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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 과 련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을

악하고, 의료과오보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B 역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 244명을 상

으로 2017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설문조사 후 SPS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병원환경 평균

수는 5 만 에 3.26(±0.31) , 조직문화 평균 수는 3.74(±0.54) , 의료과오보고 평균 수는 3.64(±0.57) 이었고, 의료과

오보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ß=.137, p=.023), 직종(ß=289, p=.001), 간호직의 근무부서(ß=-.196, p=.023), 병원환경

(ß=.327, p=<.001), 조직문화(ß=.288, p=<.00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료종사자들이 의료과오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인력의 확보 배치와 개방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리자와 병원경 진의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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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of patient safety related to perception of Hospit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Reporting system and Factors Influencing on Perception of Medical Errors 

Report Related to Patient Safety of Healthcare Workers in a General Hospital. Healthcare Workers in a General 

Hospital in B City who signed on the written cons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between February 12 and 28, 2017. 

A total of 244 copies were collected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 mean score 

perception of Hospital environment was 3.26(±0.31)point on a scale of 0 to 5, and Organizational culture 

3.74(±0.54)point, Reporting system 3.64(±0.57)point. Factors influencing on perception of medical errors report is 

sex(ß=.137, p=.023), Type of occupation(ß=289, p=.001), Department of Nursing(ß=-.196, p=.023), Hospital 

environment(ß=.327, p=<.001), Organizational culture(ß=.288, p=<.001). Therefore management and hospital 

management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system that enables healthcare workers to report without fear of 

medical errors reporting, and appropriate staffing and ope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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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국내에서는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보호 의료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 으로환자안 법을시행하고 200병

상 이상의 병원 의료기 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 원회를 설치, 운 하고 담인력 배치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 다[1]. 한 환자안 시스템을 구축하

기 해 자율학습보고체계를 운 하여 의료기 에서 발

생하는 의료과오를 보고하도록 하여 의료과오보고의 활

성화를 통한 환자안 문화의 정착을 해노력하고 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5,562건의 안 사고가 환자안 학습시스템에 보고되었

는데 낙상과 약물오류가 각각 46.8%(2,604건), 28.1%

(1,565건 )으로 체 안 사고의 74.9%로 보고되었다.

한 의료기 의 안 리 소홀로 발생하는 환자안 사고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 다[7].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하여 다학제 간 통합 진료

가 시행되는 곳으로 환자에게 안 한병원환경을 제공하

기 해 의료종사자들은 환자안 을 공유하며 실천하여

야 진정한 조직문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8]. 안 한

병원환경에서 환자 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은 병원

의료종사자의 의무이며[9] 의료과오 발생 시 비난과 침

묵의 조직문화보다는 자발 인 보고와 방활동을 강조

하는 조직문화로 이끌어야 한다[2]. 그러나 의료기 의

경 진이나 리자들은 의료과오보고가 외부에 노출되

기를 꺼려하며 보고에 하여 부정 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의료기 에서 발

생하는 의료과오 발생 등에 한 실증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과오란 의료과실이라고도 하며 의료행 가 당시

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따라 보건의료인의

과실이나 과오로 인해 사망, 상해, 치료지연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에 향을 미치는 것을 제로 하며, 주의의

무를 반한 경우이다[3]. 미국국립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의료과오로 인해 매년 48,000∼

98,000명의 사망자와 매년 37조 6천만 달러의 막 한 비

용부담 발생을 보고하 다. 이들 많은부분이 방 가

능한 의료과오임을 발표[4] 한 후 의료계는 여러 가지 활

동을 통해 의료과오를 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료과오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행 가 단히 복잡

하여 의료행 를 수행하는 매 과정마다 과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

을 다루므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의료과오가 발생했

을 때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배 이었다[5].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의료과오가 발생하여도 보고

하지 않으므로 의료과오의 실태를 악하거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과오는 의료사

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환자와 보호자 지역사회로부

터의 의료진에 한 불신과 병원의 재정 부담을 래

할 수 있어 병원의료종사자 모두의 지속 인 심과 노

력이 필요하다[10]. 뿐만 아니라 병원종사자들은 환자안

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에 해 심을 가져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도 환자안 활동에 참여시켜[2] 안 에

한 근본 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병원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종들을 상으로 환자안 을

심으로 병원환경과 조직문화, 의료과오에 한 인식

정도를 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와 련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선진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의료과오에 한 인

식의 환으로 보다 안 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강에 한 의료소비자들의

심과 의식이 높아지고 의료에 한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로 의료과오의 감소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으나[5,6] 이러한 문제에 한 개

방 논의는 여 히 쉽지 않은 상태이다.

환자안 과 련된 부분은 개인이나 일부 부서에 국

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환

자안 을 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환자에게 24시간 직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환자안 문제에 가장 민

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9]. 그러나 병원환경에서

환자안 의 수행은 모든 의료종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므

로 이들의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

식 황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차이나 상당히 미흡한 수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 과 련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개방 논의와 안 한 조직문화와 병원환경을 구축

하고 의료과오를 감소시켜 환자안 문화를 형성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을 한 기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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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일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

자안 과 련된 병원환경과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

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해 시행되었으며 구체 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환자안 과 련된 병원환경, 조직문

화, 의료과오보고에 한인식의정도를 악한다.

둘째, 환자 해사건 발생여부에 따른 의료과오 보고

의 빈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병원환경과 조직

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정도를 악

한다.

넷째, 상자의 환자안 문화 인식의 하 역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다섯째, 의료과오보고에 한 향 요인을 악한다.

1.3 용어 정

1.3.1 병원환경

병원환경이란 환자안 과 련된 병원의물리 , 인

조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근무여건, 직

원간의 화합, 문제해결방식 등미국 보건의료 연구 질

리 기구(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 [11]가 개발한 환자안 설문지 Kim et al [5]

의 연구를 바탕으로 병원환경에 한 18개 문항, 환자안

에 한평가 1개 문항을사용하여측정된 수를 의미

한다.

1.3.2 조직 화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신념,

지식과 이념, 규범과 통 습 과 기술 등을 모두 포

함하는 총체 인 개념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한 행동 인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5]. 환자안 과 련

된 조직문화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해 병동의 직

속상 , 병원경 진의 환자안 에 한 심 개방

논의, 부서 간 조와 의사소통의 원활성 정도를 의료종

사자들의 인식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AHRQ가 개발한 환자안 설문지 조직문화와

련된 11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수를 의미한다.

1.3.3 료과 보고 

의료과오는 보건의료를 제공 과정에서 계획했던 활동

이 의도했던 로 성취되지 못했거나계획했던 목표달성

이 잘못된 경우로 환자에게 해를 입혔거나 입히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하는 포 인 의미로 사용된다[12]. 의

사소통 의료과오보고에 한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용

이성 의료과오보고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AHRQ가 개발한 환자안 설문지 사건보고빈

도와 련된 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된 수를 의미한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일개종합병원에 재직 인 의료

종사자를 상으로 입사 3개월 이상인 정규직만 포함하

다. 조사방법은 각 부서장에게 조사의 목 과 차를

설명하고 게시 에 조사 련 게재물을 부착하여 직원들

에게 홍보한 후 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하도록 동의서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를 상으로 하 고,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고 개인의 비 유지와 익명성을 보장함을 설명하

다.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

음을 설명하 고, 응답자 별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작성 한 후개별 투에담아 합하고부서별로수

거하여 주 부서인 QPS 으로 설문지를 제출하는 형태

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17년 2월 13일에서 동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표본수의 성을 확인하기 하여

G-power 3.1.7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시 유의수

.05, 효과 크기 .2, 검정력 .80, 측변수 5로 설정했을

때 최소 표본크기는 200명이었다. 자가기입식 설문조사

와 직원을 통한설문 시회수율이 낮을것을고려하여탈

락율 30%를 용한 설문지 260를 배부하 고, 불완 한

응답, 설문 도 포기로 사용이 어려운 16부를 제외한

24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2.2 연 도

본 연구에서 환자안 에 련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해 미국보건복

지부산하기 인 의료 리조사 품질국 Agency for

Health care Research and Quality(이하 AHRQ)에서 개

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9]를

Kim et al[5]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

구는 내용별 환자안 과 련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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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과오보고의 3개 하 역으로 구성되었다.

병원환경은 환자안 과 련된 병원의 환경에 한

인식을 조사하는 18문항과 환자안 에 한 반 평가

1문항으로구성하여 병원환경에 한 의료종사자의 인식

에 한 조사이다. 직속상 / 리자의 안 의식 4문항과

병원경 진의 안 의식 부서 간 력에 한 인식 11

문항을 합친 15문항은 병원의 조직문화에 한 인식조사

이고, 의사소통과 차에 한 평가 6문항과 사고보고의

빈도 보고 정도 3문항을 합친 9문항은 의료과오보고에

한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용이성 의료과오보고 정도

에 한 인식을 조사하는것으로Kim et al [5] 등의 연구

를 바탕으로 구성하 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의

5 Likert 척도로 측정하 고, 부정문항은 역 환산하

다. 수의 범 는 43 에서 215 까지이며 수가 높을

수록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이 정 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et al [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0 이었다.

2.3 료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로그램을 이용

하여 환자안 문화 인식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측정하 고, 상자의 일반 특성, 병원환

경에 한 인식, 병원 조직문화에 한 인식, 의료과오보

고에 한 인식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

차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제 변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

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 고, 병원환경에 한 인식,

병원 조직문화에 한 인식, 의료과오보고 정도에 한

인식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

석하 다.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사용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 병원환경, 조직 화  

료과  보고에 대한 식 정도

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6.06(±9.65)세, 병원 근무경력은 평균 4.83(±5.37)년,

총 임상경력은 평균 8.55(±7.91)년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76.9%로 많았고, 직종은 간호직 61.5%, 의료기술직

12.1%, 행정직 10.5 %, 의사 7.7%의 순이었고, 간호직의

근무부서는 병동 34.4%, 외래 33.8%, 특수 트 31.9%순

이었다. 직 는사원(일반간호사) 69.2%, 리, 계장(책임

간호사) 12.6%, 과장 이상(수간호사 이상)이 13.8%이었

다. 상자의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병원환경에 한 인식의 평균

은 3.26 (5 만 )이었고, 조직문화에 한 인식의 평

균은 3.74 ,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의 평균은 3.64

이었다. Table 1

3.2 환  해사건 생여 에  료과 보고

 빈도

의료과오보고의 여부를 환자 해 여부에 따라 ‘환자

에게 향을 미치기 에발견한 경우, 환자에게 해를 끼

칠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수를 질 으나 환자에게 향을 미치기 에

발견되어 수정된 경우 보고율은 ‘항상 보고한다’가 50%,

환자에게 해가 될수 있으나 그 지않은 경우(51%)등으

로 환자에게 해를입히기 에 발견된경우(45%)보다높

게 보고되고 있었다. Table 2

3.3 적 특 에  병원환경, 조직 화  

료과 보고에 대한 식  차

상자인 의료종사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환자안

과 련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

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3.3.1 료종사  특 에  병원환경에 대한 

식  차

병원환경에 한 인식은 병원이나 병동의 근무환경과

환자안 에 한 반 인 평가를 측정하 다. 병원환경

에 한 인식은 성별, 연령, 재병원 근무경력, 총병원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 으로 인식하

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20-29세가 30-39세에 비해 정

으로 인식하 다. 총병원 근무경력은 1-3년의 경력자

가 4-6년, 7-9년 경력자에 비해 정 으로 인식하 고,

재병원근무경력은 10년 이상 경력자가 4-6년에 비해

병원환경을 정 으로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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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cognition of hospit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reporting system of participants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54(22.7)

Female 190(76.9)

Age(years) ≤20-29 86(34.0) 36.06±9.65

30-39 79(32.0)

≥40 79(32.0)

Type of occupation Doctor 19(7.7)

Nurse 152(61.5)

Office workers 26(10.5)

Technicians 28(12.1)

Etc 20(8.1)

Department(Nursing)† General unit 55(34.4)

Special unit 51(31.9)

Outpatient 54(33.8)

Position Assistant manager 34(13.8)

Chief 31(12.6)

Staff 171(69.2)

Career in present work 1-3 126(51.6) 4.83±5.37

unit(yr) 3-5 48(19.6)

5-7 17(6.9)

>7 53(21.7)

Total clinical career(yr) 1-3 81(33.2) 8.55±7.91

3-5 43(17.6)

5-7 38(15.5)

>7 67(25.4)

Hospital environment 3.26±0.31

Hospital environment 3.26±0.37

Overall evaluation of patient safety 2.39±0.74

Organizational culture 3.74±0.54

Boss/Manager 3.73±0.36

Cooperation among units 3.21±0.68

Reporting system 3.64±0.57

Communication 3.45±0.46

Level of reporting 3.72±0.89

*Nursing(n=152): Special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Intensive Care unit

Table 2. Frequency of report for the Adverse event                                                 (N=244)

Type of errors
Never
(%)

Rarely
(%)

Sometimes
(%)

Most of the
time(%)

Always
(%)

Adverse
event

Mistakes corrected before harming
the patient

6(2.4) 26(10.6) 52(21.2) 110(44.9) 50(20.4)

Mistake that could not have harmed
the patient

8(3.3) 18(7.3) 59(24.1) 114(46.5) 45(18.4)

Mistake that could have, but did not
harmed the patient

5(2.0) 18(7.3) 57(23.3) 113(46.1) 51(20.8)



한 합학회논 지 제9  제8호66

3.3.2 료종사  특 에  병원조직 화에 

대한 식  차

환자안 과 련된 조직문화는 직속상 / 리자

병원경 자의 환자안 에 한 의식과 병동 간 력에

한 인식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의료종사자는 간호사

의 근무부서, 총병원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

호사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조직의 안 문화

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하 다.

3.3.3 료종사  특 에  료과 보고에 

대한 식  차

환자안 과 련된 의사소통 의료과오보고에 한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용이성 의료과오보고 정도에

한 인식은 성별, 연령, 직종, 간호직의 근무부서, 총병원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을

정 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29세

가 30-39세에 비해 정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직종별

로는 의료기술직이 간호사에 비해 정 이었으며 간호

직은 일반병동 간호사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의료과오보고에 하여 정 이었고, 총병원 근무경력

에서는 1-3년 경력자가 4-6년, 7-9년 경력자에 비해

정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Table 3

Table 3. Hospital Medical Workers'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Hospit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Reporting system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34±0.38 2.15(.033) 3.83±0.61 1.31(.193) 3.86±0.63 3.24(.001)

female 3.24±0.28 3.71±0.51 3.58±0.54

Age(years) 20-29a 3.33±0.32 5.78(.004) 3.77±0.59 0.89(.410) 3.72±0.62 3.55(.030)

30-39b 3.16±0.30 b<a 3.67±0.44 3.50±0.49 b<a

≥40c 3.28±0.29 3.76±0.57 3.69±0.57

Type of occupation Doctora 3.31±0.32 1.71(.150) 3.62±0.61 1.08(.370) 3.71±0.59 4.81(.001)

Nurseb 3.22±0.28 3.70±0.53 3.53±0.54 b<d

Office workersc 3.27±0.30 3.89±0.53 3.83±0.54

Techniciansd 3.37±0.42 3.82±0.57 3.89±0.66

Etce 3.33±0.21 3.79±0.43 3.91±0.35

Department(Nursing)* General unita 3.25±0.32 0.07(.933) 3.87±0.49 7.63(.001) 3.64±0.49 5.20(.007)

Special unitb 3.24±0.28 3.59±0.52 c<a 3.58±0.54 c<a

Outpatient unitc 3.27±0.29 3.60±0.45 3.35±0.57

Position Assistant managera 3.28±0.29 1.87(.157) 3.91±0.42 0.44(.644) 3.68±0.46 0.18(.838)

Chiefb 3.37±0.26 3.66±0.54 3.54±0.54

Staffc 3.24±0.32 3.54±0.51 3.35±0.53

Total clinical 1-3a 3.34±0.33 4.86(.003) 3.84±0.58 2.52(.058) 3.83±0.59 5.94(.001)

career(yr) 4-6b 3.16±0.25 b,c<a 3.58±0.47 3.50±0.43 b,c<a

7-9c 3.13±0.31 3.61±0.44 3.40±0.60

>10d 3.26±0.30 3.76±0.49 3.60±0.54

Career in present work 1-3a 3.29±0.32 2.97(.033) 3.75±0.56 0.80(.493) 3.68±0.59 1.74(.160)

unit(yr) 4-6b 3.15±0.29 b<d 3.64±0.53 3.58±0.45

7-9c 3.14±0.24 3.71±0.44 3.36±0.66

>10d 3.29±0.30 3.81±0.46 3.69±0.55

*Nursing(n=152): Special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Intensive Care unit

3.4 병원환경, 조직 화  료과 보고에 대한 

식 간  상 계

의료종사자의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병원환경은 조직

문화(r=.496, p<.001)와 의료과오보고(r=.551, p<.001)와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고, 조직문화는 의료과오보

고(r=.544, p< .001)와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

따라서 병원환경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하는 의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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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은 조직문화와 의료과오보고에 하여 정 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악되었고, 조직문화에 하여

정 인 의료종사자들은 의료과오 보고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Table 4

3.5 료과 보고에 대한 향 

의료종사자의 의료과오보고에 한 향 요인을 악

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변수 간 다

공선성을 진단하기 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342

∼0.874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IF)는 1.144∼2. 927으로 기 치인 10 이하로다 공선

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은 1.835로 잔차

의 독립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모형 1에서 일반 특성 의료과오

보고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연령, 직종, 간호직의

근무부서, 총병원 근무경력 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 고

명목척도로 측정된 성별은 더미변수로 환하여 투입하

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고(F=8.189,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6.6%로 성별(ß=.212, p=.004),

연령(ß=.263, p=.023), 직종(ß=.410, p< .001), 간호직의근

무부서(ß=-.255, p=.012)와 총병원 근무경력(ß=-.246,

p=.033)이 의료과오보고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의일반 특성에 병원

환경과 조직문화를 투입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회귀

모형은 유의하며(F=20.502, p<.001) 43.0%의 설명력이

나타났다. 의료과오보고의 향 요인은 상자의 특성

성별(ß=.137, p=.023), 직종((ß=289, p=.001), 간호직의

근무부서(ß=-.196, p=.023) 등과 병원환경(ß=.327,

p=<.001), 조직문화(ß=.288, p=<.001)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hospit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reporting system  (N=244)

Hospital environment Organizational culture Reporting system

Hospital environment 1

Organizational culture .496(<.001) 1

Reporting system .551(<.001) .544(<.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egree of Reporting System                                            (N=244)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ß p B SE ß p

(Constant) 23.595 2.293 <.001 -1.848 3.565 .605

Gender 2.905 .983 .212 .004 1.879 .822 .137 .023

Age(year) .159 .070 .263 .023 .103 .058 .170 .078

Type of occupation 2.935 .720 .410 <.001 2.070 .609 .289 .001

Department(Nursing) -1.134 .444 -.255 .012 -.872 .379 -.196 .023

Total clinical career(year) -.163 .076 -.246 .033 -.108 .063 -.163 .089

Hospital environment .293 .060 .327 <.001

Organizational culture .714 .167 .288 <.001

Adj.R2 .166 .430

F 8.189 20.502

p <.001 <.001

†Dummy coded (Male=1)

4. 논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 의료종사자들의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을 악하여 환자

안 문화를 정착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실시하 다.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 에 한 반 인 인식은

2.39 (5 만 )으로 ‘보통’ 이하 으며 환자안 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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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의 세 역 직

속상 / 리자와 병원경 진의 안 의식 부서 간

력에 한 인식 정도를 포함하는 ‘조직문화에 한 인식’

역이 3.74 (5 만 )으로가장 정 인것으로평가

하 다. 의료과오가 발생했을 때 보고 과정에서의 의사

소통에 한 인식과 의료과오보고 정도를 포함하는 ‘의

료과오보고’ 역은 3.64 (5 만 ), 병원 근무환경과

환자안 에 한 반 인 인식 정도를포함하는 병원환

경에 한 인식은 3.26 (5 만 )의순으로 평가하 다.

이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Kim et al[5]과 종합병원 의

료종사자를 상으로 한 Choi, Jeon [13]의 연구에서 의

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을 가장 정 으로평가한 결과

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 이 인증평

가를 거치며 환자안 리에 한 지식 활동수 은

상당히 높아졌으나 병원의 근무환경은 이에미치지 못하

음을 반 한 결과라 생각된다. 병원환경에 한 안

의식을 높이기 해서는 경 진과 리자가부서와 직종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업무에서의 지원체계를 높

여 근무환경에 한 안 의식을 높이는 략이 필요하다

[14]. 병원근무환경 에서도 인력 부족은 의료사고를 증

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어충분한인력의확보와

정 배치는 매우 요하다[15]. 따라서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 에 한 인식을 재확인하는 추후반복연구와 안

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과오의 해에 따른 보고율을 살펴보면 ‘환자에게

해를끼칠 수있는실수를 질 으나 실제해가없을 경

우’에 ‘항상 보고한다’는 20.8%이었고, ‘실수를 질 으

나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을 경우’는 18.4%가

‘항상 보고한다’고 하 고, ‘실수를 질 으나 환자에게

향을 미치기 에 발견되어 고쳐졌을 경우’에 ‘항상 보

고한다’는 20.4% 등으로 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에

게 해를 미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고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해사건이모두 보고되지않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Kim,

Kang, Kim[16]의 연구에서 약사, 간호사, 의사의 경우 의

료과오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보고율이낮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의료종사자들의 의료과오보고에 한

필요성의 인지가 부족하고 실 으로 의료과오가 공개

되는 것을 꺼리는 상황으로[16] 생각된다. 병원조직에서

도 의료과오에 한 보고를 활성화시키기 하여 안 사

고보고서를 무기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하

고, 개인을 비난하는 문화를 지향하고 비처벌 인 문화

를 형성하기 한 리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정부

는 제1차환자안 종합계획을 해 4 추진 략을 내세

우며 환자안 보고 학습시스템 구축 활용, 국가단

환자안 리 인 라구축, 환자안 개선활동 지원, 환자

심 안 문화 조성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17]. 병원조

직에서도 환자안 사고가 발생하 을 때 직원이 공유

하여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학습보고에 극

으로 참여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의료종사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병원

이나 병동의 근무환경과 환자안 에 한 반 인 평가

를 측정한 병원환경에 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20-29세가 30-39세 보다 정 이고, 총병원 근무경력이

1-3년이 4-6년, 7-9년 보다, 재병원근무경력이 10년 이

상이 4-6년보다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속상

/ 리자의 안 의식과 병원경 진의 안 의식 부서

간 력에 한 인식을 측정한 조직문화에 한 인식은

일반 병동간호사가 외래간호사에 비해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환경, 조직문화,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이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것은 의료기 에서 인증평가항목에 맞는 교육이 이루

어진 결과로 사료되며[14] 이는 의사를 상으로 한

Kang et al [18]의 연구결과와 병원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Choi [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의료과오보고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직종, 간호직의 근무부서, 총병원 근무경력,

병원환경 조직문화 등으로 나타났으며, 병원환경과

조직문화가 2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과

오보고에 한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은 20-29세

가 30 -39세 보다 정 이었으며, 직종은 의료기술직이

간호직에 비해 정 인 것으로나타나 Je [20]의 연구결

과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

호행 는 환자에게 해를 가능성이 높고 환자에게

치명 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간호행 를 함으로 안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의료기술직에 비해 의료과오보

고에 하여 부정 인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직은 외래

에 비해 일반병동 간호사가 정 이었으며 총병원 근무

경력은 1-3년이 4-6년, 7-9년 보다 정 인 것으로 나

타나 간호사들의 임상경력이 요한 향요인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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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Kim et al [5] 등의 연구와같은 결과이었다. 의료종사

자들의 병원근무환경에 한 인식과 반 인안 에

한 인식을 악하기 한 병원환경이의료과오보고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직원들이 근무환경

에 하여 정 으로 인식함에 따라의료과오보고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근무환경에

해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인력배치가 필

요하고 부서간의 워크를 증진시키며 의사소통을잘 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환자 치

료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인력부족 문제는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종합병원간호사들의 부

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환자안 문제 발생의 가능

성[18]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직원들의 업무

방식과 행동을 환자안 에 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문

화를 형성하고 환자안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직속

상 / 리자의 인식이 요하며, 병원경 진의 태도에

따라 병원종사자들의 환자안 에 한 인식에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따라서 병원경 진의 환자

안 에 한 심과 교육 참여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

며 사고보고 횟수가 많을수록 환자안 문화[19]에 한

인식이 정 이므로 직원들이 의료과오보고에 한 두

려움을 느끼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형성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을 상

으로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하여 설문

지를 이용하여 자가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 고 QPS

실에서 수거하 다. 본 연구결과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

문화 인식의 하 역 조직문화에 한 인식이 가

장 정 이었고, 의료과오보고, 병원환경에 한 인식의

순으로 나타났고 환자안 에 한 반 인 인식은 ‘보

통’ 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해사건에 한 보고율

을 살펴보면 ‘환자에게 해를 끼칠 상황’에서도 ‘항상 보고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과오보고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직종, 간호직의 근무부서, 병원환

경과 조직문화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환자안 문화에 한인식을 높이기 해

서는 사건보고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환자안 을 한 한 인력

의 확보 배치가 필요하다. 한 직원들이 환자안 문

제에 하여 개방 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방된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기 한 리자와 병원경 진의 노력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서에서 발생된

환자안 사고를 직원이 공유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

을 논의하고 지속 인 피드백을 통하여 반복 인 안 사

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된

다.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 구성원들을 상으로 이루

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

까지 요약 제시한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과 환자안

시스템 구축을 한 개선과제가 병원의 안 문화 활동

의 부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의 안 과의료의

질 보장 질 성과를도출하기 한기본이되어야할

과정이므로 각 분야별 환자안 문화에 근하는 기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환자안 문화 인식에 향

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안 리 책을 논의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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