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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자 안전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개 지역 병원 간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역량 및 환자안전관리활
동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환자안전문화 식은 평균
4.25/5점, 환자안전역량은 평균 4.37/5점, 환자안전관리 활동 정도는 평균 4.26/5점이었으며,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
자안전역량(r=.765, p<.001),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관리활동(r=.837, p<.001) 및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문화인식
(r=.728,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역량(β=.582,
p<.001), 환자안전문화인식(β=.3632, p<.001), 직위(β=-.132, p=.009) 순이었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환자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병원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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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this study, 134 nurses from three local hospitals were investigated for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patient safety capacity,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the impac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as thus attempted. The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 level 
was 4.25/5, the patient safety capacity was 4.37/5,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was 4.26/5, 
and the patient safety awareness and patient safety capability(r=.765, p<.001) and Patient Safety 
Capacity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r=.837, p<.001) and Patient Safety Capacity and 
Recogni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r=.728, p<.001) had a significant amount of correlation.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β=.582, p<.001), Patient Safety Culture Recognition(β
=.3632, p<.001), position(β=-.132, p=.009) Patient safety requires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nurses 
and systematic training and evaluation of continuous patient safe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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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은 의료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예방 

또는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1]. 환자는 완전한 환경에서 
치료 받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환자가 입원 및 진료
를 받는 동안 주위 환경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는 것이 환
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는 많은 위험에 처해있다[2].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사고를 예방하고자 정부와 의료관련 기구를 비롯하
여 많은 자원을 동원하여 환자안전에 대처하고 있다[3].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빈크리스틴이라는 항암제 투약
오류로 완치를 앞둔 백혈병 아동의 사망한 사건을 계기
로 환자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16년 환자안전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
는 입원환자 10명중 1명이 발생하고 매년 4,300만 명이 경
험을 하였으며 이중에서 약 50%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특히 환자안전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과 
발생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5]. 

환자안전 사고의 발생요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이 환자안전에 대한 심각성과 그에 따른 예방법과 대
처방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 따라서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
사자들의 환자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환자와 환자보호자들 옆에서 24시간 간호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환자안전간호활동은 환자안전 사고 예
방을 위해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환자안전간호활
동이란 의료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나 위해를 예
방하기 위한 간호활동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증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호활동을 말한다[6]. 또한 환자
안전간호활동은 간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
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7]. 이러
한 체계적인 환자안전간호활동이 조직 내 자리를 잡고 
환자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간호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사의 관심과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전 
안전과 관련된 일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의 
믿음이나 가치, 계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인 또는 조직적인 패턴을 말한다[2] 따라서 환자안
전을 위해서는 강제성보다는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 스
스로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조직에서 환자안전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보고나 원인분석, 대처방안 분석 및 
개선 등과 같은 환자안전을 증가시키는 전략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8].

환자안전역량이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안전하게 보
호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는 것
으로 환자안전문화를 구축하고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patient 
safety competencies)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9]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의료 인력
의 환자안전역량을 강화하고 함양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에 대해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념 틀을 구
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10]. 

지금까지 환자안전관리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군병원 
간호사[11, 12], 간호대학생[13-15], 중환자실과[16, 17] 
수술실간호사[18-20], 일반 간호사[9]를 대상으로 팀워
크[20], 조직관 관련된 몰입, 의사소통[5, 9, 21],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임상의사 결정[22] 등의 변수와 관련된 연구
가 진행되어 왔고,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
동과의 관계를 본 연구[5, 18, 19]가 있었지만 수술실 간
호사 외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역량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환자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자안전문화인
식과 환자안전역량의 관계를 규명하여 안전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환자

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역량,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조사하여 환자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환자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
로 사용하고자 시도되었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 환자안전

관리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

자안전역량,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3)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역량, 환자안전 관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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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역

량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P광역시와 P시에 소재한 종합병

원, 전문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측
정하기 위하여 실제 환자 간호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
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표시한 간호
사를 편의표본추출하였다.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
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80을 기준으로 
하고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변수 10개를 기준으로 구한 
결과 표본수는 11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고려하
여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41부의 설문 응
답자 중 부적절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134부를 분석하
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7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
주 동안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간호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서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허락을 받고 직접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지
는 모바일(구글)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컴퓨터를 
통한 이중잠금 장치로 설문지 결과를 보관하였다. 본 연
구 설문지의 서두에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기
록하고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익명성과 비 보장에 대해
서도 설명하였다. 설문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문화인식은 미국의 UT Huston Health 

Science Center에서 개발한 Safety Attitudes 
Questionnaire(SAQ)를 Jung[18]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임상전문가 2인에게 검
증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환자안전문화인식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총 6개 하부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직무만
족에 관한 인식, 조직문화에 관한 인식, 환자안전 분위기
에 관한 인식, 근무환경에 관한 인식, 병원행정 관리에 관
한 인식, 스트레스에 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라이커
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Jung[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였다. 

2.3.2 환자안전역량
환자안전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14]가 간호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임상에서 근무 중인 부서장 2인에
게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하위구성 요소 
중 환자 안전문화 인식과 중복되는 태도/지식부분에 7문
항을 삭제하고 태도 부분(14문항), 기술 부분(21문항), 
지식 부분(14문항)이며 라이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였다.

 
2.3.3 환자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ee의[7] 도구를 수정보완 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수간
호사 이상의 관리자 2인과 간호연구자 1인의 검증을 받
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개 하위영역 22문항으로 환
자확인, 투약에 관한 문항 3문항, 응급상황 4문항, 구두
처방, 투약, 수술 및 시술, 환경, 감염예방, 낙상예방 2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라이커트(Likert) 5점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도구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
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환자
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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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성을 확인한 후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만약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Mann-Whitney U test, 또는 Kruskal-wallis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 환자안
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
하고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단계적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131명으로 가장 많았

고 연령은 25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29.28세이
었다. 결혼은 기혼 그룹이 더 많았으며 종교는 없는 대상
자가 더 많았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평간호사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내과 파트가 43명, 외과파트가 41명, 특수병
동이 39명으로 나타났으며 외래부서가 5명으로 가장 적
었다(Table 1 참고).

Characteristic Categories n(%) M±SD

Age(year)

-25 53(39.6)

29.28±7.02 

26-30 41(30.6)

31-35 17(12.7)

36-40 12(9.0)

41- 11(8.2)

Gender
Male 3(2.2)

Female 131(97.8)

Marital 
status

Married 106(79.1)

Unmarried 28(20.9)

Religion
Yes 48(35.8)

No 86(64.2)

Education

college 15(11.2)

University 106(79.1)

Master or higher 13(9.7)

Position
Staff 108(80.6)

Manager 26(19.4)

Department

Medical 43(32.1)

Surgical 41(30.6)

Special part 39(29.1)

OPD 5(3.7)

other 6(4.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4)

3.2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 및 환자안전관
    리활동 정도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정도는 평균 4.25점이었
고 환자안전역량은 평균 4.37점이었으며 환자안전관리
활동 정도는 평균 4.26점이었다.

Division Items M±SD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job satisfaction 4.00±0.83

culture 3.99±0.62

group atmosphere 4.50±0.39

working environment 4.17±0.56

management 4.18±0.53

stress 4.40±0.62

Total 4.25±0.41

Patient
safety 
competencies

knowledge 4.15±0.54

skill 4.28±0.51

attitude 4.38±0.45

Total 4.37±0.45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dentify patient 4.55±0.48

medication check 4.29±0.59

drug management 4.21±0.56

verbal order 4.36±0.56

treat & operation 4.36±0.53

environment 4.27±0.56

infection prevention 4.33±0.55

fall prevention 4.36±0.59

Total 4.26±0.45

Table 2.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Patient safety 
competencies of participant   (N=13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
    전역량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인식은 직위
(Z=-2.301, p=.035)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환
자안전역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환자안전관리활
동에서는 직위(Z=-4.406, p<.001), 근무부서(χ²=10.125, 
p=.03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한 결과 
외래에서 근무하는 대상자가 내과계, 외과계 그리고 특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참고).

3.4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 및 환자안전관
    리활동 간의 상관관계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역량(r=.76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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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competencie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SD t/Z/χ2(p) M±SD t/Z/χ2(p) M±SD t/Z/χ2(p)

Age(year)

-25 4.24±0.42

1.776
(.138)

4.24±0.45

0.331
(.857)

4.35±0.43

0.378
(.824)

26-30 4.14±0.40 4.23±0.51 4.35±0.46

31-35 4.36±0.41 4.30±0.42 4.47±0.50

36-40 4.45±0.37 4.33±0.41 4.46±0.44

41- 4.31±0.39 4.37±0.40 4.33±0.46

Gender
Male 3.90±0.14 -3.840

(.092)
4.31±0.27 0.185

(.854)
4.12±0.33 -1.264

(.315)Female 4.26±0.41 4.26±0.45 4.38±0.45

Marital
status

Married 4.23±0.42 -0.807
(.421)

4.25±0.46 -0.916
(.361)

4.36±0.45 -0.441
(.660)Unmarried 4.31±0.37 4.33±0.43 4.41±0.46

Religion
Yes 4.27±0.46 0.487

(.627)
4.31±0.49 0.843

(.401)
4.38±0.53 0.096

(.924)No 4.24±0.38 4.24±0.43 4.37±0.40

Education

college 4.21±0.43
3.039
(.219)

4.28±0.43
0.492
(.782)

4.40±0.43
0.017
(.991)University 4.23±0.42 4.26±0.47 4.37±0.46

Master or Higher 4.42±0.28 4.31± 4.38±0.41

Position
Staff 4.21±0.41 -2.301*

(.035)
4.25±0.47 -1.008

(.327)
4.14±0.70 -4.406*

(.001)Manager 4.40±0.37 4.34±0.39 4.61±0.43

Department

Medicala 4.22±0.44

3.850
(.427)

4.28±0.50

9.053
(.053)

4.23±0.47

10.125*

(.038)
d>a,b,c

Surgicalb 4.20±0.40 4.44±0.41 4.26±0.45

Special partc 4.24±0.41 4.37±0.42 4.24±0.43

OPDd 4.61±0.40 4.85±0.29 4.95±0.05

othere 4.28±0.25 4.20±0.43 4.15±0.12

Table 3.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competencie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4)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관리활동(r=.837, p<.001) 및 
환자안전관리활동과 환자안전문화인식(r=.728,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참고).

  Variables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competencie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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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1

 Patient safety
 competencies .765(<.001) 1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728(<.001) .837(<.001) 1

Table 4. Correlations among Culture Perception, Patient
safety competencies,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34)

3.5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일반적 특성 중에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친 변수 

직위, 근무부서를 포함하여 환자안전 인식 문화, 환자안
전 역량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 중 범주형 항목인 
직위(평간호사)와 근무부서(내과계)는 가변수(Dummy 
variable)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전 오차 항들 간에 
자기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Durbin-Watson  
통계량을 구한 결과 1.861로 2 근처로 나타나 오차들 간
에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
계값과 VIF 값을 산출 한 결과, 공차한계 값은 0.467 ~ 
0.960에 걸쳐 있고(.10이상), VIF값은 1.042 ~ 2.142에 
분포되어 있어(10미만)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안전역량(β=.582, p<.001), 
환자안전문화인식(β=.3632, p<.001), 직위(β=-.132, 
p=.009) 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76.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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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역량
은 임상에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의 환자 안전문화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5점으로, 선행 연구 중 군병원 의료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2] 3.51점, 종합병원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22] 3.34점 등의 연구와 비
교할 때 매우 높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의
료기관평가 인증제의 시작과 2015년 대한환자안전학회
의 설립과 더불어 각 의료계의 적극적 노력이 영향을 끼
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긍정적 결과는 각 의료 기관의 환자안전 평가와 관련된 
교육으로 의료인들의 인식이 고조된 것으로 추후에도 기
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지속적 노
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
식은 일반간호사보다 관리자 그룹이 높게 나타나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22] 경력이 많
은 간호사가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경력이 많다는 
것은 안전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파악하여 신규 및 
낮은 연차에게 기본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비롯
된 결과로 생각된다. 추후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
일 수 있는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경력이 낮은 의
료인 그룹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반복되는 오류 발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의료기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4.37점으
로, 선행 연구인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대상의 연구
[23] 3.93점, 요양병원 간호사 대상은[24] 3.92점, 상급
병원 간호사 대상[26] 3.93점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환자안전이라는 의
료계의 높은 관심과 2016년 환자안전 의료법 시행으로 
체계화된 의료시스템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기관
에서는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는 
오류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조직적 노력이 강화
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환자안전역량을 향상시킨다
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국립의학원(IOM)에
서 환자안전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고[25] 간호대학에서는 간호사들의 질 향상과 안
전교육에 대한 역량을 사정하고 교육과 중재 연구를 진

행하였고, 영국의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는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6]. 향후 한국도 환자안전역량을 단순히 의료기관
차원에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 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진, 의료진, 전공의, 학부 학생 등의 교육
과정에 환자안전 관련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적 인력
을 양성하는 체계적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은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종합병원 간호사[27] 연구에서 경력과 
나이가 많을수록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연령대 분포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25세 이하의 신
규 및 일반 간호사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추후 대상
자 연령과 경력을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은 5점 만점에 4.26점으로 
선행연구인 지방의료원 간호사 대상의 연구[17] 3.74점
과 비교할 때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환자 안전이 민감하고 중요한 의
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뤄진 긍정적 반응이라 해석되어
진다. 최근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
자실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16] 4.53점, 중소병원 수술실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21] 4.52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현재 안전문제의 중요도가 높아짐을 지지하
는 결과라 해석된다. 

대상자의 환자안전관리 활동과 일반적 특성에서는 직
위와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
과에서 특이한 사항은 외래병동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병원 간
호사 연구에서[28] 일반병동이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높
았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추후 다양한 부서
를 반영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 및 환자안
전관리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
며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역량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잘 수행함을 의미한다. 환
자안전문화인식이 환자안전관리 활동과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선행연
구와[22]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환자안전역량과 환자
안전관리 활동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와[23] 종합병원 간호사 대상의 연
구[24]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과 부서의 적극적 관심
이 필요하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환자안전문화인식의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역량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복합 연구 287

향상과 국외의 전문인력 양성제도와[26] 같은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환자안전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회귀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역량, 환자안전문
화인식, 직위인 것으로 타나났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역량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연구[23], 수술실 간호사 대상의 연구[27]의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연구[21]에서 환자
안전역량의 설명력은 66.6%, 수술실 간호사 대상의 연구
[20]는 환자안전역량과 팀워크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
고 설명력은15.7%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문화인
식, 직위에서 76%의 높은 설명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
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볼 때 매우 긍정적 결과이다. 따
라서 선행연구에서의 병원의 소재 지역, 의료기관 규모, 
대상자의 다양한 편차가 있더라도[20, 23, 29] 간호사들
의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역량강화,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정규적 교육편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자발적 참
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
전 역량이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사들의 환자안전
관리활동에 환자안전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며, 직위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 활동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환자안전역량을 높이
기 위한 교육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진의 환자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 
기관차원과 국가적 정책에서 다양한 환자안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대상자는 일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근무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병원규모
별 등을 고려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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