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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리더십 워크라운드 

(Leadership WalkRounds)의 융복합적 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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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의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리더십 워크라운드(Leadership WalkrRounds, LWR) 프
로그램을 개발·적용한 후 의료직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미국 의료질향상 
연구소(IHI)의 도구와 미시건 대학의 환자안전 라운드(Patient Safety Rounds, PSRs)를 기반으로 준비-일정계획-운영-

보고-문제해결 5단계로 구성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0.9세, 방사선사가 55.2%, 간호사가 26.0%, 약무직이 
18.8%였다. 중재 후 환자안전문화 인식 총점은 2.63점에서 3.3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1). 약무직, 여자, 

30대 및 근무경력 1년 이하 그룹에서 인식정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환자안전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상승했는데(p<.001), 특히 안전사고보고영역(p<.001), 의사소통영역(p<.001)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과 환자안전관리 개념의 융합으로 의료 질관리에 새로운 관리방안을 시도한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의료
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향상에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리더십 워크라운드, 융복합, 환자안전, 안전문화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change in the level of awareness of medical personnels regarding the 
patient safety culture(PSC) before and after the Leadership WalkRounds(LWR). The LWR in this study was 
based on the IHI and the models of the Patient Safety Rounds(PSRs) at University of Michigan, emphasizing 
the 5 steps of Preparation--Scheduling--Conducting--Reporting--Resolving. After the LWR the scores for the 
level of awarenes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from 2.63 to 3.36(p<.001). Among the participants, 
those who are pharmaceutists, women, 30.0~39.9 years old, or had work experience of a year or less showed 
particularly notable increase in awareness. The effect was significant across all categories of PSC, especially in 
Safety Accident Reporting(p<.001), then in Communication(p<.001). Therefore the LWR proved an convergent 
concept for applying new leadership skill and the concept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as an method to 
elevate the frontline staffs’ awareness of 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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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수 의 향상은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 과정은 더욱 

복잡해 지고 있으며[1, 2],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환

자와 함에 따라 환자안 에 한 도 증가하고 

있다[1]. 1999년 의료과실로 인해 매년 약 90,000명의 환

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한 미국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의 보고서가 계기가 되어 국제 으로 환

자안 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 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최우선 목표로 환자안 을 강조하게 되었다[3]. 

우리나라도 2007년 의료기 평가를 통해 환자안 에 

한 리  평가가 본격화되었고, 2013년 개정된 의료기

인증평가에서는 환자안 과 의료의 질 리가 최우선 

리지표가 되었다.

환자안  향상을 해서는 안 한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환자안 이란 효과 인 의사소통과 워크로부터  

안 험요소를 깨닫고 이를 방할 행동을 취하는 것까

지 모두를 포함한다[4]. 따라서 환자안 문화 정착을 

해서는 기술 인 측면만이 아니라 리더십과 효율 인 의

사소통을 통한 워크, 정책과 차, 인력 리, 사건보고 

등 다양한 역의 환자안 을 강조하고[5], 모든 의료진

이 가치 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한다. 재 많은 의료기

들이 환자안 을 해 첨단 정보기술을 도입하고, 실

무실습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법 인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용하고 있

지만, 가장 기본 인 환자안  개선방안은 직원들이 자

발 으로 환자안 을 요시하고, 환자안 을 최우선 순

에 두는 환자안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6]. 하

지만 아직까지도 다수 의료기 들은 환자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류를 범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문제를 해

결하려하기 보다는 숨기려 하고, 환자안 사고를 개방

으로 논의하거나 다면 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만큼 의료 

조직문화가 개방 이지 못한 것이 실이다[6, 7]. 부분

의 환자안 사고는 개인의 문제보다는 병원조직의 문제

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8]가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정 인 환자안 문화는 실수에 한 비처벌 인 반

응과 개방된 의사소통, 피드백  학습하는 조직문화이

다[9].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해서는 직원과 리

자가 환자안 의 잠재 인 험을 함께 확인하고, 극

으로 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10]. 환자안 문

화 정착을 한 기본 인 제는 리자가 사 방 원

칙에 따라 환자안 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일선에

서 환자치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리자가 함께 해요소

를 공유하고 개선하는 것이다[11]. 환자안 문화 인식이 

높아지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안 한 의료를 제공하게 되

며[12], 결과 으로 환자안 사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

다[13]. 

지 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환자안 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환자안 문화인식 조사연구[11, 14], 환자

안 인식과 안 활동과의 계 연구[1, 7, 12, 15]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의료기 인증제도 후 환자안

과 질, 리더십, 의사결정체계  조직문화 등의 변화를 

다룬 연구[16], 웹사이트를 이용한 환자안 문화 증진

로그램을 개발한 연구[17]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까

지는  연구주제와 상이 다양하지 않을뿐더러 연구 수

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환자안  조직문화를 이

끌어 나가야 할 조직내 리더의 기능과 효과에 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환자안 문화 정착을 해 2000년 미국 보스턴에 

치한 의료 질 향상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IHI)에서는 리더십 워크라운드

(Leadership WalkRounds)를 소개하 고[18], 2001년 보

스턴에 있는 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비

시험을 하 다. 2002년 국제병원인증독립기구인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JCAHO)에서도 환자안 문화를 형성하고 

환자안 을 높이는 방안으로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강조

하 다[4]. 리자가 참여하는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환자

안 문화,  분 기, 직무만족  업무 스트 스 등에서 

모두 정 인 향을 주며[19], 직원들의 소진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워크라운드는 병원 

리자가 환자안 문화에 한 지식을 가지고, 일선 직

원들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며, 환자안 과 련된 변

화를 해 에 지 역할을 하면서 환자안 에 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환자안 을 기 로 하는 시스템을 구

축한다[9].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 되지 않

은 방법으로 표 화된 방법이 소개된 것은 없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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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사이에 소수의 기 이 워크라운드 로그램을 기

 특성에 따라 개발하여 운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일 학병원에서 의료인의 환자안 문화 정

착을 해 용한 리더십 워크라운드의 효과를 악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리더 그룹에 의해 진행된 리더십 워크라운

드(Leadership WalkRounds) 로그램이 일 학병원의 

환자안 문화 정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리

더십 워크라운드가 일선 의료인의 환자안 문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고자 하 으며 구체 인 목 은 다

음과 같다.

1)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환자문화인식정도의 

차이와 각 역별 인식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2)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 인식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으

로 리더십 워크라운드가 환자안 문화 인식정도에 미치

는 효과를 검정하기 한 유사실험연구로 단일군 ·후 

설계를 용하 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D 역시에 소재한 일개 학병원

에서 상의학 , 약제 , 정신과병동, 환아실에 근무

하는 의료직 근무자로서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Cohen(1988)의 power 

analysis를 근거로 했을 때 단일군에서의 리더십 워크라

운드 시행 효과를 검증하기 해 필요한 연구 상자 수

(effect size=.5, power=.95, 양측검정)는 5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워크라운드가 이루어진 4개 부서  

직원  연구 참여에 동의한 98명 가운데 설문지 기록의 

충실도가 낮은 2명을 제외한 96명을 연구 상으로 하여 

표본 수는 충분하 다. 

2.3 연구 도구

2.3.1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 문화 인식 측정도구는 2004년 미국 의료 리

품질조사국(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서 개발하여 특별한 허가 차 없이 사

용하도록 공개한 69문항의 병원환자안 문화 인식조사 

설문지(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를 기

본으로 하 다. 김정은 등[8]이 한 로 번안, 수정한 것을 

연구자가 조사기 의 상황과 부 합하거나 기 의 정보

보호가 필요한 두 문항을 제외한 총 42문항, 5  척도 도

구로 새롭게 구성하 다. 측정도구의 하부 역별 문항 

수는 부서단  근무환경 18문항, 부서단  상 / 리자

의 안 의식 4문항, 조직  부서내 의사소통 6문항, 병원

환경(경 진의 태도, 부서간 조체계, 부서간 환자 송) 

11문항이며, 수가 높을수록 환자안 문화 인식이 높음

을 의미한다. AHRQ에서 개발할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7이었고, 김정은 등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8],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다.

2.3.2 리더십 워크라운드

리더십 워크라운드(Leadership WalkRounds)란 의료

기 의 최고 리자로 구성된 리더 그룹이 환자안 문화 

구축을 하여 직  환자를 돌보는 부서를 주기 으로 

방문해 장 직원과 안  이슈에 해 화하고, 과오 보

고에 해서 지지해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20]. 본 연

구에서는 병원장, 진료부원장, 진료부장, 사무처장, 간호

부장, QI실장, QI 장 등 병원의 의료 질 리 부문의 리

더 그룹이 환자안 리를 해 개별 부서를 방문하여 

안 과 과오보고의 장애 요인에 해 화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리더십 워크라운드 로그램은 

미국의 의료 질 향상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  IHI)에서 제시한 도구[20]와 미시건 학

의 환자안  라운드(Patient Safety Rounds, PSRs)[10]

를 기반으로 1. 비(preparation), 2. 일정계획(scheduling), 

3. 운 (conducting), 4. 보고(reporting), 5. 문제해결

(resolving)  5단계로 구성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하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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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sses & Methods for Leadership WalkRounds
Process / Participant(s) Operating Method

1. PREPARATION

  ▪QI TEAM 

  ▪HOSPITAL

    MANAGEMENT

    COMMITTEE (HMC)

Educate the management to participate in Leadership and all head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on the objectives, methods and guiding principles of

   Leadership WalkRounds.

2. SCHEDULING

  ▪QI TEAM

  ▪UNIT MANAGER

Decide the following at the Assigned Personnel Management Committee. 

   ① Select a department to visit, organize a team and decide the schedule for 

      the visit.

Inform the department with a visit scheduled of Leadership WalkRounds. 

   ① Adjust schedule, inform them of the purpose of Leadership WalkRounds 

      and ensure confidentiality.

Inspect activities to improve the safety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in the

   relevant department in the past year.

Inspect risk factors by each area, including facility safety, employee safety

   and patient safety in the department.

Notify appointed administrative professors to participate in Leadership

   WalkRounds of the schedule. 

   ① Provide information like cases of safety accidents in the department to 

      which a visit is scheduled.

3. CONDUCTING

  ▪QI TEAM

  ▪HOSPITAL

    MANAGEMENT

    COMMITTEE (HMC)

  ▪UNIT MANAGER

  ▪TEAM MEMBERS 

  

The members of the Leadership WalkRounds Team and the head of the

   department start a conversation at a table. 

   ① Describe the cases of improving the safety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in 

      the relevant department in the past year. 

   ② The department head and the team members report on occurring 

      frequently in the department or call for improvements. 

   ③ The management encourages the team members to report on patient safety 

      without fear.

Leadership WalkRounds Team, the department head and the team members

   conduct rounding in the department together and discuss parts that require

   improvements, standing on the site.

4. REPORTING

  ▪QI TEAM

  ▪UNIT MANAGER

The department to which a visit is made draws up a report on an

   improvement plan and report that to the management. 

   ① Set up a re-plan for things to be desired. 

   ② Set up a short-term and a long-term plan.

Check the progress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plan and report that to

   the management

5. RESOLVING

  ▪QI TEAM
Report the result of the improvement plan to the relevant department head. 

   ① Complete the short-term plan within two months. 

   ② Check the progress of the long-term plan and set up a re-plan.

Follow-up

첫 번째, 비 단계는 리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이 에 

리더 그룹과 부서장들을 상으로 리더십 워크라운드의 

목 과 방법, 원칙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일정계

획 단계는 보직자 운 원회에서 방문부서를 선정하고, 

방문 을 구성하고, 방문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방

문 까지는 결정사항의 비 이 보장되어야 하고, QI 

은 방문 정부서에서 발생한 안 사고 사례를 조사하여 

리더 그룹에게 제공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안

사고 개선활동을 검한다. 운  시 사용할 질문 유형은 

문헌고찰을 참고하여[21, 22] QI 에서 문을 작성하

다. 세 번째, 운  단계는 방문 부서에서 리더십 워크라운

드 과 해당 부서의 부서장, 원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서 안 사고 사례와 개선 사례에 해 이야기를 나 고, 

해사건과 근 오류(near miss) 사례를 두려움 없이 보

고하도록 격려하고, 사고가 상되는 시스템 문제에 

하여 장에서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다. 워크라운드
 종

료시 에 병원장 는 QI 실장이 원간 는 타부서와

의 의사소통, 근 오류 신고 등 안 한 환경을 이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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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요 개념에 해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운  

단계는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네 번째, 보고 단계는 리

더십 워크라운드 실시 후 1주일 이내에 QI 은 개선계

획 결과와 감사의 뜻을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와의 의를 통해 수립한 개선계획과 진행상황을 경

진에게 보고하며 미진한 부분은 재계획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해결 단계는 QI 에서 단기 

계획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장기 계획은 진행상황 

검과 재 계획 수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D 역시 일 학병원에서 진행하 으며, 

자료수집 에 해당 병원 임상시험 원회의 승인(IRB 

No. 2014-08-022)을 받았다. 사 조사는 리더십 워크라

운드를 시행하기 에 해당 부서 의료직원을 상으로 

환자안 문화 인식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가 직  

연구목 과 조사방법을 설명하 고, 조사된 자료는 연구

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과 부서의 비

을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조사

를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사후조사는 시행 3개월 

후 리더십 워크라운드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모두 진행

된 시 에 실시하 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유의수  

.05에서 양측검정을 하 다. 환자안 문화 조성에 역행하

는 16개 부정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고, 리더십 워크라운드 

·후 환자안 문화 인식정도의 차이와 환자안 문화 

역별 용 ·후 인식정도의 차이, 상자 특성에 따른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환자안 문화 인식정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체 상자는 96명으로 직종은 방사선사 55.2%, 간호

사 26.0%, 약무직 18.8%이었다. 평균 연령은 30.9세 으

며, 30세 미만의 비율이 47.9%로 가장 많았다. 여자가 

58.4%, 남자가 41.6%이었고, 평균 근무경력은 68.5개월이

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96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Profession

 Nurse 25(26.0%)

 Pharmaceutist 18(18.8%)

 Radiologist 53(55.2%)

Gender
 Female 57(58.4%)

 Male 39(41.6%)

Education 

 Diploma 20(20.8%)

 Bachelor’s degree 57(59.4%)

 ≥ Master’s degree 19(19.8%)

Age (yr)

 <30 46(47.9%)
30.9±

.57
 30∼39 41(42.7%)

 ≥40 9(9.4%)

Years in

 organization

 1∼3 43(44.8%)
68.5± 

57.54
 4∼9 30(31.3%)

 ≥10 23(24.0%)

3.2 리더십 워크라운드 적용 전·후 환자안전

문화 영역별 인식의 차이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환자안 문화 인식정

도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상승하 다(t=-8.04, p<.001).  

환자안 문화 역별로 용 ·후 인식정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특히 안 사고 보고빈도 역은 평균이 

2.11 에서 3.75 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 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역이 2.53 에서 3.52 으로 크게 상승하 다

<Table 3>.

Domains of PSC*

Pre 

(n=96)

Post 

(n=96)
Post-Pre t p

M

(SD)

M

(SD)

Total
2.63±

.32

3.36±

.28
0.73 -8.04 <.001

Hospital work 

 environment

2.86±

.36

3.14±

.29
0.28  -4.58 <.001

Supervisor/    

 Manager

2.80±

.45

3.21±

.38
0.41  -6.50 <.001

Communication
2.53±

.63

3.52±

.51
0.99 -12.07 <.001

Hospital 

climate/Culture

2.83±

.49

3.16±

.49
0.33 -5.89 <.001

Frequency of 

 events reported

2.11±

.69

3.75±

.81
1.64 -15.06 <.001

* PSC : Patient Safety Culture 

<Table 3> Difference of Recognition of PSC after 
Application of Laedership WalkRounds
according to Domains of 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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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PSC* after Application of Leadership WalkRounds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Pre (n=96) Post (n=96)

Post-Pre t p
M(SD) M(SD)

Profession

Nurse 2.62±.19 3.45±.28 0.83 -13.65 <.001

Pharmaceutist 2.51±.31 3.45±.28 0.94 -11.88 <.001

Radiologist 2.67±.42 3.28±.41 0.61  -7.93 <.001

Gender
Female 2.67±.25 3.43±.32 0.76 -15.25 <.001

Male 2.59±.47 3.25±.40 0.66  -7.03 <.001

Education 

Diploma 2.53±.33 3.32±.37 0.79  -7.55 <.001

Bachelor’s degree 2.64±.36 3.46±.28 0.82 -15.57 <.001

≥ Master’s degree 2.67±.39 3.08±.45 0.41  -2.89 .010

Age (yr)

<30 2.70±.28 3.43±.35 0.73 -11.41 <.001

30∼39 2.51±.39 3.26±.36 0.75  -8.78 <.001

≥40 2.86±.42 3.49±.34 0.63  -3.75 .007

Years in

 organization

1∼3 2.62±.28 3.43±.34 0.81 -13.15 <.001

4∼9 2.60±.44 3.27±.41 0.67  -6.55 <.001

≥10 2.68±.38 3.32±.34 0.64  -6.18 <.001

 * PSC : Patient Safety Culture

3.3 리더십 워크라운드 적용 전·후 대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차이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직종, 성별, 교육정도, 

연령  근무경력에 따른 환자안 문화 인식정도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특히 약무직, 

간호사, 학사, 근무경력 1년 이하 그룹의 평균 수는 다

른 그룹에 비해 더 큰 상승폭을 보 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병원 경 에서 최근 그 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는 리더십과 효과 인 환자안  리방안의 연

성을 고려하여 리더십 워크라운드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

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리더십 워크

라운드는 이미 미국과 국 등지에서 여러 연구결과와 

메타분석[23]을 통해 환자안  조직분 기 조성에 정

인 향이 있음이 지지된 로그램이다. 리자가 직

원들과 환자안 을 하는 과오의 원인과 방에 해 

개방  의사소통을 주기 으로 진행하고, 개인 인 체벌

이나 비난보다 격려와 지지 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환자안 의 요성을 지도하는 이 로그램은 환자안

리 역에 새로운 리기술을 제시한다는 에서 의미

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리더십 워크라운

드의 효과를 연구 보고한 바가 없기에 본 연구에서 처음

으로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은 의의가 있다.

2003년 Frankle 등이 워크라운드의 효과를 발표한 이

래로[2] 북미지역과 유럽 등지에서는 각 기 의 특색에 

맞게 조 씩 변형된 다수의 워크라운드 사례들이 발표되

었고[22, 24, 25], 국의 국가의료시스템(NHS, UK)에서

도 환자안  리더십 워크라운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

를 통해 개방하기 시작하 다[26]. 2002년부터 4년간 미

시건 학병원에서 환자안  라운드(Patient Safety 

Rounds, PSRs)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리더십 워크라

운드는 능동 인 의료 리자의 리더십, 의사의 연 , 시

니어 리가 주요 특징으로, 환자안  이슈를 해결하기 

한 방  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큰 이 이 있

고, 환자안 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 이고 비용효율

인 방법으로[10], 최근에야 국내에서도 JCI 인증평가, 국

내 의료기 인증평가 등에 비하면서 극소수의 병원에

서 시도되기 시작하 다.

본 연구에서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환자안 문

화 인식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균 2.63 에서 3.36

으로 매우 유의한 향상을 보여 리더십 워크라운드가 의

료직의 환자안 문화 인식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 의 연

구결과[10, 18, 23]와 일치하 고,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경험한 군이 안 한 조직 분 기(safety climate) 수가 

더 높고, 조군에 비해 워크라운드에 해 정 이었

다는 Thomas 등의 연구결과[21]를 지지하 다. 

환자안 문화 역 에서는 조직  부서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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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안 사고 보고빈도 역의 인식정도가 가장 크게 

상승하 다. 의사소통 역의 인식정도가 향상했다는 것

은 환자안 에 한 업무나 행 , 사건보고에 하여 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 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

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분 기 변화로 인해 안 사고보

고 인식정도도 향상된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에 한 만족이 환자안 태도 

역과 높은 정의 상 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27]와 유

사하 다. 한 해외의 연구에서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부서내 웍이 향상되었으며, 사고 신고에 한 두

려움이 낮아졌고[10], 직원들의 안 사고에 해서 개인

의 실수를 비난하는 신 시스템 개선에 을 두고 사

고로부터 학습하면서 향후 환자 안 에 한 불안 한 

활동이 감소된다고 한 결과들[21]을 지지하 다. 그러나 

안 사고보고빈도와 의사소통 역의 인식정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은 리더십 워크라운드에 참여한 리더 그

룹의 노력과 리더십 유형의 향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반

면 상자의 근무환경과 병원환경 역이 가장 소폭 상

승했다는 은 환자안 문화 향상을 한 조직차원의 개

선 노력이나 다른  직원의 개선 노력은 아직까지 미미

한 수 으로 악되어 추후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든 역의 환자안 문화 인식정도가 

고루 상승하 지만, 향상된 수가 5  만 에 3.52 ∼

3.75 으로 보통 정도의 수 을 보인 것은 계속해서 심

을 가져야 할 결과 다. 이는 단지 일회의 리더십 워크라

운드 로그램이 진행된 상태라는  때문에 이후 보다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직문화나 

시스템 인 요인 등 환경  요인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추후 로그램을 보완할 때 환자안 문화 인식  

향상을 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

다. 즉 리더십 워크라운드 진행 후에도 지속되는 문제들

이 직원의 동기부여의 문제라면 코칭방법에 한 고민과 

인센티 와 같은 보상도 함께 재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리더그룹의 리더십 양상이나 구성원들의 직

무 재설계와 같은 환경 요인도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한편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시행하기 이 의 환자

안 문화 인식정도가 평균 2.63 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부분도 지속 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AHRQ에서 개

발한 환자안 문화 인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국내

의 타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편에 속하 고, 

의사를 상으로 한 한편의 연구와 부분 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 다[28]. 2005년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  3

곳의 886명 간호사 상 조사에서는 평균 3.41 [8], 2011

년 강원도 소재 학병원 간호사 129명을 상으로 한 조

사에서는 평균 3.46 [13]으로 나타난 결과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조사 상의 74%

가 비간호직이라는 과 리더십 워크라운드 운  기에 

환자안 문화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고려한 부서

를 우선 선택한 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추후 반복 인 탐색연구를 통해 환자안 문화 인

식의 해 요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특성, 즉 직종, 성별, 교육수 , 

연령, 근무기간에 따른 리더십 워크라운드 용 ·후 환

자안 문화 인식 정도의 차이는 통계 으로 모두 유의하

게 상승하 다. 특히 약무직, 간호사, 학사, 근무경력 1년 

이하 그룹이 비교  더 큰 상승폭을 보 는데 이러한 결

과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 리활동은 연

령, 성별, 교육수 , 결혼상태, 근무경력, 직 에 따른 차

이는 없고, 오히려 간호 리더의 리더십 유형과 정의 상

계가 있고, 안 교육 유무, 직무만족도, 건강상태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13]. 한편 인식정도의 후비교에서 석사 그룹이 가장 

낮은 변화 정도를 보이고 있고, 매우 근소한 차이이지만 

방사선사, 남성, 40  이상, 10년 이상 근무경력군이 인식

변화가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그룹의 인식

환 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omas 등은 의료사고에 하여 의료인들 간에 일어

나는 토론의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 는데[18] 

최근 국내의 몇몇 상 의료기 을 심으로 시도되고 있

는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환자안 문화 정착이라는 본래

의 목 과 함께 음지에 숨어있는 환자안 사고에 한 

논의를 양지로 이끌어냄으로써 모든 조직구성원이 문제

의 요 을 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체득하

기 한 가치 있는 훈련을 해 나가는 새로운 의료조직문

화를 만들 수 있는 획기 인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 까지의 지시  의료 질 리 로그램

과는 차별화된 리더십 워크라운드 로그램 운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리더십 워크라운

드는 리자와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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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도구역할을 함으로써 리자가 환자안  문제 

해결과정에 직  참여하고, 환자안 사고에 해 수용

인 태도를 보여주며, 구성원들과 함께 개방 으로 환자

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분 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는 리더십 워크라운드를 통해서 리자 스스로 환자안  

문제에 한 인식이 증가하고, 간 리자들이 환자 안

을 모든 업무에서 최우선시 하게 되고, 환자안 문제

를 직원들이 직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인 질 향

상을 이끌 수 있다고 한 주장[2]을 뒷받침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자 한다. 리더십은 의료의 질 리와 환자안 을 한 목

 달성에 필수 이다. 환자안  워크라운드의 핵심은  

능동 인 의료 경 진의 리더십(active medical staff 

leadership)이라고 하 다[10].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워크

라운드에 참여하는 리자를 변화시키는 리기술이 될 

수도 있다. 리자가 직원에게 환자안 문화를 교육하고, 

직원을 환자안 문화에 참여시키기 해서는 본인 스스

로 환자안 에 심을 갖고, 극 으로 환자안  문제

를 개선하게 된다. 리자가 직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

원과 소통함으로써 환자안 과 련된 문제를 직  듣고, 

안책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안 이 직원의 책임뿐만 아

니라 병원 체의 책임으로 변화된다. 추후에는 리더십 

워크라운드에 참여한 리자들의 환자안 문화 인식 변

화도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한 환자안 문화 인식

의 향요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리더 그룹의 리더십 

유형, 성별, 직 , 리더십 워크라운드가 진행된 부서의 단

 크기, 최근 해당부서에서 논의된 안 이슈, 논의된 이

슈의 업무표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향요인 분

석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워크라운드는 직원의 직무 만족도

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업무 스트 스와 소

진이 낮아졌다는 외국의 사례들[19, 20]을 참고해 볼 때 

추후 환자안 사고 발생률, 직원의 이직의도  잔류의

도에 미치는 향 등 리더십 워크라운드의 장기 인 효

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를 제안한다. 

최근 십여 년간 국내 의료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의료의 질 리 추세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

한 움직임이 목 에 한 리자와 구성원의 합의 없이  

리자의 지휘 감독에 의해 일방 , 지시 으로 진행되

어 왔으며 근무자의 입장에서는 수동 인 참여가 이루어

져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실이다[29]. 

즉 의료 질 리에 수반되는 업무부담과 직무스트 스가 

오로지 개인의 과제로 여겨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원

들의 직무만족이 하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환자안

리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 환자안 은 물론 궁극

으로 의료조직과 직원 개개인의 발 을 의미한다는 만

족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하여 리자의 경청

과 지원, 실제 인 교육이 주가 됨으로써 직원들의 의료 

질 리 참여 형태를 보다 능동 으로 변화시키고 리

자와 직원이 -  할 수 있는 리더십 워크라운드와 같

은 형태의 의료 질 리 방법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병원내 환자안 문화를 형성하기 한 방

안으로 리더 그룹이 되는 리자 역할의 요성과 리더

십 워크라운드의 효과를 증명한 에서 의의가 있다. 환

자안 문화 정착은 리자의 역할이 요하다. 직원이 

두려움 없이 환자안 사고를 신고하고, 안 사고 발생 

원인을 사람보다는 시스템  환경에 심을 둔다면 환

자안 문화 정착에 발 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 

환자안  문화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에게 안 한 의

료환경을 제공하여 환자안 사고가 감소되고, 질 높은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일 학병원 직원과 일부 부서를 

상으로 한 일럿 성격의 유사실험 연구로서 리더십 

워크라운드 진행부서를 리더 그룹이 임의로 선정하 고,  

주요 인  구성원인 의사와 리더들의 인식 정도가 조사

상에서 제외된 이다. 따라서 일 학병원에서 일 회

의 운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리더십 유형과 환자안 문화 인식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리더십 워크라운드에 참여

한 리자들의 환자안 문화 인식 변화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리더십 워크라운드가 장기 으로 환자안

문화와 환자안  사고 발생률에 미치는 향에 한 

장기 지속 효과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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