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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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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
전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이며, 연구대상자
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통상 병원 적응기간으로 고려되는 3개월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고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일반간호사 158명 대상으로 실시
하였고 이중 최종 151명의 설문지에 대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전분위기는
Singer등(2009)의 연구에서 PSCHO(Patient Safety Climate in Healthcare
Organization)개발한 도구를 손명지(2012)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조직의사소
통만족은 Downs와 Hazen(1977)이 개발하여 홍은미(200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
환자안전태도는 박미정 등(20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08±0.31점이었으며,
조직의사소통만족 평균 3.18±0.38점, 환자안전태도 평균 3.69±0.39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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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차이는 근무부서(F=4.73, p=0.004)에 한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외과계(3.37±0.32점)가 응급실(3.15±0.27점)
보다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조직의사소통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조직의 안전분위기와 조직의사소통만족(r=.607, p<.001), 조직의 안전분위기와 환
자안전태도(r=.453, p<.001), 환자안전태도와 조직의사소통만족(r=.481, p<.001)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병원에서의 사고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
적인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조직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 내 정보의 흐름에 부합하는 안전관
련 전략을 마련하고, 부서 별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호사들의
환자안전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심어: 간호사,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 환자안전태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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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A

의료서비스가 전문화, 대형화, 분업화됨에 따라 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지 못하게 되고, 의료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및 책임의식이 저하되면서 병원 내 안
전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박소정, 강지연, 이영옥, 2012). 환자안
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의료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환
자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서비스 과정상 환자 가까이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안전과 관
련된 문제점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박정혜, 박명화, 2014), 24시간
연속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역량은 곧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Sherwood & Zomorodi, 2014). 따라서 의료기관
에서는 이들의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의 환자안전을 강화하려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병원조직 내에서 안전
을 우선시하는 환자안전문화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긍정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게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활동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구성요소를 갖
추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문화는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
는 반면 안전문화의 하위 개념인 안전분위기는 조직 구성원의 인지, 관리활동, 안전
체계 등 측정 가능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있어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Sexton, et al., 2006). 국외에서 선행된 안전분위기 연구에서 Neal과 Griffin(2006)
은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구성원 개인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쳐 사고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Clarke(2010)의 연구에서는 안전분위기의 조성은 환자안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올바른 태도의 확립을 도움으로써 최종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위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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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병원의 안전 분위기가 긍정적일
수록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가 원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이영숙, 류소연, 박종, 최성우, 2016), 안전분위기가 부정적일수록 사고발생
시 비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고보고 및 대응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안전
이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손명지, 2012). 따라서 간호사의 환자안전을 강화하여 안
전이행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병원조직의 안전분위기 측정과 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안전분위기의 형성이 중요하다.
간호사의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안전분위기의 형성과 더
불어 정확한 정보교환 및 원활한 의사소통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병원 내에서 발
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조혜원, 양
진행, 2012). Maxson 등(2011)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이 전체 사고 비율의 65%에 해당하였으며,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토대로 한
구성원들의 협동은 의료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병원
조직 내에서의 부정확한 의사소통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수련,
2011). 간호사는 다양한 직종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의
료행위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 내 정보의 흐름에 부합하는 원
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은 환자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간호사는 병원조직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관
리하는 집단인 만큼 이들의 태도와 인식 또한 환자안전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박소정 등, 2012).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 환자안전태도는 적극적인 행위의 결과로 안전간호활동 수행을 높일 수 있으며
(김은정, 2016), 이는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높은 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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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비의료직 분야인 병원 행정직보다도 낮게 나타났으
며,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는 다른 의료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Listyowardojo, Nap, & Johnson, 2012). 따라서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
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환자안전태도가 높을수록 안전이행이 높아
지며, 간호사의 환자안전태도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만족에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태도의 결과로 이어지는 안전이행을 높이기 위
해서는 긍정적인 안전분위기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
자안전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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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 환자안
전태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안전분위기
1) 이론적 정의
안전분위기란 조직 내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한 조직 구
성원의 공유된 지각이다(Neal & Griffin, 200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Singer 등(2009)이 개발하고 손명지(2012)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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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의사소통만족
1) 이론적 정의
조직의사소통만족이란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 특징에 관한 포괄적인 정서적 반
응이며, 어떤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의사전달이 되거나 잘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개
인적 만족을 말한다(Downs & Hazen, 1977).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Downs와 Hazen(1977)이 개발한 도구를 홍은미(2007)가 수정 보
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환자안전태도
1) 이론적 정의
환자안전태도는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헌신, 안전행위의 형식과 숙련도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를 말한다(Sexton et al., 2006).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박미정, 김인숙과 함영림(2013)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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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 환자안전태도

A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환자의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불신, 병원의 재정
적 손실, 환자의 재원기간 연장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박소
정 등, 2012). 병원조직 내에서 환자안전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실수
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함께, 구성원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
도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김경자 등, 2012).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는 전반적인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안전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과 관련
된 것으로써 환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환자안전을 위한 행위로 연결된다고 하였
다(박정혜, 박명화, 2014). 이렇듯 안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확고한 태도는 환자안전
이라는 보건의료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특히 환자의
최일선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파악하는 간호사의 긍정적인 안전태도는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소정 등, 2012).
그러나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비의료직 종사자와 다른 의료직 종사
자의 안전태도보다 더 낮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합
병원 종사자 403명을 대상으로 한 노이나(2008)의 연구에서 보건직 종사자에 비해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
면 병원 경영진의 안전태도에 대한 평가에서 총 5점 만점에 행정직 3.28점, 보건직
3.21점, 간호사 3.16점으로 간호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부서의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도 행정직 3.39점, 의사 3.39점, 간호사 3.36점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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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태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특히 병원이나 부서의 관심과 지지에 대해서
간호사가 낮은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또 다
른 연구를 살펴보면 군병원 종사자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수진(2009)의 연구
에서도 의료기사보다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결과를 보여 간호사의 환
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
펴보면 병원 경영진의 안전태도에 대한 평가에서 의료기사 3.46점, 간호사 3.27점으
로 간호사가 더 낮게 인식하였으며, 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태도에서도 의료기사
4.07점, 간호사 3.67점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환자안전태도가 의료기사의 환자안전태
도와 비교하여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환자안전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
과 의료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과 더불어 조직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
원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김연, 이은선, 최은영, 2013). 간호사 개인의 환자안전태
도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직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단
지 태도만을 강화할 뿐 안전이행의 결과로 이끌 수 없다(김경자, 2012). 노이나
(2008)의 연구에서 환자안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노력과 병원의 정책적 지
원에 대하여 전체 대상자의 32.8%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구성원들의 안전태도
를 강조하는 것에 반해 경영진의 관심과 병원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였
다. 금수진(2009)의 연구에서도 경영진의 환자안전태도에서 전체 대상자의 33.9%만
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경영진의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또
한 금수진(2009)의 연구에서 병원의 환자안전관리지침에 대해서 안전관리교육을 받
은 대상자의 54%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27.5%
만이 안전관리지침을 인지하고 있어 병원이 수시로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확립하여 안전이행
을 이끄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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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환자안전에 있어 위협이 되는 요인을 관리하는 방패적 역할을 담당하
기 때문에(김소민, 2011), 이들의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는 환자안전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조직의 관심과 제도적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때 비로소 간호사의 긍정적인 환자안전태도가 확립되어 안전이행의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안전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리해야하는 간호
사의 올바른 태도의 확립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
요하다.
B

. 안전분위기와 환자안전태도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는 조직 내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정책, 절차 및 관행
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유된 지각으로 정의된다(Neal & Griffin, 2006). 이러한 안
전분위기는 조직의 경영방침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으며, 구성원들의 행동뿐만 아
니라 안전관련 의사소통,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개
인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쳐 사고율에 영향을 준다(Neal & Griffin, 2006).
의료기관은 조직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그 조직의 안전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의료영역의 포괄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한 타당성 있는 도구로 측정해야 그 결
과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다. Sing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신뢰성 높은 조직의 특
성이론을 보건의료영역에 적용하여 Patient Safety Climate in Healthcare
Organization(PSCHO)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의 구성요소는 병원조직영역, 근무지
영역, 개인/대인관계영역, 사고목격 경험에 대한 내용의 기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안전분위기는 조직의 안전문화에 대한 구성원의 태도와 인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작고 변화가 더 쉬운 개념인 만큼(손명지, 2012), 안전분위기의 조성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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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인지과정을 거쳐 안전행동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를 높여 그 조직의 사고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백종배, 엄민용, 김지선, 2015).
조직 구성원들이 안전을 우선 시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 안전절차를 준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Zohar, 2007), 이러한 안전분위기의 조성은 환자안전에 대한 올바
른 태도의 확립을 돕고, 이러한 긍정적인 환자안전태도는 최종적으로 안전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김경자 등, 2012).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
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개인을 비난하는 분위기로 인해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
정화, 이경미, 이미애, 2010).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병
원 종사자 496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조사한 최명희와 이병숙(2012)의 연구에서
실수를 보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24%에
불과하여 과오에 대한 처벌적인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소병원 종
사자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진희(2011)의 연구에서도 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에 대한 항목에서 전체 응답의 36.9%에서만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나머지
63.1%에서는 과오 발생 시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해 비난하거나 징계를 내
리는 등의 부정적이고 처벌적인 조직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종합
병원 간호사 267명을 대상으로 안전분위기를 조사한 손명지(2012)의 연구에서 또한
비난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는 개인의 의료과오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확대하
여 이를 숨기고자 행동하게 만들고 이는 최종적으로 낮은 안전이행의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하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개방적인 안전분위기에서 형성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병원 조직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거나 해결책을 다면적
으로 모색할 만큼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조혜원, 양진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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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는 분위기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담감을 높여 과오를 숨기기
에 급급하게 하며, 결국 이러한 태도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든다(김정은, 강민
아, 안경애, 성영희, 2007).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각하는 조직의 처벌적인 분위기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써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안전분위기
로 인식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조직의 안전분위기 구
축과 더불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의 확립을 가져올 것이다.
C.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조직의 의사소통은 조직 내 공통된 목표를 이해시켜 구성원 상호간의 통합을 강
화하고 조직의 목표나 구성원들의 목적을 협동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목
표 달성에 결정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백종철, 2008), 구성원
들 간의 조직의사소통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의사전달이 되
거나 잘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개인적 만족 및 정서적 반응을 조직의사소통만족이
라고 하였다(Downs & Hazen, 1977).
Downs와 Hazen(1977)은 조직의사소통만족에 대한 요소를 조직 내 정보의 흐름
및 구성원들의 지각과 태도에 기초하여 분류하였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분위기나
환경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는 의사소통풍토, 각각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의사소통
만족도, 의사소통전달매체에 대한 만족도, 부서나 동료 간의 자유로운 대화에 속하
는 수평적 의사소통, 조직전반의 정보공유 및 정확성과 피드백에 대한 조직 전망과
관련한 수직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병원 조직의 의사소통은 조직의 내부 및 외부의 연계를 확립함으로써 상
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명규, 2014).
병원은 업무 자체가 긴밀한 상호연계작용에 의하여 수행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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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병원의 다양한 구성원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자, 오의금, 2009). 또한 간호라는 서비스가 의사소통을 통하
여 전달되고 제공되므로 의사소통은 간호행위의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으며(이명선, 이봉숙, 2006), 간호사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이
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병원조직에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
며 보다 안전한 환자간호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김경자 등,
2012).
이러한 간호사의 조직의사소통만족은 안전관리활동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소정 등, 2012), 또한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설
명하는 주요변수로 확인되었다(김경자 등, 2012). 표준화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의 기회를 보장할 때 환
자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Woodhall, Vertacnik & Mclaughlin, 2008), 의
사소통 활동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약 30%에서 의사소통장애로 인한 불만
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Lingard et al., 2004). 미국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환자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적신호 사건에 대
해 검토한 결과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의사소통 문제에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는 병원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환자안전을 위한 중요
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조순덕, 허성은, 문덕환, 2016).
이와 관련하여 선행되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의료인 342명을 대상으
로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조혜원과 양진향(2012)의 연구에서 의료
인 간의 의사소통과 절차에 대한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41.6%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인 종합병
원 간호사 2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진희(210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조직의사
소통만족이 높을수록 그에 부합하는 책임감 또한 높아져 결과적으로 조직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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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조직성과에 기여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병원조직의 목표인 환
자안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병원은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집단으로 조직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정보
의 흐름은 정확한 정보교환을 통해서만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구성원들 간
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김경자, 오의금, 2009). 부정확한 의사소통은 환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수련, 2011),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의 조직 내
의사소통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이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어 최종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김경자 등, 2012). 따라서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전관련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로써 조직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아지
면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고취되고 환자안전관리활동이 증가
되어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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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 연구 설계

A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
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B

. 연구대상자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통상 병원 적응기간으로 고려되는 3개월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고 환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하는 일반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30을
투입하였을 경우 137명이 필요로 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8
명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는 151명이었다.
C. 연구도구
1. 안전분위기
본 연구에서는 Singer 등(2009)의 연구에서 개발한 PSCHO(Patient Safety
Climate in Healthcare Organization)도구에서 안전분위기를 구성하는 4가지 영역의
39문항을 손명지(2012)가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병원조직영역 12문항, 근무지
영역 21문항, 개인/대인관계영역 4문항, 기타요소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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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분위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Sing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44 - .80 이였고 손명지(2012)의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 .56 - .88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64 - .87 이
었다.
2. 조직의사소통만족
조직의사소통만족은 Downs와 Hazen(1977)이 개발한 도구를 홍은미(2007)가 간
호사의 조직의사소통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와의 의사소통을 제외한 여
덟 가지의 의사소통 만족요인을 수직적 의사소통 8문항, 수평적 의사소통 5문항, 의
사소통매체 6문항, 조직분위기 5문항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수정한 도구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의사소통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홍은미(2007)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 .88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8 이었다.
3. 환자안전태도
강응대(2006)의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 인식 측정도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을
근간으로 박미정 등(2013)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환자안전에 대
한 관심 7문항, 환자안전에 대한 자신감 5문항, 환자안전을 위한 의지 5문항, 환자
안전에 대한 인지 4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박미정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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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자료 수집 방법

자료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로 경기도 소재 일
대학병원에서 해당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뒤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간호사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 방법은 연구자가
각 간호단위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일괄 배부
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응답한 후에
설문지를 넣을 수 있는 회수용 봉투를 제공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각 부서에 수거
함을 제공하여 간호사들이 밀봉 후 회수용 봉투에 넣은 것을 자율적으로 수거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한 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 리적 고려

E 윤

본 연구는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 해당기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AJIRB-MED-SUR-16-235)와 연구대상 병원의 기관윤리심의위
원회(VC16QASI0127)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 해당병원 간호부 및 해당간
호사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첨부된 연구 참여 설명서와 함께 배부하였으며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 대상
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 보호, 설문의 내
용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설문지 조사 중에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
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밀봉하여 보관하고 통계자료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저장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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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답례품을 제공하였고, 추후 연구 피험자로서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언제
든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기관윤리심의위원회와 연구자의 연락처를 함께 알려주었다.
. 자료 분석 방법

F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
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조직의 안전분위기,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 만족과 환자안전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 환자안전
태도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와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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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151명이며 평균연령
27.94±4.96세로 23-28세 미만이 90명(59.6%), 28세 이상은 61명(40.4%) 순으로 나타
났다. 결혼여부를 살펴보면, 미혼 116명(76.8%), 기혼 35명(23.2%)으로 미혼이 더 많
았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98명(64.9%), 3년제 46명(30.5%), 대학원이상 7명(4.6%)순
으로 4년제 졸업군이 가장 많았다. 임상 총 경력을 살펴보면, 평균 5.50±4.79년으로
1년-5년 미만이 76명(50.3%), 5년-10년 미만 54명(35.8%), 10년 이상 21명(13.9%)이
었고 현 부서경력은 평균 4.12±3.62년으로 1년-5년 미만 98명(64.8%), 5년-10년 미
만 42명(27.8%), 10년 이상 11명(7.4%)이였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39명(25.8%), 외과
계 38명(25.2%), 중환자실 37명(24.5%), 응급실 37명(24.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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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

특성
나이
혼여부

결

최종학력
상 경력

임 총

현부서경력
무부서

근

항목
23-28세미만
28세이상
미혼
기혼
3년제
4년제
대학원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내과계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실

실수
90
61
116
35
46
98
7

6
54
21
98
42
11
39
38
37
3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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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1)

%

59.6
40.4
76.8
23.2
30.5
64.9
4.6
50.3
35.8
13.9
64.8
27.8
7.4
25.8
25.2
24.5
24.5

준
27.94±4.96(세)

평균±표 표차

5.50±4.79(년)
4.12±3.62(년)

B

. 연구대상자의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정도

1.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점수
연구대상자의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 환자안전태도의 점수는
<표 2>와 같다. 먼저 조직의 안전분위기 총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08±0.31점이었
으며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근무지영역’ 이 평균 3.35±0.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병원조직영역’ 평균 3.20±0.46점, ‘기타요소’ 평균 2.98±0.79점, ‘개인/대인관
계영역’ 평균 2.69±0.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의사소통만족 총점은 평균
3.18±0.38점이었으며 하위영역 별 점수는 ‘수직적 의사소통영역’이 평균 3.48±0.40점
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매체영역’ 평균 3.26±0.59점, ‘수평적 의사소통영역’ 평
균 3.15±0.52점 순이었으며 ‘조직분위기영역’이 평균 2.69±0.50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환자안전태도의 총점은 평균 3.69±0.39점으로 하위영역으로 ‘환자안전에 대
한 인지’ 평균 4.08±0.52점,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 평균 3.63±0.45점, ‘환자안전에
대한 의지’ 평균 3.63±0.47점 순이었고 ‘환자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평균 3.51±0.48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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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점수

<표 >

수
안전분위기 총점
변

조직의사소통만족 총점
환자안전태도 총점

하위영역
병원조직
근무지
개인/대인관계
기타

준편차
3.08±0.31
3.20±0.46
3.35±0.37
2.69±0.77
2.98±0.79
3.18±0.38
3.48±0.40
3.15±0.52
3.26±0.59
2.69±0.50
3.69±0.39
3.63±0.45
3.51±0.48
3.63±0.47
4.08±0.52

평균±표

수직적의사소통
수평적의사소통
의사소통 매체
조직분위기
관심
자신감
의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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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솟값
2.46
2.17
2.48
1.00
1.00
1.79
2.38
1.40
1.20
1.40
2.81
2.71
2.20
2.60
2.75

(N=151)
최댓값
4.13
4.33
4.48
4.50
5.00
4.33
4.75
4.40
5.00
4.00
4.71
5.00
4.80
5.00
5.00

2. 조직의 안전분위기 문항별 점수
연구대상자의 조직의 안전분위기 문항별 점수는 <표 3>과 같다.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의 안전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의 안전분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정해진 업무 규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3.79±0.52점).’,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규
정된 절차나 안전규칙을 어기면 지적 받는다(3.74±0.64점).’, ‘나의 직속상관(관리자)
는 근무지(병동)에서 내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다(3.76±0.57점).’의 근무지 영역의 안전 규범과 관리자의 지지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이 근무지(병동)는 나의 환자 안전과 관련한
성과를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인정해준다(2.50±0.90점).’,의 근무지 영역의 안전증
진 노력에 대한 인식과 지지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의료인들은 대체로 처벌을
받는다(2.51±0.78점).’,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한다면,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
다(2.54±0.80점).’의 개인/대인관계 영역의 비난/처벌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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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의 안전분위기 문항별 점수

<표 >

문항
1. 병원 경영진은 환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병원 경영진은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다양한 실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3.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4. 병원 경영진은 프로그램 변경이 논의될 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5. 조직의 위계서열과 관련 없이, 가장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자안전에
대한 결정을 한다.
6. 환자안전 쟁점에 관해 상부와 하부 조직 사이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
7. 나는 환자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8. 나는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설비)을 제공
받는다.
9. 나는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자안전 관련 훈련을 받았다.
10. 우리 병원은 확인된 안전문제를 추적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이용한다.
11. 이 지역의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우리 병원은 제공하는 환자 간호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12. 나는 동료가 환자에게 위험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
13. 나의 직속상관(관리자)는 근무지(병동)에서 내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 나의 직속상관(관리자)은 근무지(병동)에서 안전을 근무표의 작성이나 간호
생산성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15.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의료인들은 대체로 처벌을 받는다.*
16.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때 마다, 나의 직속상관(관리자)은 지름길을
택해서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만을 원한다.*
17. 근무지(병동)에서는 환자 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18. 이 근무지(병동)는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한다.
19. 이 근무지(병동)에는 환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를 견제하는 동료들이 있다.
20. 이 근무지(병동)는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규정된 절차나 안전규칙을 어기면
지적 받는다.
21.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정해진 업무 규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22. 이 근무지(병동)는 나의 환자안전과 관련한 성과를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인정해준다.
23. 이 근무지(병동)는 환자를 돌보는 행위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팀워크
훈련을 한다.
환

* 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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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1)
평균±표준편차
3.30±0.71
3.23±0.73
3.44±0.72
3.52±0.69
3.13±0.79
3.32±0.74
2.64±0.79
2.72±0.79
3.32±0.74
3.17±0.71
3.19±0.77
2.83±0.93
3.76±0.57
3.56±0.65
2.51±0.78
3.42±0.78
3.37±0.74
3.51±0.58
3.56±0.66
3.74±0.64
3.79±0.52
2.50±0.90
2.97±0.79

문항
24. 이 근무지(병동)에서 중대한 실수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 보상 받은
적이 있다.
25. 나의 업무는 규정된 안전 간호표준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26.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실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27.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여 개선시킨다.
28. 이 근무지(병동)에서 사고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은 근본원인을 분석할 때
효과가 있다.
29. 이 근무지(병동)에서 환자안전 문제와 오류는 적합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쳐 나갈 수 있다.
30.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한다.
31. 직원들은 환자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자유
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32.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한다면,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33. 나는 직속상관(관리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사항들을
편하게 보고한다.
34. 직속상관(관리자)에게 환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해결된다.
35. 내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전달하면, 적절한 사후 조치(follow-up)
가 있다.
36.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7. 큰 실수를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38. 지난 1년간 나는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동료를 목격한 적
있다.*
39. 전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환자안전의 수준은 증진되고 있다.
총 평균 평점

환 문항

*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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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
2.62 0.85

평균±표
±

3.43±0.58
3.06±0.79
3.31±0.66
3.43±0.62
3.58±0.68
3.30±0.82
3.36±0.79
2.54±0.80
3.25±0.82
3.26±0.83
3.56±0.62
2.89±0.79
2.83±0.67
3.13±0.97
3.40±0.66
3.08±0.31

3. 조직의사소통만족 문항별 점수
연구대상자의 조직의사소통만족 문항별 점수는 <표 4>와 같다.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항목의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나는 업무관련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상급자
의 지시와 의견에 따른다(3.89±0.532점).’, ‘상급자는 나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도
록 도움을 준다(3.76±0.63점).’, ‘수간호사의 지시를 부하직원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
(3.68±0.60점).’의 수직적 의사소통영역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나는 우리 병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잘 알
고 있다.(2.27±0.82점).’, ‘나는 우리 병원의 인사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2.54±0.69
점).’, ‘나는 업무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승진,급여수준)은 만족스럽다(2.67±0.74
점).’의 조직분위기 영역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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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의사소통만족 문항별 점수

<표 >

(N=151)
문항
평균±표준편차
1. 우리 병원의 간호부서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 이외에는 직급의 차이 없이 3.14±0.84
자유롭게 의사소통 한다.
2. 나는 병원의 비공식 모임(동기모임, 동창회, 병동회식 등)에 자주 참석한다.
3.13±0.95
3. 나는 병원 내 비공식 모임이 업무수행과 상호 협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34±0.78
4. 나는 업무관련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와 의견에 따른다.
3.89±0.53
5. 상급자는 나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다.
3.76±0.63
*
3.12±0.89
6. 나는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업무지시를 받을 때 위축된다.
7. 나는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시나 정보를 받는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39±0.61
8. 나는 우리 부서에서 갖는 회의의 빈도나 내용, 분위기에 만족한다.
3.40±0.68
9. 나는 우리 병원의 의사전달매체(메모, 알림장 등)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3.30±0.76
10. 나는 병원 내의 인사정보, 조직원 간의 갈등에 관련된 소문을 많이 듣고 있다. 2.97±0.83
11. 우리 부서는 업무 이외의 재미있는 얘기나 농담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3.67±0.69
12. 우리는 동료 직원들 간에 업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68±0.67
13. 나는 우리 병원의 인사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54±0.69
14. 나는 우리 병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27±0.82
15. 나는 우리 병원이 설정한 비전과 그 실행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07±0.71
16. 우리 수간호사는 나의 엄부능력수행과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3.24±0.62
17. 나는 업무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승진, 급여수준)은 만족스럽다.
2.67±0.74
18. 나는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만족한다.
2.93±0.64
19. 우리 병원의 비전제시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동료들과 대화한다.
2.74±0.84
20. 우리 병원의 변화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한다.
3.00±0.80
21. 나는 병원이 설정한 비전자체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한다.
2.69±0.79
22. 수간호사의 지시를 부하직원들이 잘 이행하고 있다.
3.68±0.60
23. 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간호사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다.
3.50±0.72
24. 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간호사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다.
3.30±0.76
총 평균 평점
3.18±0.38
* 역환산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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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태도 문항별 점수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태도 문항별 점수는 <표 5>와 같다. 항목의 점수가 높을
수록 환자안전태도에 대한 높은 인식을 의미하며, 항목의 점수가 낮을수록 환자안
전태도에 대한 낮은 인식을 의미한다.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는 병원 의료종사
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4.19±0.69점).’,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
다(4.12±0.59점).’,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은 강화되어야 한다(4.03±0.61점).’
의 인지 영역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항목은 ‘병원 내 다른 직종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3.14±0.84점).’의 관심 영역이었으며, 다음으로 ‘동료들과 환자안
전관리 및 개선을 위해 자주 이야기한다(3.33±0.71점).’의 의지 영역, ‘우리 부서는
환자안전관리 규정이 잘 운영되고, 사고를 방지하기에도 충분하다(3.39±0.58점).’의
자신감 영역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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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안전태도 문항별 점수

<표 >

(N=151)
문항
평균±표준편차
1.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4.12±0.59
2.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는 병원 의료종사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4.19±0.69
3. 환자안전관리 활동은 업무 생산성에 기여한다.
3.99±0.64
4.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은 강화되어야 한다.
4.03±0.61
5.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3.77±0.65
6.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3.66±0.67
7. 환자안전관리 활동은 중요하다.
4.01±0.56
8. 동료의 환자안전관리를 챙기는 편이다.
3.74±0.63
9.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병원 전체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
3.44±0.73
10.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소속 부서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
3.61±0.59
11. 병원 내 다른 직종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14±0.84
12. 업무 시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다.
3.65±0.67
13. 교육훈련 시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다.
3.66±0.71
14. 환자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한다.
3.64±0.58
15. 동료들과 환자안전관리 및 개선을 위해 자주 이야기한다.
3.33±0.71
16. 우리 부서는 환자안전관리 규정이 잘 운영되고 있고, 사고를 방지하기에도 3.39±0.58
충분하다.
17. 환자안전관리 유지 및 개선 방법을 잘 알고 있다.
3.55±0.66
18. 우리 부서원들은 항상 환자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3.88±0.59
19. 우리 부서에는 수시로 환자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3.46±0.67
20. 우리 부서원들은 환자안전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56±0.62
21. 동료들에게 환자안전관리를 강조하는 편이다.
3.59±0.68
총 평균 평점
3.6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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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간의 상관
관계는 <표 6>과 같다.
조직의 안전분위기와 조직의사소통만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607, p<.001), 조직의 안전분위기와 환자안전태도 간
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53, p<.001). 환자안전태도와
조직의사소통만족 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481, p<.001).

6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의 상관관계

<표 >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
환자안전태도

안전분위기
r(p)
1
.607(<.001)
.4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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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사소통만족
r(p)

(N=151)
환자안전태도
r(p)

1
.481(<.001)

1

D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 환자안전태도의 차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차이는 <표 7>과 같다.
나이(t=-0.077, p=0.939), 결혼여부(t=-0.94, p=0.351), 최종학력(F=0.61, p=0.544), 임
상 총 경력(F=2.76, p=0.067), 현 부서경력(F=0.69, p=0.506)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
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부서(F=4.73, p=0.004)에 한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외과계(3.37±0.32)가 응급실
(3.15±0.27) 보다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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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차이

특성
나이
혼여부

결

최종학력
상 경력

임 총

현부서경력
무부서

근

항목
23-28세미만
28세이상
미혼
기혼
3년제
4년제
대학원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내과계a
b
외과계
중환자실c
응급실d

실수
90
61
116
35
46
98

준편차 t/F p
3.27±0.31 -0.077 .939
3.27±0.31
3.28±0.32 -0.94 .351
3.23±0.28
3.25±0.25
0.61 .544
3.29±0.33
3.17±0.31
3.25±0.31
2.76 .067
3.33±0.29
3.16±0.34
3.26±0.30
0.69 .506
3.31±0.32
3.22±0.29
3.21±0.32
4.73 .004
3.37±0.32
3.34±0.27
3.15±0.27

평균±표

7

6
54
21
98
42
11
39
38
37
3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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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1)
Scheffe

b>d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사소통만족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사소통만족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나이(t=-0.710, p=0.479), 결혼여부(t=-1.33, p=0.185), 최종학력(F=0.62, p=0.540), 임
상 총 경력(F=2.94, p=0.066), 현 부서경력(F=2.35, p=0.099), 근무부서(F=0.65,
p=0.585)에 따른 조직의사소통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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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사소통만족의 차이

<표 >

특성
나이
혼여부

결

최종학력
상 경력

임 총

현부서경력
무부서

근

항목
23-28세미만
28세이상
미혼
기혼
3년제
4년제
대학원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내과계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실

실수
90
61
116
35
46
98

준편차 t/F p
3.16±0.34 -0.710 .479
3.21±0.43
3.20±0.35 -1.33 .185
3.11±0.46
3.14±0.33
0.62 .540
3.20±0.40
3.09±0.32
3.13±0.33
2.94 .066
3.21±0.37
3.08±0.51
3.14±0.37
2.35 .099
3.29±0.39
3.14±0.36
3.12±0.39
0.65 .585
3.24±0.48
3.20±0.27
3.17±0.34

평균±표

7

6
54
21
98
42
11
39
38
37
3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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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1)
Scheff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태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태도의 차이는 <표 9>과 같다. 나이
(F=-1.788, p=0.076), 결혼여부(t=0.47, p=0.642), 최종학력(F=0.15, p=0.642), 임상 총
경력(F=2.79, p=0.064), 현 부서경력(F=2.67, p=0.073), 근무부서(F=2.19, p=0.092)에
따른 환자안전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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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태도의 차이

<표 >

특성
나이
혼여부

결

최종학력
상 경력

임 총

현부서경력
무부서

근

항목
23-28세미만
28세이상
미혼
기혼
3년제
4년제
대학원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1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내과계
외과계
중환자실
응급실

실수
90
61
116
35
46
98

준편차 t/F p
3.64±0.39 -1.788 .076
3.76±0.38
3.70±0.39
0.47 .642
3.66±0.38
3.67±0.41
0.15 .858
3.69±0.39
3.75±0.35
3.62±0.40
2.79 .064
3.78±0.37
3.67±0.34
3.64±0.39
2.67 .073
3.80±0.38
3.65±0.34
3.62±0.38
2.19 .092
3.81±0.36
3.70±0.40
3.61±0.39

평균±표

7

6
54
21
98
42
11
39
38
37
3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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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51)
Scheffe

Ⅴ.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 환자안전태
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병원 내 전반적인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점수는 5점 만점에 평
균 3.08점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 165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김승남(2015) 연구의 3.51점보다는 낮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67명을 대상으로 한
손명지(2012) 연구의 3.15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안전분위기의 상위 개념인
안전문화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병원 간호사 372명을 대상으로 한 정준,
서영준과 남은우(2006)의 연구에서 3.33점이었으나, 대학병원 간호사 143명을 대상
으로 한 김경자(2016) 연구에서도 3.17점으로 나타나 오랜 기간 동안 간호사가 인지
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평균점수가 크게 높아지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
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낮음을 의미하는데
조직 사회에서의 분위기는 짧은 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 형
성되므로 가능한 빨리 긍정적인 인식의 안전분위기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
다(김승남, 2015). 특히 의료기관인증평가제 및 환자안전법 등 제도적 도입으로 환
자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반해, 조직의 안전분위기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변화를 위한 조직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
다(이혜연, 2014). 조직의 안전분위기에서 부정적 응답을 보인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의료인들은 대체로 처벌을 받는다.’,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
를 발견한다면,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등 비난/처벌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서 특
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의료과오와 관련한 실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이
나 징계를 받는다는 두려움 및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정은(2012)이 4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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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와 의료과오 보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서 환자안전과오 발생 시 비난과 처벌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에 대한 보고나 대응이
낮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도 실수는 개
인의 부주위로 인한 것이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의료인들은 실수 후 해결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강민아,
김정은, 안경애, 김윤과 김석화, 2005).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류발생과 관련하여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며 이를 숨
기거나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 하기 보다는 과오의 가능성을 수긍하고 개방적인 논
의를 통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개방적 차원에서 예
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은정, 2016). 김경자와 오의금(2009)의
연구에서도 의료과오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과오에 대해 개인의 처벌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접근하여 열린 대화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때 사
고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직에서는 과오에 대처하는 조직 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구
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분위기가 정
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어서 조직의 안전분위기 하위영역 중 부정적 응답
을 보인 영역을 살펴보면 ‘나는 환자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나는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설
비)을 제공받는다.’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가 업무량을 감당하기
에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도 주당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담당 환자 수가 적을수
록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남문희, 임지혜, 2013), 이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간호사의 적절한 인력 배치와 확보는 병원의 환자안전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성숙과 강문희(201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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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량이 환자안전문제 발생률을 높이고 간호사의 윤리적 소진을 심화시키므로
간호의 질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간호사가 환자안전을 최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의 보유와 배치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료조직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조직의사소통만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이
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종합병원 간호사 305명을 대상으로 한 홍은미(2007) 연
구의 3.05점보다 높으며, 종합병원 간호사 647명을 대상으로 한 강경화, 강수지와
한용희(2012) 연구의 3.15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조직의사소통만족 중 부정적 응답
을 보인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나는 우리 병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병원의 인사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홍은미(2007), 김경자 등(2012)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주로 병원의
경영이나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가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광범위한 병원
전체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강경화
등(2012)은 병원 내의 의사소통의 분절을 막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의 명
백성과 공유를 높이기 위한 조직의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Gallagher와 Kupas(2012)의 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연구에서는
web기반의 시스템을 사고보고에 활용한 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정보공유를 위한 의사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
직 내 정보의 흐름에 부합하는 안전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부서 별 특성에 맞는 정
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조직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환자안전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9점으로
환자안전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인식과 태도는 명확한
긍정인 4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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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종사자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우영
(2007)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의료기사보다 평가 항목
의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종합병원 종사자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하은호, 현
경순과 조진영(2016)의 연구에서도 보건직 종사자의 환자안전태도가 총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인 것에 반해 간호사는 평균 3.64점으로 이들 집단보다 안전에 대한 태
도가 낮았다. 이는 환자 가까이에서 환자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행위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박소정 등, 2012).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태도의 하위영역 중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 내 다른 직종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병원 전체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 ‘동
료들과 환자안전관리 및 개선을 위해 자주 이야기한다.’ 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의 낮은 항목과 유사
하며, 조직의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의 원활함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inger 등(2009)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병원 내 안전사고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Toghian, Ahrari와 Alikhah(2014)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조직에서
안전사고 원인의 60% 이상을 차치하는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역할
극을 이용한 의사소통교육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안전과 관련되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의사소통문제를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개선 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
전태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안전분위기가
높을수록, 조직의사소통만족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환자안전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김경자 등(2012)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조직의사소통만족이 높을수록

- 38 -

환자안전태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조직의사소통만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고객지향성 등과 같이 조직적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설명요인으로써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유
은영, 장병희와 남상현, 2009). 또한 송미라(2014)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조직의사소
통만족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이 높다는 결과와, 손명지(2012)의 연구에서 안
전분위기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안전이행이 높다는 결과, 김승남(2015)의 연구에서
안전분위기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안전지식, 안전수행이 높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특히 병원조직의 의사소통장애는 환자의 상해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소
이며, 재원일수를 늘리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불만족을 유발하며, 자원의 사용이
나 효과적인 업무조정의 방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Dingley, Daugherty, Derieg &
Persing, 2008). 수술실의 의사소통 실패와 관련한 Lingard 등(2004)의 연구에서 수
술실 안에서 의료팀 간의 부정확한 의사소통은 30%에 달하며, 이중 36%가 시술과
관련된 오류나 지연 등의 부적절한 성과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조직
의 원활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얻는 만족 정도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촉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환자안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는 근무부서에 한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외과계병
동의 간호사보다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손명지(2012)의 연구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고위험근무지에 있는 간호사
가 내과계, 외과계의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낮은 조직의 안전분위
기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다. 병원종사자 9,309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안전분위기를
조사한 Hartmann 등(2008)의 연구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의 안전분위기
는 이를 구성하는 영역 중 절반 이상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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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의료과오로 인한 위해사건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졌
으며(Sklar, Crandall, Zola & Cunningham, 2010),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의 의료오
류를 조사한 안기옥, 정진희, 어은경, 전영진과 정구영(2007)의 연구에서는 160명의
환자에서 177건(1일당 1.5건)의 의료과오가 발생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바쁘고 위급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부정확한 의사소통과 다른
근무지에 비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복잡한 중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고위험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부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추가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추후관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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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

A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
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8월
24일부터 2016년 9월 10일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병원에서
통상 병원 적응기간으로 고려되는 3개월 이상의 업무경력이 있고 환자에게 직접 간
호를 제공하는 일반간호사 158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중 최종 151명의 설문지에
대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총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08±0.31점이었
으며 ‘근무지 영역’ 이 평균 3.35±0.37 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대인관계 영역’ 평균
2.69±0.77 으로 가장 낮았다. 조직의사소통만족 총점은 평균 3.18±0.38이었으며 ‘수
직적 의사소통 영역’이 평균 3.48±0.40으로 가장 높았고, ‘조직분위기 영역’이 평균
2.69±0.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환자안전태도의 총점은 평균 3.69±0.39로 ‘환자
안전에 대한 인지 영역’이 평균 4.08±0.52,으로 가장 높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자신
감 영역’이 평균 3.51±0.48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조직의 안전분위기와 조직의사소통만족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607, p<.001), 조직의 안전분위기와 환자안전태도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53, p<.001). 환자안전태도와 조직의사소통만족 간에서
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8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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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 안전분위기 차이는 근무부서(F=4.73, p=0.004)에 한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외과계(3.37±0.32)가 응
급실(3.15±0.27) 보다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의사소통만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병원에서의 사고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개방
적인 조직의 안전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조직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의사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 내 정보의 흐름에 부합하는 안전관
련 전략을 마련하고, 부서 별 특성에 맞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간호사들의
환자안전태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B

.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안전태도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의
안전분위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사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의사소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조직 내의 부서 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련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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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피험자 설명문

연구주제 :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노미나입니다.
이 설명서는 여러분에게 이번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인지하는 조직의 안전분위기, 조직의사소통만족과
환자안전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병원 내 전반적인 환자안전관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인원은 158명이고 연구예정기간은 IBR 승인일 이후~ 2017년 6월까지
이며 설문구성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안전분위기 39문항, 조직 의사소통 만족 24문항,
환자안전태도 21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시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답하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시하시면 되고 다소 문항이 길거나 중복되더라도 한 문항도 빠트리
지 않고 끝까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받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설문에
동의 하신다면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8월 23일
지도교수 : 유문숙 교수
연구자 : 노미나(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연구자 E - mail : mina454@hanmail.net
연구자연락처: 010 – 9788 – 3635
아주대학교병원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락처:
031-219-5569, 4061, 7065
연구 피험자로서의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질문이 있다면, 이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논의
할 수 있는 기관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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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Ⅴ표를 하거나 내용을 기록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세

2. 결혼여부: ① 미혼( ) ② 기혼( )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3년제 대학( )

② 4년제 대학( )

③ 대학원이상( )

4. 임상 총 경력은 얼마입니까? 6개월 이상 반올림 해주세요. ( )년

5. 현재 근무지 경력은 얼마입니까? 6개월 이상 반올림 해주세요. ( )년

6.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① 내과계(내과, 소아과) 병동( ) ② 외과계(외과, 산부인과) 병동( )
③ 중환자실( )

④ 응급실( )

7. 귀하의 직위는 ?
① 일반간호사( )

② 책임간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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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분위기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시는 병원이나 근무지(병동)에서의 안전분위기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전

설문내용

혀

그

그

렇

렇

지

지

않

않

다

다
1. 병원 경영진은 환자를 돌보는 것과 관련한 위
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병원 경영진은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다양
한 실수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3.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4. 병원 경영진은 프로그램 변경이 논의될 때 환
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5. 조직의 위계서열과 관련 없이, 가장 적절한 자
격을 갖춘 사람이 환자안전에 대한 결정을 한다.
6. 환자안전 쟁점에 관해 상부와 하부 조직 사이
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
7. 나는 환자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8. 나는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설비)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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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이
다

매
그

우

렇

그

다

렇
다

9. 나는 환자안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
분한 환자안전 관련 훈련을 받았다.
10. 우리 병원은 확인된 안전문제를 철저히 추적
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이용한다.
11. 이 지역의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우리 병원
은 제공하는 환자 간호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12. 나는 동료가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행
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디.
13. 나의 직속상관(관리자)는 근무지(병동)에서
내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방해가 되는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 나의 직속상관(관리자)는 근무지(병동)에서
안전을 근무표 작성이나 간호 생산성 보다 더 중
요하게 고려한다.
15.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의료인들은 대체로 처
벌을 받는다.
16.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때 마다, 나의 직
속상관(관리자)은 지름길을 택해서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만을 원한다.
17. 근무지(병동)에서는 환자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18. 이 근무지(병동)는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한다.
19. 이 근무지(병동)에는 환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를 견제하는 주변 동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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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규정된 절차나 안전규칙을 어기면 지적 받는다.
21.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정해진 업무 규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22. 이 근무지(병동)는 나의 환자 안전과 관련한
성과를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인정해준다.
23. 이 근무지(병동)는 환자를 돌보는 행위와 안
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팀워크 훈련을 한다.
24. 이 근무지(병동)에서 중대한 실수를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 보상받은 적이 있다.
25. 나의 업무는 규정된 안전 간호표준을 바탕으
로 평가된다.
26.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실수가 긍정적인 변화
를 초래한다.
27.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
기 전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여
개선시킨다.
28. 이 근무지(병동)에서 사고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은 근본원인을 분석 할 때 효과가 있다.
29. 이 근무지(병동)에서 환자안전 문제와 오류는
적합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
다.
30.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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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원들은 환자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
진한다.
32.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한다면,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33. 나는 직속상관(관리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환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사항들을 편하게 보고한
다.
34. 직속상관(관리자)에게 환자의 안전이 염려되
는 문제들을 이야기 하명 대체로 해결된다.
35. 내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전달하
면, 적절한 사후 조치(follow-up)가 있다.
36.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7. 큰 실수를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나는 누
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38. 지난 1년간 나는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
는 행위를 하는 동료를 목격한 적이 있다.
39. 전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환자안전의 수준
은 증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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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의사소통 만족
*다음은 조직 구성원 간에 수행되는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설문내용

지
않다

1. 우리 병원의 간호부서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 이외에는 직급의 차이 없이 자유롭게 의사
소통 한다.
2. 나는 병원의 비공식 모임(동기모임, 동창회,
병동회식 등)에 자주 참석한다.
3. 나는 병원 내 비공식 모임이 업무수행과 상호
협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업무관련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와 의견에 따른다.
5. 상급자는 나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준다.
6. 나는 상급자에게 업무를 보고하거나 업무지시
를 받을 때 위축된다.
7. 나는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시나 정보를 받
는 시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우리 부서에서 갖는 회의의 빈도나 내
용, 분위기에 만족한다.
9. 나는 우리 병원의 의사전달매체(메모, 알림장
등)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병원 내의 인사정보, 조직원 간의 갈등
에 관련된 소문을 많이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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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 부서는 업무 이외의 재미있는 얘기나
농담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12. 우리는 동료 직원들 간에 업무상 의사소통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3. 나는 우리 병원의 인사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4. 나는 우리 병원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잘 알
고 있다.
15. 나는 우리 병원이 설정한 비전과 그 실행방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6. 우리 수간호사는 나의 엄부능력수행과 성과
를 인정하고 있다.
17. 나는 업무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승진, 급
여수준)은 만족스럽다.
18. 나는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만족한다.
19. 우리 병원의 비전제시가 나에게 어떤 변화
를 가져올지 동료들과 대화한다.
20. 우리병원의 변화에 대해 동료들과 의논한다.
21. 나는 병원이 설정한 비전자체에 대해 동료
들과 이야기한다.
22. 수간호사의 지시를 부하직원들이 잘 이행하
고 있다.
23. 나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간호사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다.
24. 간호부서는 부하직원들의 보고나 건의, 애로
사항,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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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태도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설문내용

지
않다

1.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
다.
2.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는 병원 의료종사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3 환자안전관리 활동은 업무 생산성에 기여한다.
4.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은 강화되어야
한다.
5.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6.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7. 환자안전관리 활동은 중요하다.
8. 동료의 환자안전관리를 챙기는 편이다.
9.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병원 전체의 규정을 숙
지하고 있다.
10.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소속 부서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
11. 병원 내 다른 직종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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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 시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다.
13. 교육훈련 시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가 높은 편이다.
14. 환자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한다.
15. 동료들과 환자안전관리 및 개선을 위해 자
주 이야기한다.
16. 우리 부서는 환자안전관리 규정이 잘 운영
되고 있고, 사고를 방지하기에도 충분하다.
17. 환자안전관리 유지 및 개선 방법을 잘 알고
있다.
18. 우리 부서원들은 항상 환자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19. 우리 부서에는 수시로 환자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0. 우리 부서원들은 환자안전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1.동료들에게 환자안전관리를 강조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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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es' Perception of Safety Climat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Patient Safety Attitude
i a

M N No

e 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D p

(Supervised by professor Yoo Moon Sook, RN.,Ph.D.)
i t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atient safety management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perception of safety climat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patient safety attitud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ugust 24 to September 10, 2016.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8 nurses who had work experience of more than 3 months,
which usually considered as a hospital adjustment period, at a university
hospital in Gyeonggi province and who directly provide nursing to the patients.
Th s s 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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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 analysis was conducted for a total of 151 final questionnaires. As to the
research tool, PSCHO(Patient Safety Climate in Healthcare Organization)
developed by Singer, et al(2009) which then translated by Son, Myung-ji(2012)
was used for the safety climate. For organiza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the
tool developed by Downs and Hazen (1977) and modified by Hong,
Eun-Mi(2007) was used. We used the tool developed by Park, Mi-jung(2013) for
the patient safety attitude.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the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we presented the analysis result.
D

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was found that the organizational safety climate perceived by the nurses
was 3.08±0.31 on average, 3.18±0.38 for organizati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and 3.69±0.39 for patient safety attitude.
Th

2. The difference of the organizational safety climat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working
department(F=4.73, p=0.004). Also, as to the organizational safety climate,
surgery department(3.37±0.32)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emergency room(3.15±0.27).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atient safety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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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afety climate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r=.607, p<.001),
organizational safety climate and patient safety attitude(r=.453, p<.001), and
patient safety attitude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r=.481,
p<.001).
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members in order that positive and open
organizational safety atmosphere for accident management in hospitals can be
established which requires to construct an organization system to this end. In
addition, organizational efforts should be made to positively improve the patient
safety attitude of nurses by developing a communication program for information
sharing, establishing safety-related strategies that meet the flow of inform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nd conducting regular meeting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epartment.
Th

Key words : Nurses, Safety Climat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Patient Safety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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