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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역량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 수준을 파악하
고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의 관련성을 파악하며 환자안전역량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도구로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의
료연구품질관리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2004)에
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HSOPSC) 도구를 김정은, 강
민아, 안경애와 성영희(2007)가 한글로 번안한 도구와 Lee와 Jang(2012)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장해나(2013)가 이를 수정 후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Patient 
Safety Competency Self-Evaluation(PSCSE)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중환
자간호사회 소속,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곳과 경기, 인천 지역의 종합병원 3곳에
서 자료수집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 중 편의표본 추출하여 165명을 대
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분석은 SPSS 25.0 Statis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이 92.1%, 연령은 30세 미만이 67.3%, 교육 정도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90.3%, 근무 부서는 내·외과 통합 중환자실이 39.3%, 총 임상 
경력은 평균 5.35±4.66년, 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평균 4.98±4.10년, 환자안전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은 있는 경우가 96.4%,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 횟수는 평균 
1.27±0.75회이었다. 

  2.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13±0.63점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부서내 팀워크 3.67±0.83점,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3.57±0.74점, 과
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3.27±0.98점, 의사소통의 개방성 3.13±0.79점, 조직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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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68점, 부서간의 환자전송 3.06±0.77점, 병원 경영진의 태도 3.01±0.89점, 부서
간의 협조체계 3.00±0.85점, 직원배치 2.75±0.61점,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2.66±0.79점이었다. 환자안전역량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7±0.43점이었다.

  3.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총 환자안전문화 인식 점수는 종합병원에 근무
하는 간호사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총 환자
안전역량 점수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총 임상 경
력 3년~6년 미만과 9년 이상인 간호사의 총 환자안전역량 점수는 총 임상 경력 3년 미
만인 간호사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중환자실 근무 경력 3년~6년 미만과 9년 이
상인 간호사의 총 환자안전역량 점수는 중환자실 근무 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의 점수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5.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조직학습, 직원배치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반
적 특성 중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환자안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향
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 증진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중환자실, 간호사,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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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patient safety)은 임상에서 행해지는 질 개선의 목적들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Institute of Medicine [IOM], 2003). 환자안전이란, ‘보건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9). 
  IOM(2000)의 환자안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더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Donaldson, Corrigan, and Kohn, 2000)의 출판 이후 전세계
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연구와 임상 실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는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기점으로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
치하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 항목 중 환자안전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등 환자안전활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 근로자 중 간호 인력은 의료서비스 과정의 가장 최전선에서 환자와 접하게 접
촉하고 환자와 상호관계를 맺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
악하고 대처하는 전문 집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Milligan & Dennis, 2004). 
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 개선 증진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보고서 
‘The Future of Nursing: Leading Change, Advancing Health’에서는 더욱 복잡화
된 미래의 의료 시스템 환경 내에서 간호 인력은 환자안전 유지에 타 보건의료 직종보
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상의 술기 실력을 지니고 여러 의료 직종과 
의사소통을 하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 정도와 임상 역량이 요구된다고 발표하였다(IOM, 
2010). 따라서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장 가까
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취약 부
분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의 역량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김미정 & 김종경,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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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환자실은 24시간 집중 감시와 간호 및 치료가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 부
서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더불어 환자안전사고와 많은 연관
성을 가지는 부서이다(Beecroft, Dorey, & Wenten, 2008).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과 
달리 다양한 의료 직군이 시시각각 의사소통하며 협업해야 하는 환경이고 환자에게 직
접적으로 적용되는 복잡한 고위험 특수 건강 장치를 관리하는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
료 행위의 오류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으며(Bracco et al., 2001),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작은 의료 행위의 오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서이다(조윤주, 2012). 중환자실은 
병원 내 환자의 위급 상태에 대비하여, 그리고 수술 후 집중 치료를 위하여 시간이 지
날수록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과 고도화된 간호 수행을 
포함한 최상의 환경을 형성하도록 요구되는 실정이다(양진향, 2008). 이러한 환경에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는 오류를 줄이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태도와 수행 능력, 
지식 등 필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이숙현, 2015). 
  환자안전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데에는 이에 대한 의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환자안전
활동 의도에 간호사 개인의 주관적 인지 규범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김영남 & 류시원, 2008). 이는 간호사가 환자안전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
식하는지 조사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간호에서의 환자안전문화는 시스템 측면, 개인 
측면, 직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시스템 측면은 환자안전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 
환자안전을 우선에 둔 병원 경영진의 행동 양식 등을 의미하고, 개인 측면은 환자안전
과 관련한 문제나 해결책 제시에 간호사가 적절히 개입하는 정도와 그것이 가능한 정도
의 개인적 능력을 갖추는 것, 직무 측면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어지는 안
전과 관련한 태도를 의미한다(Feng, Bobay, & Weiss, 2008). 환자안전문화가 구축되
면 환자안전 관련 사항의 보고와 학습조직이 결집되어서 안전사고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Kizer, 1999). 또한, 병원 구성원들 간 효과적인 협조 체계와 의사소통으로, 이로 인한 
의료팀의 효율성 및 안전성의 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다(김종경, 2014). 
  환자안전역량은 환자를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
한 개인의 태도, 기술, 및 지식의 조합을 의미한다(WHO, 2010). 환자안전역량의 태도
란, 간호 행위의 인지적, 물리적 한계점에 대한 인식과 표준 안전에 대한 가치 부여, 오
류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의 역할에 대한 가치 부여, 간호 행위에 대한 감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가치 부여를 의미한다. 환자안전역량의 기술이란, 개인의 실수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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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술 및 전략의 효과적인 사용, 사고 발생 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고하고 이를 환자와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 사고 발생 시 근본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임상의학데이터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환자안전역량의 지식이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환자안전
사고의 인적,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 안전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 자원들의 
장·단점에 대한 지식, 안전사고의 종류와 환자안전문화의 요소들을 구별하고 안전 사고
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의 영향에 대
한 지식을 의미한다(Cronenwett et al., 2007). 역량은 상황적인 요소에 의존적일 수밖
에 없는데, 역량은 의료진 간 지식과 능력의 공유, 현재의 주어진 업무, 근무 환경과 임
상 환경의 상호관련성을 바탕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Klass, 2000). 그러므로 실제적인 
역량은 임상 근무 환경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대한 태도에 대해 조사한 질적 연구를 기
점으로(강민아, 김정은, 안경애, 김윤, & 김석화, 2005)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Lee와 Jang(2012) 국내에 환자안전역량
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장해나(2013)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환자안전역량 측정 도
구의 개발을 기점으로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의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에게 높은 수준의 환자안
전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Kim & Han, 2016),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바탕이 되는 환자안전문화의 인식도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은 간호계에서 
중대하게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문화 
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이숙현, 2015; S. M. Cho & Choi, 
2018; Hwang, 2015). 또한, 선행연구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차이(장현미, 박주영, 최
영주, 박성원, & 임한나, 2016; 정수진 & 정정희, 2019)와 환자안전역량의 차이
(Hwang, 2015)가 간호사의 근무 부서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역량을 위한 부서별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
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문화 인식을 동시에 측정해서 관련성에 대해 알아본 연구는 국내
에서 이숙현(2015)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을 조사
하여 중환자실의 환자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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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역량을 조사하고 환
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역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
자안전역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도와 환자안전역량의 수준을 파악한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의  
     정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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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환자안전역량

  (1) 이론적 정의

  환자안전역량이란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 
기술, 지식을 말한다(Canadian Patient Safety Institute [CPSI], 200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ee와 Jang(2012)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장해나(2013)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한 후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Patient Safety Competency 
Self-Evaluation(PSCSE)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환자안전문화

  (1) 이론적 정의

  환자안전문화는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자의 피해와 의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의 믿음, 가치, 계속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된 개별적, 조직적 행동패
턴이다(Kizer, 1999).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연구품질관리부(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2004)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HSOPSC) 도구를 김정은, 강민아, 안경애와 성영희(2007)가 한글로 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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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 헌 고 찰

  본 장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문화 인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환자안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환자안전문화와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에 대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환자안전과 중환자실

  IOM(2000)의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환자안전의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어 의료 오류

에 대한 연구가 의료계의 연구 우선순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병원
에서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사람 수가 연간 44,000~98,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자동
차 사고, 유방암, AIDS 등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으며 미국의 사망원인 순위 8번째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언론과 대중에 알려지면서 중요한 보건정책 해결 사안의 하나로 대
두되었다. 의료기관 내에서 불필요한 위해의 발생으로 인한 사망이 전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순위 10위권에 있다(Jha AK, 2018). 이는 환자안전이 강조된 지 20여년이 지났음
에도 여전히 환자안전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의료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IOM(2003, p.1)은 환자안전을 “의도, 혹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오류(error)로 발생
한 위해(harm)의 예방”이라고 정의하며, 미국 환자안전재단(National Patient Safety 
Foundation [NPSF], 2003)은 “보건의료전달 과정상 오류의 예방과 오류로 발생하는 
환자 상해의 차단 및 완화”로 정의하고 있다(Parsons, 2003). AHRQ(2004)는 환자안
전을 의료서비스 전달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환자의 부상 또는 사고의 예방이라고 정의
하였다.  
  환자안전 사고는 피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오류, 
실수, 사고를 포함한다(정준 & 서영준, 2005).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 사고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와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재정적인 손
실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정준 & 서영준, 2005). IOM(2000)의 보고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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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예방 가능한 위해 사건에 기인한 국가 총 손실 규모는 170~210억불로, 총 보건의
료비의 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안전과 안전사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오류와 
적신호 사건이 중환자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한다(Carayon & Gürses, 
2005). 미국의 종합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1년간 입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사고들
과 이의 위험요인에 대해 조사한 Bracco 등(2001)의 연구에서는 총 105개의 발생 가능
한 사고들을 규명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위험 요인으로 기기 관련, 환자 관련, 의료진 
관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 중 31%가 의료진 관련 요인이었고, 
이러한 의료진의 부주의, 잘못된 술기, 부족한 지식 수준, 잘못된 의사소통 전달 등의 
인적 요인으로 발생한 오류는 중환자실 재원 기간을 증가시키는 결과 등을 초래하였다. 
미국 중환자간호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 [AACN]) 또
한 환자안전에 간호사의 인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밝혔다(Ulrich, Barden, 
Cassidy, & Varn-Davis, 2019). 따라서 환자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이 
적절한 수준의 환자안전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환자실은 고도화된 기술과 전문적이고 세심한 치료 행위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시
간이 갈수록 그 복잡성은 증가하고, 이에 맞추어 중환자실 간호사는 좀 더 효율적인 서
비스 제공과 높은 수준의 간호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Tracy, 2013). 환자의 높은 중증
도,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는 중환자실 간호사 개인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환자안전의 결과와 직결되는 과정을 보인다(Carayon & Gurses, 2008; IOM, 
2003; Lang, Hodge, Olson, Romano, & Kravitz, 2004). 따라서 점차 복잡화되어가
고 있는 중환자간호 환경 속에서, 중환자실의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환자
안전역량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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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안전문화

  문화란 여러 구성요소가 어떠한 특정 체제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전달되면서 
학습된 행동 및 결과의 통합된 형태이고 언어, 사회조직, 가치관, 신앙, 예의 및 풍속 
등 인류의 생활양식의 체계이며, 어떤 집단의 전부나 일부에 의해 공유된 것이다
(Gordon, 1991). 조직문화란, 조직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가치, 규범 및 기본 
가정으로 조직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조직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Reiman & Oedewald, 2004). 안전문화란,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로서 중요
하게 다루는 조직과 개인의 특성, 태도의 집합을 말한다(Choudhry, Fang, & 
Mohamed, 2007). 환자안전문화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환자의 피해와 의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의 믿음, 가치, 계속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된 개
별적, 조직적 행동패턴이다(Kizer, 1999).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
하다(Pronovost et al., 2008). 환자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경영진, 직속상
관의 경영 방식, 병원 구성원 개인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자안전과 관
련해서 명확한 정책과 절차, 비처벌적인 조직문화를 포함하는 사고 보고시스템의 존재
가 있다(Feng et al., 2008). 환자안전문화에 대해 AHRQ(2009)에서는 10개의 구성요인
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문화의 구성요인으로는 조직학습, 부서내 팀워크, 과오에 대
한 비처벌적 대응, 직원배치,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병원 경영진의 태도, 부서간의 협조체계, 부서간의 환자전송이 있
다. 조직학습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실수 또한 그 효과성 검증
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 부서내 팀워크는 부서내 
직원 간 협력과 지원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은 실수의 원
인 규명이 개인을 향하지 않으며 개인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직
원배치는 최상의 환자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량과 업무 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인
력 수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는 최상의 환자 간호와 환자
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 환자안전 문제에 기울이는 주의, 직원이 환자
안전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관리자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은 환자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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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개진할 수 있고 병원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의문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인식을 의미한다.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피드백과 변화에 대한 알림을 받으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병원 경영진의 태도는 환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병원 조직의 전반적인 합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부서간의 협조
체계는 최상의 환자 간호를 위해 병원 내 부서간 협조와 협력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부서간의 환자전송은 근무 교대와 환자의 부서 이동 간 중요한 환자 정보의 전달에 대
한 인식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환자안전문화는 환자의 사망률 감소, 응급구조 실패율 감소, 의료 오류의 
감소, 환자 만족도 증가 등 다양한 환자 결과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Sullivan Havens & Aiken, 1999). 환자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환자안전문화가 조직 내에 정착되었을 때 안전 행위의 수행이 증가하고 의료기관
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다(박미연 & 김은아, 2018; Pronovost 
et al., 2008). 환자안전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환자안전 보고시스템이
나 개선 방안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박미연 & 김은아, 2018).
  국내의 환자안전문화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직위나 병동특성에 따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개 병원 근무자들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조사 연구들에서는 병원 내 다양한 직종들 중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의사직, 
보건직,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박은진 & 한지영, 2018; 이순교, 2015; 
I. Kim, Park, Park, Yoo, & Choi, 2013).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근무 부서 간호사에 비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
도(김경자 et al., 2012), 낮게 나타나기도(김경자, 2016; 김미종 & 김경자, 2016; 김정
은 et al., 2007) 하였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의 정확한 이
해를 위해서는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령(김정은 
et al., 2007), 교육 정도(Alquwez et al., 2018), 총 임상 경력(김정은 et al., 2007; 
Alquwez et al., 2018), 현재 부서 근무 경력(김정은 et al., 2007; 이숙현, 2015; 
Alquwez et al., 2018)이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 등(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임상 
경력, 현재 부서 근무 경력이 환자안전문화에 유의한 영향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특히 연령 40~49세, 임상 경력과 현재 부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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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 임상 경력과 현재 부서 근무 경력이 적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환자안
전문화 인식 점수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의 교육 정도는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고, 간호사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다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가 있다(김숙경, 이혜정, & 오의금, 2010; Alquwez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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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

  IOM(2003)은 ‘의료인 교육 보고서(Health Professions Education)’에서 의료 인력이 
환자안전 유지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근
거 기반의 실무와 정보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였고, 다학제 간 팀 구성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하고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CPSI(2008)에서는 환자안
전을 위해 의료 인력에게 요구되는 태도, 기술, 지식에 대해 정의하였고, 6가지 하부 영
역의 23개 핵심역량, 140개의 실행 가능한 역량으로 구성된 환자안전역량 개념틀을 발
표하였다. 이 개념틀에 따르면, 의료 인력은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팀으
로서 역할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안전의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적, 환경적 요인을 최적화하며, 위해 사건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의 환자안전역량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Lee와 Jang(2012)의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역량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기점으로 대다수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방안과 중재 모색에 관한 연구이다(김은정, 2015; 박아영 & 김계하, 2016; 이남주, 안신
애, 장해나, 이미선, & 손명지, 2016; 정현숙, 2018).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혈액
투석실(서미란 & 정경희, 2018), 수술실(박미마 & 김선하, 2018; 송미옥 & 장금성, 
2016), 응급실(김미정 & 김종경, 2017) 노인요양병원(허아영, 2019), 군병원(최지안, 금
경림, 최선영, & 김명자, 2015)에서 진행되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단일기관에서 진행된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측정한 이숙현(2015)의 학위 논문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위 연구는 단일기관의 중환
자실에서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중환자실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고, 환자
안전문화 인식 수준 측정에 이순교(2015)의 한국형 환자안전문화 인식 측정 도구를 사용
하여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을 국내·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 사이의 상관관
계 파악에만 그쳐 환자안전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김효선 & 한숙정, 
2016; 이상의, 2018; Hwang, 2015), 총 임상경력(김효선 & 한숙정, 2016;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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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Hwang, 2015), 현재 부서 근무 경력(이숙현, 2015; 장해나, 2013)이라고 밝혔
다. 이는 간호사들의 환자안전역량을 측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환자실의 환자안전과 관련해 간호사가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
문화와 환자안전역량에 대해 진행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중환자실의 환자안전
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안전간호활동의 중요성 인식 정도와 수행하는 간호 행위 간의 상
관관계(이지민, 홍성정, & 박민향, 2013; 조윤주, 2012; 최애란, 2010), 간호사의 전문
직 삶의 질과 안전간호활동 수행 정도(이슬, 2016), 간호사의 전문직관, 조직 임파워먼
트와 환자안전문화와의 관계(김나래, 2015)이다. 긍정적인 환자안전문화의 형성은 환자
안전 보장에 기여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근무 부서에 따라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금주라, 2016; 김정은, 강민아, 안경애, & 성영희, 2007; 장현
미, 박주영, 최영주, 박성원, & 임한나, 2016). 문헌고찰 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
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이숙현(2015) 뿐으로, 중환자
실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에 대해 파악하고 환자안전역량에 대한 영
향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가 추후 중환자실의 환자안전문화 증진과 환자안전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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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 념 적 기 틀

  환자안전역량은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 기
술,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CPSI, 2008), 태도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오류에 대한 
회피 반응, 표준화 시스템 활용과 자발성 인식을, 기술은 오류 관련 의사소통 및 대처 
능력, 자원 활용 능력, 지침에 따른 실무 기술 능력을, 지식은 환자안전 개념에 대해 알
고 있는 정도로 구성된다(장해나, 2013). 환자안전역량과 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환자
안전문화는 조직학습, 부서내 팀워크,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직원배치, 직속상관/
관리자의 태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병원 경영진의 태
도, 부서간의 협조체계, 부서간의 환자전송으로 구성된다(AHRQ, 2004). 
  문헌고찰 결과 연령, 교육 정도, 총 임상 경력, 중환자실 근무 경력, 환자안전관련 
교육 경험은 환자안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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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방 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을 조사하고 
환자안전역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병원중환자간호사회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곳과 경기, 

인천 지역의 종합병원 3곳에서 자료수집 시점에 근무하고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 중 
편의표본 추출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 기준
    •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일반 간호사
  2) 제외 기준
    • 부서 내 경력 6개월 미만의 일반 간호사
    • 부서 내 중간 관리자(파트장) 이상의 간호사
    • 부서 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직위로 역할하는 간호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기반 효과 
크기.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 변수 15개 기준하여 산출된 필요한 최소 
간호사 수는 139명이다. 이에 자료 수집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자와 탈락율 약 
20%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표 연구 대상자 수를 총 172명으로 선정하였다.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 수거한 191부 중 무응답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6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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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역량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환자안전역량에 유의하다고 밝힌 
변수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교육 정도, 총 임상 경력, 중환자실 근무 경력, 환자안전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환자안전관련 교육 이수 횟수, 환자안전 교육 
이수 장소 또는 매체에 대한 추가 질문과 환자안전 사고 경험 여부에 관한 추가 질문을 
구성하였다. 추가로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에 미치는 영향의 통제와 
기술통계를 위해 성별과 근무 중환자실의 종류, 근무 병원 종류를 포함하였다. 

2) 환자안전문화 

  본 연구에서는 AHRQ(2004)에서 개발한 HSOPSC를 김정은 등(2007)이 한글로 
번안한 도구를 원 도구와 비교하여 수정한 후 측정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AHRQ(www.ahrq.gov/qual)에서는 본 도구를 특별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김정은의 도구 사용 허가를 얻었다. 
  AHRQ(2004)의 HSOPSC는 10개의 구성요인, 조직학습 3문항, 부서내 팀워크 4문항,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3문항, 직원배치 4문항,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4문항, 
의사소통의 개방성 3문항,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3문항, 병원 경영진의 태도 
3문항, 부서간의 협조체계 4문항, 부서간의 환자전송 4문항과 추가로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결과 변수에 대응하는 환자안전도 평가 4문항, 과오 보고의 빈도 3문항, 
병동/간호단위의 환자안전도 1문항, 사고보고 횟수에 관한 문항 1문항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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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대해서만 
파악할 것이므로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결과 변수에 대응하는 환자안전도 평가, 과오 
보고의 빈도, 병동/간호단위의 환자안전도, 사고보고 횟수의 문항은 제외, 총 10개 
하부 요인,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scale로 측정되며 부정 문항(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3문항, 직원배치 3문항,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2문항, 의사소통의 개방성 1문항, 병원 경영진의 태도 1문항, 
부서간의 협조체계 2문항, 부서간의 환자전송 4문항)은 역환산하여 각 요인별 평균값과 
각 문항을 합산한 총점과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의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HRQ(2004)에서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78이고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 .63~.84이었다. 김정은 등(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다. HSOPSC의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다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에서 밝힌 각 하위 구성 요인별 신뢰도는 조직학습 Cronbach’s α= .71, 
부서내 팀워크 Cronbach’s α= .83,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Cronbach’s α= .78, 
직원배치 Cronbach’s α= .62,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Cronbach’s α= .79, 
의사소통의 개방성 Cronbach’s α= .73,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Cronbach’s 
α= .78, 병원 경영진의 태도 Cronbach’s α= .79, 부서간의 협조체계 Cronbach’s α= 
.79, 부서간의 환자전송 Cronbach’s α= .81이었다(Sorra & Dyer, 2010). 본 
연구에서의 총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조직학습 Cronbach’s α= ,63, 부서내 팀워크 Cronbach’s α= 
.91,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Cronbach’s α= .80, 직원배치 Cronbach’s α= .68,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Cronbach’s α= .84, 의사소통의 개방성 Cronbach’s α= .85,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Cronbach’s α= .90, 병원 경영진의 태도 Cronbach’s 
α= .87, 부서간의 협조체계 Cronbach’s α= .90, 부서간의 환자전송 Cronbach’s α= 
.88이었다. 
  
3) 환자안전역량

  본 연구에서는 Lee와 Jang(2012)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장해나(201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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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후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PSCS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Lee와 장해나의 도구 사용 허가를 얻었다. 
  이 도구는 총 3개 하위영역, 7개의 구성요소로 환자안전 태도 영역 14문항, 환자안전 
기술 영역 21문항, 환자안전 지식 영역 6문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수행할 수 없다”, “거의 
모르겠다” 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매우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까지 Likert scale로 측정되며 부정 문항(태도 영역  2문항)은 역환산하여 각 
요인별 평균값과 각 문항을 합산한 총점과 평균을 구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역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90이었고, 장해나(20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총 환자안전역량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자료 수집할 해당 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 서울시 소재 상급종합병원 1곳과 경기, 인천 지역의 
종합병원 3곳에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중환자실을 방문하여 
간호사들에게 연구 목적, 설문 응답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설명문을 
제공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과 개인의 
익명성 보장, 설문 자료 사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연구 설명문, 동의서와 함께 15분가량 소요되는 설문지와 답례품(3000원 
상당의 핸드크림)을 봉투에 넣어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Statistic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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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은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세의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Y-2019-0145)와 일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SMC 2019-09-0
41-002)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연구대상 병원 간호부에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식별 자료는 수집하지 않으며, 각각의 
설문지와 동의서에 고유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대상자 추적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와 동의서 회수 시 각각의 별도로 마련된 봉투에 
분리하여 넣어 봉된 수거함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것이고, 그 동안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여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전자파일의 경우 비 번호 설정이 가능한 PC
에서 관리하여 연구자 이외 접근을 제한할 것이다. 보관 기관 이후, 모든 자료는 
파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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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수집 대상 병원은 서울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1곳, 경기, 인천지역의 
종합병원 3곳의 중환자실로,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91명이었다. 제출한 설문지 중 무응답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165부로 응답률은 78.57%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최종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65명(39.4%), 종합병원에서 100명
(60.6%)이었다. 대상자는 여성이 152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30세 
미만이 111명(67.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학사학위 이상이 149명(90.3%)으
로 가장 많았다. 근무 부서는 내과 중환자실이 59명(35.7%), 외과 중환자실이 41명
(24.8%), 내·외과 통합 중환자실이 65명(39.3%)이었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5.35±4.66
년이었다. 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평균 4.98±4.10년이었다. 
  대상자의 환자안전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은 159명(96.4%)이 교육 이수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 횟수는 평균 1.27±0.75회이었다. 교육 이수 
장소 및 매체로는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때 병원 원내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근무부서 자체교육, 인터넷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대학원 교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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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5)

  Note: ⁿ, More than one option could be selected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ean±SD
Gender Male 13 7.9

Female 152 92.1

Age(years) 20 ~ 29 111 67.3
30 or older 54 32.7

Education Diploma 16 9.7
Bachelor or higher 149 90.3

Type of ICU Medical ICU 59 35.7
Surgical ICU 41 24.8
Mixed ICU 65 39.3

Nursing experience(years) <3 68 41.2

5.34±4.65≤3 ~ <6 37 22.4
≤6 ~ <9 31 18.8
9≤ 29 17.6

ICU experiences(years) <3 70 42.4

4.98±4.10≤3 ~ <6 37 22.4
≤6 ~ <9 32 19.4
9≤ 26 15.8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159 96.4
  Frequency of 
  Patient Safety Education
  (per year)

1.27±0.75

No 6 3.6

Format of 
Patient Safety Educationⁿ Within organization training 101 61.2

On-line training 43 26.1
Within unit training 41 24.8
Continuing education 8 4.8
Graduate school program 3 1.8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65 39.4
Secondary hospital 100 60.6



- 21 -

2.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점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대해 각 요인별 평균값과 각 문항의 총점과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13±0.63점이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부서내 팀워크 영역 3.67±0.83점,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영역 3.57±0.74점,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영역 3.27±0.98점, 의사소통의 개방성 영역 3.13±0.79점, 
조직학습 영역 3.10±0.68점, 부서간의 환자전송 영역 3.06±0.77점, 병원 경영진의 
태도 영역 3.01±0.89점, 부서간의 협조체계 영역 3.00±0.85점, 직원배치 영역 
2.75±0.61점,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영역 2.66±0.79점이었다. 
  대상자가 응답한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문항을 살펴보면, 부서내 팀워크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이 병동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도와준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이 
병동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해준다’이었다.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나의 직속상관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도 
그냥 지나친다(역환산 문항)’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나의 직속상관은 지름길을 택해서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만을 원한다(역환산 
문항)’이다.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병동에서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알린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이 병동에서는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직원들이 의논을 한다’이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직원들은 환자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것을 보았을 때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직원들은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한다’이다. 조직학습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이 병동에서는 실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이었다. 부서간의 환자전송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병원의 근무 인수인계는 문제가 있다(역환산 문항)’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병동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할 때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역환산 문항)’이다. 병원 
경영진의 태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한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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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실행으로 보여준다’이다. 부서간의 협조체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병동들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조를 잘 
하고 있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다른 병동에서 파견 온 직원과 일하는 것이 불쾌한 
경우가 종종 있다(역환산 문항)’이다. 직원배치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로 되는 최적의 숫자를 초과해서 임시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역환산 
문항)’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이 병동의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로 되는 
최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있다(역환산 문항)’이다.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사고가 보고될 때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직원이 초점이 되는 것 같다(역환산 문항)’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직원들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개인기록에 남을까봐 두려워한다(역환산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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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atient Safety Culture               (N=165)

  †: Reverse coded scale item

Items M±SD
Teamwork within units 3.67±0.83
  People support one another in this unit. 3.85±0.93
  When a lot of work needs to be done quickly, we work together as a team to  
  get the work done. 3.68±0.94
  When one area in this unit gets really busy, others help out. 3.62±0.94
  In this unit, people treat each other with respect. 3.56±0.94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3.57±0.74
  My supervisor/manager overlooks patient safety problems that happen over
  and over. † 3.78±0.94

  My supervisor/manager says a good word when he/she sees a job done
  according to established patient safety procedures. 3.55±0.82
  My supervisor/manager seriously considers staff suggestions for improving
  patient safety. 3.54±0.81
  Whenever pressure builds up, my supervisor/manager wants us to work
  faster, even if it means taking shortcuts. † 3.41±1.01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3.27±0.98
  We are informed about errors that happen in this unit. 3.44±1.03
  We are given feedback about changes put into place based on event reports. 3.26±0.99
  In this unit, we discuss ways to prevent errors from happening again. 3.13±1.17
Communication openness 3.13±0.79
  Staff will freely speak up if they see something that may negatively affect
  patient care. 3.24±0.91

  Staff are afraid to ask questions when something does not seem right. † 3.16±0.95
  Staff feel free to question the decisions or actions of those with more
  authority. 3.00±0.86

Organizational learning 3.10±0.68
  We are actively doing things to improve patient safety. 3.44±1.05
  After we make changes to improve patient safety, we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3.04±0.84
  Mistakes have led to positive changes here. 2.84±0.79
Handoffs & transitions 3.06±0.77
  Shift changes are problematic for patients in this hospital. † 3.46±0.85
  Things "fall between the cracks" when transferring patients from one unit to
  another. † 3.06±0.95

  Important patient care information is often lost during shift changes. † 2.91±0.91
  Problems often occur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cross hospital units. † 2.80±0.89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3.01±0.89
  Hospital management provides a work climate that promotes patient safety. 3.22±0.87
  Hospital management seems interested in patient safety only after an adverse
  event happens. † 2.92±0.98

  The actions of hospital management show that patient safety is a top
  priority. 2.8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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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atient Safety Culture (continued)   (N=165)

  †: Reverse coded scale item

 Items M±SD
Teamwork across units 3.00±0.85
  Hospital units work well together to provide the best care for patients. 3.13±0.89
  There is good cooperation among hospital units that need to work together. 3.02±0.85
  Hospital units do not coordinate well with each other. † 2.94±0.90
  It is often unpleasant to work with staff from other hospital units. † 2.93±1.22
Staffing 2.75±0.61
  We use more agency/temporary staff than is best for patient care. † 3.20±1.07
  We work in "crisis mode" trying to do too much, too quickly. † 2.69±0.77
  We have enough staff to handle the workload. 2.62±0.81
  Staff in this unit work longer hours than is best for patient care. † 2.49±0.77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2.66±0.79
  When an event is reported, it feels like the person is being written up, not
  the problem. † 2.82±0.90

  Staff feel like their mistakes are held against them. † 2.61±0.83
  Staff worry that mistakes they make are kept in their personnel file. † 2.56±1.07
Total 3.1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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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 점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
전역량에 대해 각 요인별 평균값과 각 문항의 총점과 평균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7±0.43점이었다.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태도 영역 
4.31±0.30점, 그 다음 기술 영역 3.69±0.57점, 지식 영역 2.81±0.89점이었다.
  대상자가 응답한 환자안전역량의 문항을 살펴보면 태도 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의료진은 환자 치료(간호)시 불확실한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예, 환자 관련 
문제, 진단, 특정 치료, 시술에서의 불확실성, 의사소통 시 불확실성 등)’이고 가장 점수
가 낮은 문항은 ‘의료현장에서 오류는 예방할 수 있다’이었다. 기술 영역에서 가장 점수
가 높은 문항은 ‘나는 감염관리지침(표준감염관리, 전염예방지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를 수행할 수 있다’이고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오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례
(case)를 분석할 수 있다’이었다. 지식 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오류(error), 
근접오류(near-miss), 위해(harm), 위해 사건(adverse event)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이
고 가장 낮은 문항은 ‘조직의 위계구조(예, 수직, 수평)가 팀워크와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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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atient Safety Competency          (N=165)

  †: Reverse coded scale item                                                  

Items M±SD
Attitude 4.31±0.30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not tolerate uncertainty in patient care. 4.57±0.50
  Patient safety is a high priority to health care professionals. 4.55±0.55
  Value nurses’ involvement in design, selec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o support patient care. 4.49±0.59
  Learning how to improve patient safety is an appropriate use of time in
  health programs in schools. 4.45±0.62
  If I saw an error, I would keep it to myself. † 4.41±0.73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routinely report when certain errors occur. 4.41±0.50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patient safety. 4.35±0.52
  Value own role in preventing errors. 4.30±0.59
  Health care professionals should routinely share information about medical
  errors and what caused them. 4.30±0.50
  Technolo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tools(e.g., bar codes, electronic
  medical record, automatic alerts and alarms) should be used appropriately to
  support safe processes of care. 

4.21±0.50

  If there is no harm to the patient, there is no need to report an error. † 4.18±0.81
  A standardized procedure minimizes risks associated with hand off(e.g.,
  transfer, shifts) within disciplines and across transitions in care. 4.12±0.56
  The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suggest systematic solution for errors 
  happening. 4.08±0.53
  Making errors in health care is preventable. 3.96±0.49
Skill 3.69±0.57
  Apply aseptic technique when doing hand wash. 4.34±0.60
  Able to do correct patient identification based on patient identification  
  guidelines. 4.27±0.60
  Apply aseptic technique when inserting invasive devices as appropriate for
  patient care procedures(e.g., foley catheter insertion, intravenous catheter
  insertion, dressing).

4.18±0.56

  Use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e.g., mask, goggles, gloves). 4.18±0.59
  Able to implement appropriate prevention and evaluation of fall based on
  checklist of fall. 4.16±0.56
  Able to implement appropriate transfusion nursing based on checklist of
  transfusion. 4.07±0.69
  Able to implement appropriate nursing based on checklist of infection
  control. 4.07±0.57
  Able to implement appropriate medicine administration based on checklist of
  safe administration. 4.03±0.72
  Able to implement appropriat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pressure ulcer
  based on checklist of pressure ulcer. 4.03±0.57
  Document hand-off communication according to institutional policies. 3.87±0.81
  Follow communication practices that minimize risks associated with hand offs
  between and among providers and across transitions in care. 3.83±0.79
  Use technolo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tools(e.g., bar codes, electronic
  medical record, automatic alerts and alarms) to support safe processes of
  care. 

3.59±0.66

  Disclose an error to a faculty member, 3.53±0.98
  Communicate observations or concerns related to hazards or errors with
  health care professionals. 3.50±0.81
  Support and advise a peer who must decide how to respond to an error. 3.4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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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Patient Safety Competency (continued)      
                                                                       (N=165)  

  

Items M±SD
  Report error using an organizational error reporting system. 3.35±1.01
  Accurately enter an error report. 3.34±1.08
  Locate evidence report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topics and guidelines to
  define uncertainty in nursing care. 3.28±0.92
  Use high quality electronic sources or health care information(e.g., online
  medical database). 3.03±0.94
  Communicate observations or concerns related to hazard or errors with an
  affected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2.85±1.22
  Analyze a case to find the cause of an error. 2.72±1.15
Knowledge 2.81±0.89
  Distinguish among errors, adverse events, near misses, and hazards. 3.33±1.04
  Describe factors that create a culture or safety(e.g., teamwork, leadership,
  effective communication). 2.95±0.98
  Describe the impact(benefits and limitations)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management care(e.g., bar codes, electronic medical record, medication
  pumps, automatic alert and alarms). 

2.93±1.07

  Describe the role of human factors in assuring safety(e.g., physical,
  psychological limitations of human, interactions between human and
  instrument).

2.63±1.23

  Describe processes used in analyzing causes of error(e.g., root cause
  analysis). 2.57±0.92
  Explain how authority gradients(horizontal, vertical) influence teamwork and
  patient safety. 2.50±1.13
Total 3.7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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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및 
환자안전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및 환자안전역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총 간호 실무 경력과 중환자실 근무 경력은 자료수집 대
상 병원인 상급종합병원 1곳과 종합병원 1곳의 간호부 규정상 간호사 경력개발 기준으
로 구분하는 3년, 6년, 9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을 측정한 선
행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근무 경력을 3개년 단위의 급간격으로 구분하였다. 장해나(201
3)의 연구에서는 Benner(1987)의 전문가 이론(From Novice to Expert)을 참고하여 
간호사의 임상경력을 초보자(~1년), 진전된 초보자(1~3년), 적임자(3~6년), 숙련가(6년 
이상)로 구분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Table 4>에 제시하
였다. 전체 환자안전문화의 경우 근무 중환자실(F=4.520, ρ<.05), 총 임상 경력(F=4.13
6, ρ<.05), 중환자실 근무 경력(F=3.809, ρ<.05), 근무 병원(t=8.229, ρ<.001)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서내 팀워크의 경우 연령(t=-4.548, ρ<.001), 근무 
중환자실(F=3.367, ρ<.05), 총 임상 경력(F=8.430, ρ<.001), 중환자실 근무 경력(F=8.40
2, ρ<.001), 근무 병원(t=6.703,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속
상관/관리자의 태도의 경우 환자안전 관련 교육 여부(t=2.226, ρ<.05), 근무 병원(t=4.8
22,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의 경우 근무 중환자실(F=5.814, ρ<.05), 총 임상 경력(F=6.735, ρ<.001), 중환자실 근
무 경력(F=6.763, ρ<.001), 근무 병원(t=9.259,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사소통 개방성의 경우 연령(t=-2.768, ρ<.05), 근무 중환자실(F=4.067, ρ<.
05), 총 임상 경력(F=9.092, ρ<.001), 중환자실 근무 경력(F=9.041, ρ<.001), 근무 병원
(t=5.614,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직학습의 경우 연령(t=2.
746, ρ<.05), 교육정도(t=-2.890, ρ<.05), 중환자실 근무 경력(F=3.105, ρ<.05), 근무 병
원(t=5.561,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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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간의 환자전송의 경우 근무 중환자실(F=6.161, ρ<.05), 근무 병원(t=5.101, ρ<.00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병원 경영진 태도의 경우 연령(t=-3.694, ρ
<.05), 근무 중환자실(F=8.588, ρ<.001), 총 임상 경력(F=6.853, ρ<.001), 중환자실 근
무 경력(F=5.960, ρ<.05), 근무 병원(t=4.140,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서간의 협조체계의 경우 근무 중환자실(F=5.985, ρ<.001), 총 임상 경력(F=
2.968, ρ<.05), 중환자실 근무 경력(F=2.742, ρ<.05), 근무 병원(t=6.537,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원배치의 경우 근무 병원(t=8.060,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의 경우 근무 중환자실
(F=4.337, ρ<.05), 총 임상 경력(F=3.061, ρ<.05), 중환자실 근무 경력(F=2.838, ρ<.05), 
근무 병원(t=4.049,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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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Cultur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ulture

Total Teamwork within Supervisor/Manager
Feedback & 

Communication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Gender Male 3.29±0.53 0.921
(.359)

3.94±0.65 1.202
(.231)

3.94±0.59 1.867
(.064)

3.44±0.94 0.601
(.549)Female 3.13±0.64 3.65±0.85 3.54±0.75 3.27±0.99

Age
(years)

20 ~ 29 3.09±0.67 -1.658
(.100)

3.52±0.93 -4.548
(<.001)

3.57±0.68 -.164
(.870)

3.19±1.05 -1.911
(.058)30 or older 3.25±.054 4.00±0.45 3.59±.087 3.47±0.81

Education Diploma 3.13±0.56
-0.039
(.969)

3.81±0.49
1.075
(.292)

3.33±1.00
-1.059
(.305)

3.35±0.93
0.323
(.747)Bachelor or

higher 3.14±0.64 3.66±0.86 3.60±0.71 3.27±0.99

Type of
ICU

Medical
ICU 2.95±0.79

4.520
(.012)

3.48±1.09
3.367
(.037)

3.53±0.83
.209

(.812)

2.94±1.18
5.814
(.004)Surgical

ICU 3.17±0.59 3.65±0.83 3.56±0.62 3.41±0.92
Mixed ICU 3.29±0.43 3.87±0.44 3.62±0.75 3.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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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Cultur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ulture

Total Teamwork within Supervisor/Manager
Feedback & 

Communication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Nursing
experiences
(years)

<3 2.94±0.73

4.136
(.007)

3.34±1.05

8.430
(<.001)

3.54±0.65

0.574
(.633)

2.89±1.11

6.735
(<.001)

≤3 ~ <6 3.21±0.51 3.74±0.58 3.49±0.82 3.52±0.83
≤6 ~ <9 3.30±0.60 4.10±0.43 3.63±0.90 3.51±0.86
9≤ 3.33±0.41 3.93±0.48 3.71±0.70 3.63±0.64

ICU
experiences
(years)

<3 2.96±0.72

3.809
(.011)

3.34±1.04

8.402
(<.001)

3.54±0.64

0.365
(.778)

2.90±1.09

6.763
(<.001)

≤3 ~ <6 3.22±0.51 3.76±0.58 3.51±0.82 3.57±0.83
≤6 ~ <9 3.30±0.59 4.10±0.42 3.64±0.89 3.50±0.84
9≤ 3.32±0.44 3.92±0.51 3.67±0.74 3.62±0.66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3.14±0.63
0.269
(.788)

3.67±0.84
-0.222
(.825)

3.60±0.74
2.226
(.027)

3.29±0.99
0.426
(.671)No 3.07±0.58 3.75±0.50 2.92±0.75 3.11±0.91

Type of
hospital Tertiary 3.53±0.37 8.229

(<.001)
4.12±0.53 6.703

(<.001)
3.88±0.59 4.822

(<.001)
3.92±0.44 9.259

(<.001)Secondary 2.88±0.64 3.39±0.87 3.37±0.77 2.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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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Cultur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ulture
Communication openness Organizational learning Handoffs & Transitions Management support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Gender Male 3.31±0.66 0.812

(.418)
3.33±0.67 1.240

(.217)
2.85±0.79 -1.050

(.295)
3.31±0.73 1.257

(.210)Female 3.12±0.81 3.09±0.69 3.08±0.77 2.98±0.90
Age
(years)

20 ~ 29 3.02±0.80 -2.768
(.006)

3.22±0.58 2.746
(.007)

3.02±0.75 -.890
(.375)

2.85±0.90 -3.694
(.001)30 or older 3.38±0.73 2.88±0.82 3.14±0.81 3.35±0.77

Education Diploma 3.27±0.78
0.715
(.476)

2.65±0.78
-2.890
(.004)

3.19±0.85
0.682
(.496)

3.35±0.70
1.995
(.059)Bachelor or

higher 3.12±0.80 3.16±0.66 3.05±0.77 2.97±0.90

Type of
ICU

Medical
ICU 2.91±0.89

4.067
(.019)

3.14±0.73
.116

(.891)

2.79±0.79
6.161
(.003)

2.71±0.97
8.588

(<.001)Surgical
ICU 3.20±0.80 3.08±0.57 3.15±0.70 2.93±0.93
Mixed ICU 3.30±0.65 3.09±0.72 3.25±0.74 3.3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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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Cultur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ulture
Communication openness Organizational learning Handoffs & Transitions Management support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Nursing
experiences
(years)

<3 2.78±0.75

9.092
(<.001)

3.18±0.59

2.124
(.099)

2.92±0.75

2.139
(.097)

2.71±0.94

6.853
(<.001)

≤3 ~ <6 3.31±0.82 3.23±0.65 3.03±0.76 2.96±0.83
≤6 ~ <9 3.41±0.72 2.85±0.86 3.31±0.83 3.39±0.77
9≤ 3.46±0.63 3.07±0.70 3.18±0.72 3.38±0.68

ICU
experiences
(years)

<3 2.79±0.74

9.041
(<.001)

3.19±0.58

3.105
(.028)

2.93±0.75

2.257
(.084)

2.73±0.94

5.960
(.001)

≤3 ~ <6 3.35±0.82 3.20±0.69 3.05±0.77 2.98±0.84
≤6 ~ <9 3.44±0.73 2.78±0.84 3.35±0.84 3.38±0.77
9≤ 3.40±0.64 3.17±0.67 3.09±0.70 3.36±0.69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3.14±0.79
0.249
(.803)

3.10±0.68
-0.216
(.829)

3.07±0.78
0.738
(.462)

3.01±0.89
0.183
(.855)

No 3.06±0.93 3.17±0.81 2.83±0.68 2.94±0.95
Type of
hospital Tertiary 3.51±0.61 5.614

(<.001)
3.45±0.56 5.561

(<.001)
3.41±0.66 5.101

(<.001)
3.33±0.72 4.140

(<.001)Secondary 2.89±0.81 2.89±0.67 2.84±0.76 2.8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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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Cultur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ulture
Teamwork across Staffing Nonpunitive response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Gender Male 3.02±0.84 0.051

(.959)
2.92±0.63 1.031

(.304)
2.82±0.83 0.712

(.477)Female 3.01±0.86 2.74±0.62 2.66±0.80
Age
(years)

20 ~ 29 2.92±0.86 -1.926
(.056)

2.79±0.62 .981
(.328)

2.66±0.83 -.184
(.854)30 or older 3.19±0.82 2.69±0.63 2.69±0.75

Education Diploma 3.13±0.74
0.577
(.565)

2.55±0.64
-1.404
(.162)

2.60±0.77
-0.339
(.735)Bachelor or

higher 2.99±0.87 2.78±0.62 2.68±0.80

Type of
ICU

Medical ICU 2.71±0.93
5.985
(.003)

2.70±0.69
.925

(.398)

2.47±0.86
4.337
(.015)

Surgical ICU 3.12±0.81 2.87±0.62 2.61±0.76

Mixed ICU 3.21±0.73 2.73±0.55 2.8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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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Cultur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ontinued)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ulture
Teamwork across Staffing Nonpunitive response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Mean±SD t or F(ρ)
Nursing
experiences
(years)

<3 2.81±0.95

2.968
(.034)

2.65±0.66

2.224
(.087)

2.46±0.84

3.061
(.030)

≤3 ~ <6 2.98±0.73 2.95±0.52 2.89±0.74
≤6 ~ <9 3.27±0.87 2.69±0.62 2.70±0.82
9≤ 3.22±0.62 2.82±0.58 2.84±0.65

ICU
experiences
(years)

<3 2.82±0.94

2.742
(.045)

2.67±0.67

1.572
(.198)

2.48±0.84

2.838
(.040)

≤3 ~ <6 2.99±0.75 2.90±0.54 2.86±0.75
≤6 ~ <9 3.30±0.87 2.68±0.63 2.69±0.82
9≤ 3.17±0.62 2.87±0.56 2.90±0.64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3.01±0.86
-0.099
(.921)

2.75±0.62
-0.826
(.410)

2.66±0.80
-0.686
(.493)No 3.04±0.78 2.96±0.53 2.89±0.66

Type of
hospital Tertiary 3.46±0.60 6.537

(<.001)
3.15±0.47 8.060

(<.001)
2.96±0.70 4.049

(<.001)Secondary 2.71±0.87 2.50±0.57 2.4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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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역량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역량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전체 환자안전역량의 경우 총 임상 경력(F=7.621, ρ<.001), 중환자실 근무 경력
(F=7.146, ρ<.001), 근무 병원(t=8.393, ρ<.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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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Competency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165)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ompetency
Total

Mean±SD t or F(ρ)
Gender Male 3.74±0.38 -0.357

(.722)Female 3.78±0.44
Age
(years)

20 ~ 29 3.74±0.47 -1.687

(.094)30 or older 3.85±0.35
Education Diploma 3.76±0.22

-0.305
(.762)Bachelor or

higher 3.78±0.46
Type of
ICU Medical ICU 3.72±0.49

1.549
(.216)

Surgical ICU 3.87±0.46

Mixed ICU 3.77±0.36
Nursing
experiences
(years)

<3 3.60±0.44

7.621
(<.001)

≤3 ~ <6 3.91±0.43
≤6 ~ <9 3.85±0.36
9≤ 3.96±0.37

ICU
experiences
(years)

<3 3.62±0.45

7.146
(<.001)

≤3 ~ <6 3.89±0.43
≤6 ~ <9 3.83±0.36
9≤ 4.00±0.37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3.78±0.43
-0.008
(.993)No 3.78±0.57

Type of
hospital Tertiary 4.08±0.38 8.393

(<.001)Secondary 3.5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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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간의 상관관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환자안전역량은 환자안전문화 인식 중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r=0.720, 
ρ<.01)과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서간의 협조체계(r=0.650, 
ρ<.01), 병원 경영진의 태도(r=0.616, ρ<.01), 의사소통의 개방성(r=0.595, ρ<.01), 
부서간의 환자전송(r=0.557, ρ<.01), 직원 배치(r=0.556, ρ<.01), 부서내 
팀워크(r=0.550, ρ<.01), 조직학습(r=0.502, ρ<.01),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r=0.454, 
ρ<.01),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r=0.414, ρ<.01)순으로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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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between Safety Culture Factors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ρ<.01

Variable Teamwork 
within

Supervisor
/ Manager

Feedback & 
Communication

Communication 
openness

Organizational 
learning

Handoffs & 
Transitions

Management 
support

Teamwork 
across

Staffing
Nonpunitive 

response

Patient Safety 
  Competency 0.550** 0.454** 0.720** 0.595** 0.502** 0.557** 0.616** 0.650** 0.556** 0.414**



- 40 -

6.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안전역량을 종속
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교육정도, 총 임상 경력, 중환자실 근무 경력, 환자
안전 관련 교육 여부와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하위항목인 조직학습, 부서내 팀워크, 과오
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직원배치,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의사소통의 개방성,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병원 경영진의 태도, 부서간의 협조체계, 부서간의 환자전송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중환자실 근무경력과 총 임상 경력의 상관계수 
(r=0.985, ρ<.01), 중환자실 근무경력과 연령의 상관계수(r=0.781, ρ<.01), 연령과 총 임
상 경력의 상관계수(r=0.749, ρ<.01)를 확인한 결과, 변수 간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행연구에서 환자안전역량에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전문분야 근무 경력이 유

의하였다고 밝힌 결과(장해나, 2013; S. M. Cho & Choi, 2018)를 참조하여 중환자실 

근무 경력을 선택하여 회귀 모형에 다시 투입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 중 환자안전역
량에 미치는 영향의 통제를 위해 차이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근무 병원의 종
류를 가변수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입력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는 0.134~0.903이었고, VIF값은 
1.108~7.482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을 검
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6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

귀분석 상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은 0.593으로 나타나, 이 회귀모델은 환자안
전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약 59.3%의 설명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결과는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β=0.372, ρ<.01), 조직
학습(β=0.238, ρ<.01), 직원배치(β=0.189, ρ<.05), 중환자실 근무 경력(β=0.127, ρ<.05
이 환자안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조직학습, 직원배치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많을수록 환자안전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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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for Patient Safety Competency
(N=165)

Note. Teamwork within, Teamwork within units; Supervisor/Manager, Supervisor/Manager expectations & 
actions promoting patient safety; Feedback & Communication,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Management support, Management support for patient safety; Teamwork across, Teamwork across units; 
Nonpunitive response,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s. 

Factors
Patient Safety Competency

B Std. Error β t(ρ) Durbin-Watson

(Constant) 2.208 0.168 　 13.156(<.001)

　
1.896

ICU experiences 0.001 0.001 0.127 2.221(.028)

Type of hospital
  (ref: Secondary)
  Tertiary 0.083 0.054 0.083 1.533(.127)

Patient Safety Culture
  Organizational
    learning 0.152 0.047 0.238 3.233(.002)

  Teamwork within 0.024 0.041 0.046 0.584(.560)

  Nonpunitive response -0.039 0.042 -0.072 -0.928(.355)

  Staffing 0.133 0.055 0.189 2.417(.017)

  Supervisor/Manager -0.076 0.045 -0.129 -1.684(.094)

  Communication openness 0.002 0.057 0.003 0.027(.979)

  Feedback & Communication 0.166 0.060 0.372 2.772(.006)

  Management support 0.014 0.051 0.029 0.279(.781)

  Teamwork across 0.059 0.072 0.115 0.814(.417)

  Handoffs & Transitions 0.039 0.057 0.069 0.682(.496)

R²= 0.593, Adjusted R²= 0.561, F=18.464(ρ<.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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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 인천 지역 
소재 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의 영향요인

  본 연구결과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 사이에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환자
안전문화 인식 수준과 환자안전역량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김미정 & 
김종경, 2017; 유선미, 2018; 이숙현, 2015; Hwang, 2015).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의 
유의한 영향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중환자실 근무 경력과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조직학습, 직원배치로 나타났다.  
  중환자실은 전문화된 지식과 술기, 여러 직종과 의사소통 및 협력할 수 있는 역량 등
이 요구되는 특수한 환경으로, AACN에서는 2008년과 2013년 미국 중환자실 근무 환
경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숙련된 중환자실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여
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B. T. Ulrich et al., 2009; B. T. Ulrich, Lavandero, 
Woods, & Early, 2014), 2018년 발표한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초점을 둔 간호 근무 환
경에 관한 연구에서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와 환자안전 결과의 향상 간에 유의한 관
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B. T. Ulrich et al., 2019). 따라서, 환자안전 결과의 향상을 
위한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근무경력이 길수록, 환자안전역량의 점수가 높았다. 간호사의 
중환자실 근무경력을 3개년 단위의 급간격으로 구분하여 환자안전역량 점수를 비교하였
을 때, 근무 경력 3년 미만인 간호사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3년 미만의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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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 실무의 경험으로 인해 고연차의 간호사들에 비해 환자안전역
량 점수를 낮게 보고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간호사들은, 간호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대학의 학부 과정에서부터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VanDenKerkhof, Sears, Edge, Tregunno와 
Ginsburg(2017)의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역량을 측정한 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간호사가 그렇
지 않은 간호사보다 환자안전역량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교육 정도와 환자안전 교육 경험은 환자안전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는 첫째, 설문 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감안해 볼 수 있다. 
‘환자안전‘의 정의가 제대로 설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환자안전 교육 여부에 대해 설문자
가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일반적인 교육 
매체와 횟수는 환자안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환자안전 관련 교육의 질문을 매체와 횟수에만 국한하였으므로, 추후 교육의 구체
적인 내용과 기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은, 병동에서 일어난 과
실에 대해 직원들이 알림을 받고, 과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논의하며, 사고보고서를 
근거로 변화된 사항들에 대해 병원 측으로부터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안전 사건과 관련한 의문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을 주변 의료인과 함께 
공유하며, 추후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에 대한 개별적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다(Sherwood & Nickel, 2017).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보고하는 것 뿐 아니라 효과적인 피드백 과정이 포함되어야 완전한 환자안전 
학습이 이루어진다(Benn et al., 2009). 의료인의 환자안전 학습과 관련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한 Ontario(2017)의 연구에서는, 의료인은 치료 과정 중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
한 사건이 생긴 경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이로부터 학습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도 환자안전과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인의 환자안전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과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사건보고 체계에 대한 지식, 사건보고 과정
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료인의 믿음이라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기관 차
원에서 사건보고서를 근간으로 직원들에게 사고 발생에 대해 알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변화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결성하여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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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더불어 개인의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인식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조직학습은, 직원들이 환자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환자안전의 개선을 위해 변화를 시행한 경우 그 효과를 측정하며, 직원들
이 병동에서의 실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믿는 인식을 의미한다. 중환자실에
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는 환자 건강상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시스템이 필수
적이다(Wu, Pronovost, & Morlock, 2002).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과 해석을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 도입과 효과 측정, 결과에 대해 피드백과 반복 학습하는 총체적인 과정이 수
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환자안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Brunsveld-Reinders, Arbous, De Vos, & De Jonge, 2015). 따라서 환자안전의 개
선을 위해 노력을 한 경우 그 변화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어지고, 직원들이 
실수와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직원배치는, 병동에서 주어진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만
큼의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직원의 믿음, 병동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최적의 
근무 시간과 직원 수를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중환자실은 간호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고(김금순, 김진아, & 박영례, 
2011), 강민아, 김정은, 안경애, 김윤과 김석화(2005)의 연구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안전 문제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염려한 바 있다. 간호사가 충분한 환자안전역량
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업무량에 맞추어 충분한 인력 수급이 뒷받침되어야 하
고 이는 결국 환자안전 결과의 측면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관과 정부가 함께 중환자실
의 충분한 인력 수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부서내 팀워크는 간호사의 환자안
전역량에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대학병원의 간호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문화 인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본 S. 
M. Cho와 Choi(2018)의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역량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부서내 팀워
크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모두 포함되어 본 연구와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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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은 부서내 팀워크,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개방성, 조직학
습, 부서간의 환자전송, 병원 경영진의 태도, 부서간의 협조체계, 직원배치,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순서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Y. L. Kim과 Lee(2015)의 연구에서 과오
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이 가장 점수가 높고,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이 가장 점
수가 낮은 요인이었고, G광역시와 C도에 소재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4곳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대해 측정한 김연, 이은선과 최은영(2013)의 연구에서 
또한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개방성 요
인이 가장 점수가 높은 세 요인이었던 반면, 직원 배치와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의료기관 인증 평가의 시작으로 의료기관 내
에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2015년 1월 의료법의 제정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각 의료기관에서 오류보고시스템을 구축하
고 오류보고에 대해 격려하는 추세이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느낀다와 실수가 개
인기록에 남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문항의 낮은 긍정적 응답률을 고려하였을 때 아
직까지 간호사들은 기관의 문화를 의료과오의 발생 시 개인의 처벌을 묻는 조직문화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임상 간호사의 조직 문화 속 문제가 아닌 전체 의료 기관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2015)은 “한국의 환자안전문화 측정” 보고서에서 국내 병
원 41곳의 병원 근무자 1741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에 대해 측정하였
고, 그 결과를 AHRQ(2015)의 미국 내 635개 병원의 종사자 40만 5281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을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발표하였는데, 국내 의료기관 종사
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은 AHRQ(2015)의 결과에 비해 오류에 대한 비처벌적 문
화, 직원 배치 등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개병원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문화 인식에 대해 조사한 김기영, 한혜미, 박유리, 김순애와 신현수(2016)의 연구에
서도 오류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개방적 의사소통은 과반수가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인 반면 인력배치, 오류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부서간 협동은 매우 낮은 긍정적 응
답률을 기록한 항목이었다. 환자안전문화 구축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의료서비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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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끄럼과 비난의 문화라고 알려진 바 있다(Nieva & Sorra, 
2003). 병원에서 환자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으로 관련조직 구성원
을 탓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조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제
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추후 환자안전 시스템 개선과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근무 병원은 환자안전문화 인식에 가장 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종합병원 간호사에 비해 환자안전문화 인
식과 환자안전문화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매우 큰 유의 확률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2015)의 전국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현황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
에서는, 병상 규모가 클수록 환자안전 전담 부서가 있는 의료기관의 비율이 높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안전 전담 부서가 모두 있었으며, QI실에서 환자안전업무를 수행하
는 비율이 높고 환자안전지표를 두고 지표 관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환자안
전 전담 부서의 유지와 환자안전지표의 관리가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에게 환자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중요성이 인식 되고, 이것이 환자안전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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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및 제 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역량을 조사하고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역량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1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 
인천 지역 소재 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16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요인 중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조직학습, 직원배치, 
그리고 중환자실 근무경력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고에 
대해 활발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직원이 함께 개선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변화된 사항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결과를 알리는 과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직원들이 환자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였으면 그 
효과에 대해 측정하여 각 개인이 부서에서의 사고 발생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믿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 또한 조직에 요구된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인력 수준과 근무 
시간, 업무량을 위한 최적의 인력 확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는 근무 병원의 종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 부서내 팀워크,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과오
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개방성, 조직학습, 부서간의 환자전송, 병원 경
영진의 태도, 부서간의 협조체계, 직원배치,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순서로 점수를 
높게 응답하였다. 병원의 종별에 따라 형성하고 있는 환자안전문화가 다름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의 현실이나 현황을 반영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환자안전문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간호계 내부에는 의료과오에 대해 개인의 처벌을 묻고 부끄러운 것으로 치



- 48 -

부하는 문화가 잔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인 공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하고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실 간호사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전체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의 인과성을 규명하지
는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 문항 중 환자안전 관련 교육과 관련해서 여부나 횟수 
이외 교육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구성하지 못하여 환자안전 교육과 환자안전역
량 간의 명확한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화 인식 정도와 환자안전역량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 중,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초로 다기관 연구를 수행하여 영향 요인에 대해 조사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 증
진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역량 사이에 대한 보편적, 객관적 결과를 확인하기 위
해 기관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역량 사이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환자안전문화의 하위 영역 중 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조직학습, 직원
배치가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
적인 중재 전략 개발을 제언한다. 
  넷째, 일반적 특성 중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환자안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과 정책적 지원이 시행되길 
제언한다. 
  다섯째, 추후 간호사의 환자안전 교육 관련 경험과 환자안전역량 사이에 구체적인 관
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행되길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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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CU Nurses’ Perception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Kim, Youngeu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lthough the importance of ensuring a safe environment for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has been emphasized 
repeatedly,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done among ICU nurses. Since 
ICU nurses play a vital role at ensuring patient safety, an effort to accurately 
measure the statu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and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re necessary. Thus,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CU nurses’ perception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The study has been done by cross-sectional survey, using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HSOPSC)  
tool(AHRQ, 2004),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Self-Evaluation(PSCSE) tool 
developed by Lee & Jang(2012). Participants were 165 ICU nurses from 1 
tertiary hospital and 3 secondary hospitals. The survey has been condu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9.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Participants’ perceptions of patient safety culture scored an average of 
3.13±0.63. Teamwork within unit was the highest, and nonpunitive response 
to error was the lowest score between the patient safety cultur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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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patient safety competency score was average 3.77±0.43. Nurses 
in tertiary hospital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patient safety 
culture than nurses in secondary hospitals. Nurses in tertiary hospital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patient safety competency than nurses 
in secondary hospitals. Nurses who have nursing experience of 3~6 years, or 
more than 9 year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patient safety 
competency than nurses with nursing experience of less than 3 years. Nurses  
who have ICU nursing experience 3~6 years, or more than 9 year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 in patient safety competency than nurses who have 
ICU nursing experience of less than 3 year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has been found between participants’ perception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Significant predictors for 
participants’ patient safety competency were feedback & communication about 
error, organizational learning, and staffing from patient safety culture, and 
ICU nursing experienc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deeper insight for further  
research at improving ICU nurses’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Key words : ICU, nurses, patient safety culture, patient safety compet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