성 점이었다 팀 내 심리적 안3.62±.72 , 3.63±.67 . 

전감은 평균 점이었고 투약오류 보고의도는 평균 점이었다3.50±.52 , 71.06±19.13 .

표 대상자가 인식하는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 2> , , 

정도      

(N=167)

변수 문항수 M±SD 최고점수 평균평점 범위

진성리더십 16 54.53±8.96 5 3.41±.56 15~73

자아인식   4 14.75±2.86 5 3.69±.71 4~20

관계적 투명성   5 18.17±2.96 5 3.63±.59 5~25

균형적 프로세스   3 10.85±2.16 5 3.62±.72 3~15

내면화된 도덕성   4 14.51±2.68 5 3.63±.67 4~20

팀 내 심리적 안전감 6 21.01±3.13 5 3.50±.52 10~28

투약오류 보고의도 3 213.17±57.39 100 71.06±19.13 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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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3.3 ,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차이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  , , 

약오류 보고의도의 차이는 표 과 같다 간호사의 직위에서 책임간호사 보다 일< 3> . 

반간호사에게서 진성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고(t=2.07, p 투약오류 =.040), 

보고의도는 투약오류관련 교육참여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F=5.14, 

p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투약오류 보고의도는 오류경=.007) . 

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투약관련 근접오류경험이 있는 군에서 더 낮게 , 

나타났고(t=-2.91, p 투약오류경험이 있는 군에서도 낮게 나타났다=.004), 

(t=-2.29, p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023). ,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보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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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차이< 3> , ,  

(N=167)

특성 구분

진성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M±SD t/F
(p) M±SD t/F

(p) M±SD t/F
(p)

성별 남성 56.41±7.80 .91
(.363)

21.65±3.16 .74
(.458)

218.53±42.86 .41
(.686)

여성 54.32±9.08 20.93±3.13 212.57±58.89

연령 세( ) 1.07
(.373)

.07
(.991)

1.16
(.333)

결혼상태 미혼 53.96±9.67
-1.22
(.224) 

20.98±2.99
-.14
(.891)

211.19±57.87
-.61
(.542)기혼 55.60±7.41 21.05±3.41

216.90±56.77

최종 학력 전문학사 53.55±8.54
.30
(.741)

21.06±2.99
.05
(.951)

220.60±69.86
.57
(.565)학사 54.70±9.33 20.97±3.12 210.28±54.77

석사 이상 55.58±6.19 21.25±3.96 222.08±46.39

총 임상경력 년1 54.29±980

.20
(.897)

21.25±241

.28
(.842)

219.29±45.43

1.25
(.295)

년 년2 ~3 53.60±9.74 20.86±3.32 219.29±61.05

년 년4 ~6 54.75±980 2134±2.90 195.94±62.94

년 이상7 54.99±7.94 20.83±3.41 215.49±56.8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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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차이 계속< 3> , , ( )

(N=167)

특성 구분
진성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M±SD t/F
(p) M±SD t/F

(p) M±SD t/F
(p)

현 근무부서 
경력

년1 53.94±9.95

.87
(.459)

20.41±3.06

1.58
(.195)

217.59±54.14

.17
(.915)

년 년2 ~3 54.32±10.10 21.38±349 211.80±62.82
년 년4 ~6 56.33±5.82 20.86±2.68 211.43±62.54
년 이상7 52.95±8.60 21.95±3.12 208.57±42.34

근무부서 일반병동 54.92±7.87

1.49
(.218)

20.69±3.12

1.04
(.375)

208.59±57.03

.86
(.461)

중환자실 52.17±12.07 21.38±2.98 224.50±56.44
특수병동 57.00±5.42 22.00±2.65 219.67±58.80
기타 56.00±8.19 21.15±4.06 205.77±63.17

직위 일반간호사 54.91±8.84 2.07*

(.040)
21.05±3.15 .70

(.483)
213.46±57.08 .24

(.808)책임간호사 49.18±9.34 20.36±2.91 209.09±64.37
근무형태 교대3 53.87±9.34

2.97
(.054)

20.97±3.06
.26
(.768)

212.99±58.00 .23
(.793)고정근무 58.50±1.05 21.06±3.76 218.61±55.67

기타 59.40±1.36 22.00±3.39 199.00±53.20
일 평균 근무시간
시간( )

1.32
(.232)

.40
(.935)

.67
(.735)

일 평균 담당환자수
명( )

1.38
(.140)

1.46
(.105)

.85
(.649)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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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차이 계속< 3> , , ( )

(N=167)

특성 구분
진성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M±SD t/F
(p) M±SD t/F

(p) M±SD t/F
(p)

투약오류  
관련교육참여

회0 53.34±9.24
.667
(.515)

20.75±379
.186
(.830)

205.63±58.25
5.144**

(.007)회 이하2 54.59±8.68 21.03±3.00 209.50±56.50
회 이상3 56.501±0.60 21.31±2.77 255.63±46.61

투약 근접오류경험
있다 55.03±7.73 .863

(.390)
21.24±3.04 1.253

(.212)
203.58±57.38 -2.910**

(.004)없다 53.67±10.78 20.61±3.27 229.84±53.87

근접오류 보고경험
(N=106)

있다 54.71±8.44 -.386
(.700)

21.63±3.54 1.202
(.232)

209.48±58.39 .962
(.339)없다 55.29±7.17 20.91±2.54 198.71±56.60

투약오류경험
있다 54.30±8.31 -.293

(.770)
21.21±3.13 .728

(.468)
201.48±61.45 -2.294*

(.023)없다 54.71±9.45 20.85±3.14 221.82±52.86

투약오류 보고경험
(N=71)

있다 55.40±8.03 1.631
(.108)

21.54±3.34 1.289
(.202)

204.90±59.76 .674
(.502)없다 52.00±8.59 20.52±2.59 194.35±65.63

투약오류 상황
(N=113)

정규투약 54.53±7.42

1.571
(.187)

21.12±3.02

.481
(.750)

200.29±61.38

.374
(.846)

정규 외 투약 50.53±10.87 20.59±2.62 197.65±69.51
응급상황 56.92±9.91 22.17±3.61 220.83±38.07
추가처방 투약 56.04±6.79 21.11±3.39 200.89±55.24

　 기타 55.40±2.61 21.60±3.05 208.00±66.48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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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3.4 , , 

도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인식하는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  , , 

고의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진성리더십과 팀 내 심리적 안전감< 4> . 

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17, p 팀 내 심리적 안전감과 =.028),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19, p 그=.011). 

러나 진성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r=.08, p=.294).

표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보고간의 상관관계< 4> , , 

(N=167)

변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r(p) r(p) r(p)

진성리더십

1

-

팀 내 심리적 안전감

.17* 1

(.028) -

투약오류 보고의도

.08 .19* 1

(.294) (.01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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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3.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종속변수인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투약오류관련 교육참여횟수‘ ’, ‘투약관련 근접오류경험 투약오류경’, ‘

험 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이 투약오’

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는 표 와 같다. < 5> .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가 이하였고 분산팽창지수 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tolerance) 1.0 , (VIF) 10

가 없었다 또한 결과 로 에 가까우므로 잔차의 독립성. Durbin-Watson test 2.175 2

도 검증이 되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회귀식에 대한   (F=5.99, p=.000), Adjust 

R2 로 의 설명력을 보였다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131 13.1% . 

석한 결과 투약관련 교육참여횟수 회 이상 투약관련 근접오류3 (t=3.03, p=.033), 

경험 팀 내 심리적 안전감 이 투약오류 보(t=-2.06, p=.041), (t=2.89, p=.0045)

고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준화 계수 값을 비교한 결β 

과 투약관련 교육 회 이상 참여 심리적 안전감 투약관련 근접3 ( =.25), ( =.21), β β

오류경험 으로 나타나 투약관련 교육 회 이상 참여가 가장 많은 영향을 ( =-.16) 3β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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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5> 

N=167

변수 B SE β t p tolerance VIF

투약관련 교육참여횟수 회 이하-2 7.75 10.75 .06 .72 .472 .724 1.381

투약관련 교육참여횟수 회 이상-3 49.97 16.51 .25 3.03 .003 726 1.378

투약관련 근접오류경험 -20.13 9.78 -.16 -2.06 .041 .773 1.294

투약오류경험 -14.79 9.44 -.12 -1.57 .119 .786 1.273

팀 내 심리적 안전감 3.85 1.33 .21 2.89 .004 .988 1.012

R2=.157, Adj. R2=.131, F=5.99 p=.000, Durbin-Watson=2.175

투약관련 교육참여횟수 회 이하 회 회 이하 회 이상*Dummy variable : 2 (0 =0, 2 =1, 3 =0)
투약관련 교육참여횟수 회 이상 회 회 이하 회 이상3 (0 =0. 2 =0, 3 =1)
투약관련 교육참여횟수 회0 =reference



- 25 -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3.6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이 간호사의 투약오류보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팀 내 심

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의 단순 매개효과 검증 PROCESS macro

모델인 를 적용하여 번의 부트스트랩 검증을 시행하였다model 4 5,000 . 

진성리더십과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 

진성리더십은 투약오류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08, β p 팀 내 심=.2939), 

리적 안전감은 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19, β p 표 =.0073)< 6>.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과 매개변수인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이 종속변수인 투약오  

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값이 로 유의한 것, F 4.94 (p 으로 =.0277)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고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 

쳤다( =.17, β p 표 =.0277)< 6>.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은 먼저 연구표본을 축소된 모집단처  

럼 간주하여 이 표본과 같은 크기의 표본을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무작위표본을 만

든다 이현응 이를 부트스트랩 표본 이라(Hayes, 2013; , 2014). (bootstrap sample)

고 부르며 이 표본으로부터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 수천 번 , . (

이상; κ번 으로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간접효과를 계산하며 그 결과 전체 간접효과)

의 분포가 얻어진다 의 신뢰구간인 경우에 . 95% κ개로 이루어진 간접효과의 분포의 

번째 백분위에 해당하는 간접효과가 신뢰구간의 하한경계 하한값 에 해당2.5 95% ( )

하고 동일한 간접효과의 분포에서 번째 백분위에 해당하는 간접효과는 , 97.5 95% 

신뢰구간의 상한경계 상한값 에 해당한다 즉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추정치는 ( ) . , 95% 

하한값 상향값 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신뢰구간이 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 ~ ] , 0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한다 히든그레이스 논문통계팀(Hayes, 2013; , 2018). 

진성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의도 간 관계에서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접효과의 크기는 간접효과의 ,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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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을 포함하고 95% [.0043, .4793] 0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따라서 팀 . 내 심리적 안

전감은 진성리더십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 그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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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이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6> 

(N=167)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p LLCI ULCI

진성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06 .03 .17 2.22 .0277 .0066 .1125

R2=.0290,  F=4.9355 (p=.0277) 

진성리더십 투약오류 보고의도 .52 .50 .08 1.05 .2939 -.4580 1.5046

R2=.0067, F=1.1087 (p=.2939)

진성리더십
투약오류 보고의도

.32 .50 .04 .64 .5219 -.6626 1.3008

심리적 안전감 3.43 1.42 .18 2.41 .0171 .6195 6.2381

 R2=.0406, F=3.4744  (p=.0333)

효과 B SE LLCI ULCI

Total effect(Direct+Indirect) .5233 .4970 -.4580 1.5046

Direct effect
진성리더십 투약오류 보고의도( )→ .3191 .4972 -.6626 1.3008

Indirect effect
진성리더십 심리적 안전감 투약오류 보고의도( , )→ .2042 .1256 .0043 .4793

표준오차 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SE=Standard error , LLCI=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 ULCI=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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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 
CI = confidence interval 
*p<.05

그림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이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 1> 

영향에서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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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논의4 

논의4.1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과   ,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투약오류보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투약오류 보고의도는 으로 동일 도구를 사용한 김명수  71.06 (2013)

의 연구의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김명수 연구의 이현영66.98 , (2015) 73.76, 

연구의 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 비교적 높은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나(2019) 72.90 , 

타내었다 반면 실제 오류경험을 한 대상자들의 보고율은 근접오류 투약오. 45.3%, 

류 로 나타났는데 투약오류 경험이 있으나 만 보고를 한 이현영67.6% 56.4%

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투약오류 보고의도가 실제 보고행위로 연결되는 것(2019)

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의 파악과 이를 통한 의도와 행위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 이상의 투약오류관  , 3

련 교육참여가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 

횟수에 따른 보고의향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숙희 의 연구와 환자안전교육(2019)

의 유무가 근접오류보고의향에 영향을 미친 권남규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2018)

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 (Wakefiled, Wakefiled, Uden-Holman, 

투약오류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보고 절차나 정책& Blegen, 1996), 

에 대한 지식결여 김금순 권소희 김진아 조선희 는 간호사 개인이 느끼( , , , & , 2011)

는 투약오류보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통해 투약오류 관련 교육의 중

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투약오류보고를 높이기 위한 중재연구인 등. Cost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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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투약오류교육 후 투약오류보고 정도가 높아졌고 시뮬레이션 투(2007) , 

약오류 교육과 강의식 교육을 받은 두 군 모두에서 교육 후 투약오류가 감소한 

등 의 연구결과 또한 투약오류보고 향상을 위하여 투약오류관련 교육이 Ford (2010)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 투약오류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19.2%, 

회 이하로 받은 대상자가 로 많은 대상자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2 71.3%

로 나타났다 이영숙 의 연구에서도 회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 (2015) 3

회 이하가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였고 서상순26.0%, 2 50.1%, 23.8% , (2013)

의 연구에서도 회 이상의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회 이하가 교육3 25.7%, 2 57.6%, 

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로 간호사들의 투약오류 관련 교육 경험이 낮은 것으16.6%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이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약오류 관련 교육을 . ,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서상순 교육에서 투약오류의 이론적 ( , 2013), 

정의와 구체적인 사례 제시 및 오류 및 근접오류 보고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 등으

로 오류보고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투약 근접오류의 경험은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근접오류 경험이 있을 때 투약오류 보고의도가 더 낮게 나, 

타났다 이현영 의 연구에서 투약오류경험이 없는 군에서 투약오류 보고의도. (2019)

가 더 높았고 구영진 의 연구에서도 근접오류 경험이 있는 군에 비하여 없는 , (2016)

군에서 근접오류보고의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투약오류 및 근접오류 경험 . 

후 따르는 부정적인 경험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낮추는 것

으로 사료된다 이은경 정춘화 전혜진 부정적 결과와 비난에 대한 두려( , , & , 2010). 

움은 중요한 투약오류보고 장애요인 중 하나로 간호사들이 환자 안(Hughes, 2008) 

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에 대한 처벌 및 부정적 반응을 두려워 한다. 

이원 의 연구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익명으로 보고하더라도 간호(2016)

사들의 교대업무의 특성상 인계를 시행하면서 오류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게 되고, 

같은 직종 뿐 아니라 타 직종의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거나 무능하다는 낙인이 찍

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류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등 의 연구에서는 , Petrov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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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어떤 반응이 생겼을 때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류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등 의 연구에서는 무능하다는 낙인 전문직으로서의 , Force (2006) , 

오점을 남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류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 

비난이나 질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류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결여와 

간호조직이나 병원 조직 내의 투약오류보고에 대한 관리나 지지에 대한 부족을 의

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 

본 연구에서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은 평균 으로 국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  3.50

로 한 홍유진 의 연구의 보다 높게 나타났고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2017) 3.18 , 

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사와 다른 병원 의료진이 인지. 

한 높은 심리적 안전감이 오류보고의도를 증가시켰다는 등 의 연Derickson (2015)

구와 심리적 안전감이 높으면 환자에게 나타난 부정적 결과에 대한 보고의도를 높

인 등 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등 의 Appelbaum (2016) . Lerory (2012)

연구에서도 높은 심리적 안전감이 오류보고율을 증가시켰고 홍유진 의 연구, (2017)

에서도 심리적 안전감은 오류보고의향의 주요 변수로 검증되었다. 

의 연구에서 또한 심리적 안전감이 높은 팀의 팀원들에게서 관찰Edmondson(1996)

된 오류나 잠재적인 오류에 대한 보고율이 더 높았다 이는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이 . 

실수나 오류를 인정하여도 이로 이한 부정적 결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껴 오류보고

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투약오류보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같은 ,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팀 내 심리적 안전감과 같은 조직 분위기와 관

련된 조직적 특성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투약오류보고의 최종 

목적은 오류를 통한 학습과 개선으로 조직 구성원이 실수에 대한 보고나 질문을 하 

거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 대인관계의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학습행동이 촉진된다 또한 이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은  혁신적인 . 

생각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반대로 구성원이 속한 조직 내(Edmondson, 1999). 

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바로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즉각적, 

으로 한다면 결국 자신의 의견 제시를 자제하게되고 실수나 인식된 문제에 대한 보

고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팀 내 심리적 안(Camacho & Paulu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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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감은 투약오류보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 투약오류보고로 인한 처벌이나 부정적적인 평가를 받는 등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제공과 간호사들의 팀 내 심리적 안전감 증진을 

위한 개인 및 조직적 차원의 접근 전략을 마련하여 투약오류보고를 향상시키는 노

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그에 따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 .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성리더십은 로 송보라 의 연구 김응주 의   3.41 (2014) 3.57, (2019)

연구 김미정과 한지영 의 연구 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진성리더3.97, (2019) 3.87 . 

십이 투약오류보고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진성리더십이 환. 

자위해사건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 등 의 연구 높은 진성Meilsen (2013) , 

리더십이 부정적인 환자 결과를 낮추고 간호사의 발언행동을 증가시킨 등Wong 

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그리고 높은 진성리더십이 오류관리문화를 (2010, 2013) . 

증진시켜 오류보고를 증진시킨 등 의 연구와 오류보고를 증진시키는 Farnese (2018)

환자안전문화에 진성리더십이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등 의 연Dirik (2017)

구들과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진성리더십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  

감의 간접효과가 검증되어 이들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 

영향요인은 아니지만 심리적 안전감을 통하여 진성리더십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성리더십의 행동특성인 리더의 언행일치 . 

행동과 환자안전사고보고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한 등Leroy 

의 연구나 진성리더십과 내부고발 행위 사이에서 심리적 안전감이 매개역할(2012) , 

을 하여 영향을 주는 연구들 과 같은 결(Liu, et al., 2015, Anugerah et al., 2019)

과이다 등 의 연구에서 리더십은 팀 내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 Newman (2017)

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리더의 행동과 태도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리더가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구성원의 내. 

적 동기가 유발되어 문제나 의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높은 심리적 안전감을 보인

다 진성리더십이 높은 관리자는 균형 잡힌 정보처리로 데이터(Edmondo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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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객관적 분석과 어떠한 결론을 내기 전 다른 관점에 귀를 기울여 오류의 모니터

링 및 오류의 빠른 감지와 근접오류 같은 약한 신호도 빨리 인지하게 한다(Farnese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중요한 정보의 공유를 장려하며 관계적 et al., 2018). , 

투명성으로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의사소통 하는 것

을 권장하기 한다 이러한 진.(Avolio & Gardner, 2005; Walumbwa et al., 2008) 

성 리더의 특성은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을 높여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하여도 불이

익이나 대인관계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 투약(Anugerah, 2019) 

오류 보고의도를 높일 수 있다 진성리더를 가진 조직의 구성원들은 실패를 두려워 . 

하지 않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유연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 오승희 투( , 2018) 

약오류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학습과 개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 

구성원들이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고 투약오류보고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

서는 관리자의 진성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관리자는 자신뿐 아니라 구성원들. 

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지양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 , 

통한 서로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균형잡힌 정보처리를 통해여 ,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업무처리와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성리더의 . 

특징인 자기인식과 자기통제는 반복적인 학습으로 리더에게 습득될 수 있으므로 김(

문규 이와 관련된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진성리더십을 , 2019) . 

기반으로 조직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투약오류보고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도 투약오류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 양성을 위한 리더

십 개발 프로그램의 운영과 간호관리자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팀 내 심, 

리적 안전감에 대한 인식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회  3

이상의 투약오류관련 교육 투약관련 근접오류경험 심리적 안전감을 규명하였고 간, , , 

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하여 간호사의 투약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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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회 이상의 투약오류관련 교육 근접오류경험 시 부정3 , 

적 반응의 감소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고 관리자의 진성리더십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투약오류감소

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의의3.2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최근에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1) 

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처음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고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진성리더십과 심리적 안전감 증진방안을 포함한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높이기 2) 

위한 중재전략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투약오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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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3. 

본 연구의 제한점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하기에 제한1) 

점이 있다.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간호관리자에 대해 충분2) 

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함께 일한 근무 기간을 구별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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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제언5 

결론5.1 

  투약오류보고는 투약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활동 중 하나로 투약오류보고

율을 예측할 수 있는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

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인식하. 

는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팀 내 심리적 안전감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를 ,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도 병원 간호사 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동일 기관   G W 167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년 2020 4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 분석은 과 6 2020 4 13 .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SPSS Process macro ver 3.4.1 , , 

다중회귀분석 부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 

트스트랩을 이용한 로 분석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4 , 

를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 .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각 변수에 대한 전체 평균평점은 진성리더십 점 심리적 안 1) 3.41±.56 , 

전감 점 투약오류 보고의도 점으로 나타났다3.50±.52 , 71.06±19.13 .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투약오류 관련 교육 참여  2) 

횟수에 따라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유의한 차이(F=5.14, p 를 보였고 사=.007) , 

후 검증결과 회 이상의 교육 참여군이 회 회 이하의 교육참여 군보다 투약3 0 , 2

오류 보고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투약 근접오류경험. (t=-2.91, p 과 투=.004)

약오류경험(t=-2.29, p 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근접오류경험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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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약오류경험이 있는 군에서 투약오류 보고의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이 관계에서 양적 상관관계 3) 

(r=.17, p 를 보였고 팀 내 심리적 안전감과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028) , 

에서 양적 상관관계(r=.19, p 를 보였다 진성리더십과 투약오류 보고의도=.011) . 

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 이상의 투약오류 관련 교육참 4) 3

여( =.28, β p 팀 내 심리적 안전감=.003), ( =.21, β p 투약 근접오류경험=.004), 

( =-.17, β p 으로 나타났다=.041) .

진성리더십이 투약오류 보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안전감을 통한 간 5) 

접효과가 검증되어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간( =.2042, CI=.0025~.4892) β

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 사이에서 팀 내 심리적 안전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투약오류 보고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약오류에 관한   , 

정의 사례 투약오류보고 체계 오류 보고의 중요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 , , 

투약오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투약오류보고로 겪은 간호, 

사의 부정적인 경험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적 접근 전, 

략과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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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5.2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가 실제 보고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연1) 

구를 제언하다.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과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2) 

히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투약오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3) ,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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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간호관리자의 진성리더십 문항별 점수< 1> 

문       항 M±SD

자
아

인
식

간호관리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한다1. . 3.86±.85

간호관리자는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솔직히 인정한다2. . 3.71±.80

간호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도록 3. 
격려한다  .

3.55±.83

간호관리자는 어렵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4. . 3.64±.83

소       계 3.69±.71

관
계

적 
투
명

성

간호관리자는 감정을 느끼는 대로 정확히 표현한다5. . 3.65±.84

간호관리자는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신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6. . 3.72±.78

간호관리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주요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7. . 3.76±.79

간호관리자는 내가 나의 주요 가치관과 일치하는 입장을 취할 것을 8. 

요구한다  .
3.34±.85

간호관리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을 9. 
따른다.

3.71±.71

소       계 3.63±.59

균
형

적 
프
로

세
스

간호관리자는 자신이 강하게 믿고 있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10.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   .

3.5±.86

간호관리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11. . 3.68±.78

간호관리자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12. . 3.68±.87

소       계 3.62±.72

내
면
화

된 
도
덕

성

간호관리자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13.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한다   .

3.71±.78

간호관리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4. 

정확히 안다   .
3.54±76

간호관리자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고해야 할 15.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다   .

3.62±.74

간호관리자는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16. 

주는 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65±.78

소       계 3.63±.67

총 평균평점 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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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팀 내 심리적 안전감 문항별 점수< 2> 

문       항 M±SD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상 실수를 하면 당사자가 비난을 받는 경우가1. , 
종종 있다   .

1.93±1.17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상 문제점이나 껄끄러운 이야기도 꺼낼 수 있다2. . 3.34±.82

우리 부서 구성원들은 종종 타인의 다른 의견을 무시한다3. . 3.63±.86

우리 부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위기다4. . 2.98±.83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구성원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다5. . 3.92±.97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구성원들이 내 노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지 않는다6. . 3.70±1.03

우리 부서에서는 나만의 스킬과 재능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된다7. . 3.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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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간호사의 투약오류 보고의도 문항별 점수< 3> 

문       항 M±SD

당신은 앞으로 다른 사람과 투약오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입니까1. ? 81.98±16.49

만약 현재 당신의 업무 상황에서 당신의 직장 동료가 환자에게 전혀 2. 
해를 끼치지 않은 투약오류를 발생시켰다면 당신은 오류보고를 할 것  

입니까  ?

62.10±24.53

현재 당신의 업무 상황에서 당신이 환자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은 3. 
투약 오류를 발생시켰다면 당신은 오류보고를 할 것입니까  ?

69.10±24.29



- 51 -

부록 연구대상자 설명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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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참여 동의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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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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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도구 사용 승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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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hentic leadership of nursing managers, Psychological safety in 

work teams and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of nurses

                                                        Moon, Sunyou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edication error report is one of the improvement activities to reduce 

medication error, and improving the intention of reporting medication error that 

can predict medication error rate is one of the measures to prevent patient safety 

accidents. Thus, in this study, a descriptive investigation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entic leadership of the nurse's perceived 

nursing manager, the psychological safety in work team, and the intent to report 

the medication error.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67 nurses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WIN 26.0 and SPSS process macro 　

ver 3.4.1 software program and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d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anlysis, 

Scheff test, and mediation analysis. Mediation al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macro process model 4 to examine mediationi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in 

work tea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of nursing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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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of nurses.

  The study found that authentic leadership was 3.41±.56 points, psychological 

safety was 3.50±.52 points, and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was 

71.06±19.13 points, and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medication error 

reporting of nurses were participation in education related to medication error (β

=.28, p=.003), psychological safety in work team( =.21, p=.004), experience of β

near miss related medication error( =-.17 and p=.041). The specific indirect β

effect through psychological safety in work team was =.2042(CI=.0025-4892). β

Between the authentic leadership of nursing manager and the intention of the 

nurse to report an error in medication, psychological safety in the team has been 

verified to play a mediating role.

  These results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repetitive medication error-related education program that includes the definition 

of medication error, cases, medication error reporting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error reporting, and to overcome the negative experiences of nurses who have 

experienced medication error reporting, and to make efforts to develop authentic  

leadership of nursing managers and to enhance psychological safety in work team.

Key words : Authentic leadership, Psychological safety, Medication error repor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