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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까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
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 3.30±.22점이었고, 안전간호활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89±.44점이었으며,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환자안전간호활동과의 양의 상관관계(r=.364, 

p=.000)가 나타났다. 또한 안전간호활동에 간호사의 총 경력, 직위, 직속관리자/책임자, 의사소통 절차, 사건보고 빈도
가 영향을 받으며, 38.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간호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
력자 관리, 조직간 원활한 의사소통, 자발적 사건보고를 할 수 있는 실무지침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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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research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of 
the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y nursing activity with the clinical nurses of the university hospitals as the 
subject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 result, the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of the subjects was 3.30 of the full score of 5points, and safety nursing activity 3.89. It 
appeared that, also, in the safety nursing activity, the total career experience, the position, immediately 
superior/manager, the communication procedures, and the frequency of accident reports receive the influences. 
As a result,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nursing activity, the developments of the practice guidelines that 
can appropriately manage the experienced people, that can communicate smoothly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that can make the case reports and the developments of the educational programs are needed. 

Key Words : University hospitals, Clinic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Safety Nursing Activity,
Safety Nursing Activit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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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각 나라의 병원 내 의료안 사고 발생 황에 의

하면 의료안 사건의 발생확률은 입원 당 9.2%, 안 사

고 발생환자의 사망확률은 7.4%, 방가능한 환자안 사

고는 43.5%로, 한국의 2010년도 입원건수에 용해 보면 

연간 39,000명이 환자안 사고로 사망하고, 이  방 가

능한 사망 환자수가 약 1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이러한 방 가능한 환자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 의 하나는 의료서비스가 문화되

고 분업화되면서 여러 의료 종사자들 간 업무 수행시 의

사 달 과정에서의 부 한 의사소통, 책임과 안 의식 

등의 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2]. 환자안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요한 문제로[3]. 병원 조

직 내에서 환자안 사고에 한 방  방지 책을 세

우는 것이 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부터 의료기  평가에서 안

사고에 한 방과 리기 을 마련하고 평가하 으며, 

2010년 의료기  평가가 인증제로 환됨에 따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 을 기본가치 체계로 강조하면서 환자

안 에 큰 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증제도가 시행

기로서 인증 받은 의료기 이 체 병원  의료기 의 

11.3% 이고, 자율인증의 경우 활동도가 조한 실정이며

[2], 환자안 사고 발생 시 자발 인 보고  이를 통한 

의료사고 재발방지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4]. 이러한 환자안 사고 발생 시 보고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오류발생과 보고가 밝 졌을 때 처벌과 보

복, 문직에 한 오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

타났다[5, 6]. 한  의료기 에서는 환자안 사고 발생 

시 이미지 하락과 재정  손실 등 병원의 경 과 련하

여[3, 7] 환자안 사고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비난 

받는 것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8],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징벌 인 분 기가 팽배한 것이 실이다[5]. 

따라서 환자안 을 해서 안 사고의 발생 원인을 분석

하여 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병원 조직에서 체계

인 환자안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요하겠다[9].

환자안 문화란 반복되는 환자안 사고의 발생 원인

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10] 환자에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험을 방하거나 감소시키기 한 조치를 취하여 안

하고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한 활동으로 조직

의 안 한 리를 한 구성원의 헌신과 개인/조직의 능

력을 결정짓는 가치, 태도, 지각, 능력, 행동 양식의 산물

이다[11].

따라서 병원에서의 환자안 문화는 반복 으로 발생

하는 해사건에 해 조직이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에서 

매우 요한 과제[12]라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발생하

는 환자 안 사고  부 한 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비

은 체 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며[13], 환자안 사고

에는 낙상, 투약사고, 감염, 장비나 시설물 련사고 등이 

있다[14]. 이러한 병원내 환경에서 간호사는 환자안 에 

련된 문제 들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1] 안 간호

활동을 극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가 집단이다[15]. 

하지만 [4]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의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과 실제 안 간호활동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안 간호활동이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신뢰  

환자안 을 개선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활동으로 간호

사가 환자에게 험이나 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하는 등 환자안 을 증진시키기 하여 실시하는 간호

활동을 의미한다[16]. 환자안 의 책임은 의료기  내 안

과 련된 병원종사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병원종사자  임상간호사는 의료인  24시

간 환자와 가장 하게 상호작용하는 업무로 병원 내 

환자안 리 역에서 안 간호활동이 차지하는 비

이 크기 때문에 더욱 요하다. 특히 모든 입원서비스를 

간호 뿐 아니라 간병까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수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

비스가 2016년 4월부터 상 종합병원  간호3등 이상

으로 확  시행함에 따라[17], 간호업무가  문화되

고 세분화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18]. 이에 임상 

간호사의 환자안 간호활동에 한 역할이 매우 요하

므로 환자안 문화  안 간호활동에 한 면 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19].

최근 들어 간호사의 환자안 문화를 다룬 국내연구를 

보면 신규간호사[18], 환자실 간호사[20], 응 실간호

사[21, 22], 수술실간호사[23]등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간

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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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과 병원종사자들이 함께 근무

하는 학병원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환자안 문화

에 한 인식과 안 간호활동 정도  안 간호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추후 안 간호활동 증진

을 한 정책  교육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학병원 간호사의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과 안 간호활동 정도를 악하고 환자안 문

화 인식과 안 간호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기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환자안 문화 인식과 안 간호활동 정도

를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 인식과 

안 간호활동 차이를 악한다.

3) 상자의 환자안 문화 인식과 안 간호활동과의 

상 계를 악한다. 

4) 상자의 안 간호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병원 임상간호사의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과 안 간호활동 정도를 악하고 안 간호활동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상자는 D지역 소재 학병원에 근무하는 임

상간호사를 상으로 하 으며 구체 인 선정기 은 다

음과 같다.  의료기  평가를 받기 해 년  1차례이상

의 환자안  련 교육을 받은 자로 본 연구의 목 을 이

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27명을 상으로 하

으며, 환자와 직  이 없는 간호사(보험심사간호

사, QI간호사)는 제외하 다.

상자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multiple regression에서 유의수  .05, 간수 의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로 독립변수 10 으로 표본크기를 산

출하 을 때 표본 수가 172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상

자수는 분석을 해 충분하 다.

2.3 연구도구 

2.3.1 환자안전문화

환자안 문화는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설문도구를 [8]이 한 로 수정 번역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환자안 문화 평가도구의 하

부 역으로, 병동에서의 환자안  문제와 련된 18문항, 

직속상   리자의 태도 4문항, 환자안 문제에 련

된 의사소통 차 6문항, 사고보고의 빈도와 련된 3문

항, 환자안 과 련된 병원환경 11문항 등 총 4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식 5  척도를 사용하 고, 수가 높을수

록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2 이었다.

2.3.2 안전간호활동 

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안 리 활동을 측정하기 하

여, [24]이 개발한 환자안 리 활동에 46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2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

정했다. 환자안 리 활동은 환자확인 7문항, 구두처방 

3문항 투약 7문항, 수술/시술 4문항, 안 한 환경 3문항, 

감염 3문항, 낙상 3문항, 욕창 3문항, 응 상황 7문항의 

총 40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

은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를 5 의 

Likert scale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안 간호 

활동에 한 간호사의 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신뢰도는 Cronbach α는 .94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

다. 자료수집  해당병원에서 IRB승인을 받았으며, 

간호부에 본 연구의 수행에 한 승인을 받은 후 설문 참

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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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연구목 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철 히 비 이 보

장됨을 설명하 고, 연구 기간  언제라도 자료수집에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er 23.0 로그램을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 다. 일반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산출

하고, 상자의 환자안 문화 인식과 안 간호활동의 정

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했다. 일반  특성에 한 환

자안 문화 인식과 안 간호활동의 정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

용하 다.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과 안 간호활동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으며, 상자의 안 간호활동에 미치는 향 정도를 

알아보기 해 단계별 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남자간호사’는 5명(2%), ‘여자간호사’ 222명(97.8%)

이 고, 연령은 ‘20∼29세’가 143명(63.6%), ‘30∼39세’가 

61명(26.7%), ‘40세 이상’ 23명(9.8%) 순이었다. 학력은 

‘간호 학(학과)졸업’이 151명(66.5%), ‘간호 문 학 졸

업’이 47명(20.7%), ‘석사학  이상’이 29명(12.8%) 순으

로 나타났다. 직 는 ‘일반간호사’가 207명(91.2%)로 가

장 많았으며 ‘책임/수간호사’ 20명(8.8%)이었다. 병원 근

무기간은 ‘6년 이상’이 84명(36.4%)로 가장 많았으며, ‘3∼6년’

이 57명(25.3%), ‘1∼3년’이 51명(22.7%), ‘1년 미만’이 54

명(15.6%)순이었다. 부서 근무경력은 ‘1년∼3년’이 84

명(37.1%)로 가장 많았으며, ‘3년∼6년’이 61명(26.8%), ‘1

년 미만’이 54명(23.7%), ‘6년 이상’이 28명(12.5%)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병동은 ‘내과계’가 90명(39.8%), ‘외과계’ 

68명(29.6%), ‘ 환자실’ 51명(22.6%), ‘응 병동’이 18명

(8.0%)순이었다. 환자안 사고에 한 보고경험 유무는 

‘있다’가 138명(89%), ‘없다’가 17명(11%)이었고, 경험한 

안 사고 종류는 ‘낙상사고’ 85명(57.0%), ‘투약사고’ 54

명(36.2%), ‘기타’10명(6.7%)순이었다<Table 1>.

Category n % M(±SD)

Age(year)

　

20-29 143 63
29.76

(±7.22)
30-39 61 26.9

≥40 23 10.1

Gender
Female 222 97.8

Male 5 2.2

Maital

status

married 54 23.8

unmarried 173 76.2

Education

3 47 20.7

4 151 66.5

Master degree 29 12.8

Total career

(year)

≤1 35 15.4

83.82*

(±85.61)

1-3 51 22.5

3-6 57 25.1

≥6 84 37.0

career in

present  

unit(year)

　

≤1 54 23.8

38.95*

(±36.57)

1-3 84 37.0

3-6 61 26.9

≥6 28 12.3

position
Nurse 207 91.2

Nurse manager 20 8.8

Type of

unit

Medical unit 90 39.6

Surgical unit 68 30.0

Intensive care unit 51 22.5

Emergency room 18 7.9

Experience of Report 

safety accident

Yes 138 89.0

No 17 11.0

Type of Patient

safety accident

Fall 54 36.2

Medication 85 57.0

Other’s 10 6.7

* month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7)

3.2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의 인식정도와 안전 

간호활동

상자의 환자안 문화의 인식정도와 안 간호활동

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환자안 문화는 5  만

에 평균 3.30±.22 이었고 하부 역으로 직속상 리

자3.70±.60로 높게 나타났고, 의사소통과 차는 3.43±.37, 

병동간호단  근무환경 3.29±.27, 사건보고의 빈도

3.27±.74, 병원 3.11±.33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가 지각한 안 간호활동에 한 분석한 결과, 

안 간호활동은 5  만 에 평균3.89 이었고, 하부 역

으로 낙상 방이 4.16±.60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창 방이 4.15±.59로 환자확인 4.00±.49

로 나타났다. 병동에 한 안 한 환경은 3.42±.73로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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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Perceived of Patient Safety 

Culture

3.30 .22

Department working environment 3.29 .27

Immediate superior/manager 3.70 .60

Communucation and procedures 3.43 .37

Frequency of accident reports 3.27 .74

Hospital 3.11 .33

Safety Care Activity

3.89 .44

Patient confirmed 4.00 .49

Oral prescription 3.90 .61

Dosage 3.70 .54

Surgical/procedures 3.96 .61

Secure environment 3.42 .73

Infection Prevention 4.10 .61

Fall prevention 4.16 .60

Bedsore prevention 4.15 .59

crisis 3.80 .57

<Table 2> Degree of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N=22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은 근무병동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사후검정결과 응 실이 내과계, 외과계, 환자실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안 간호활동은 연령

(F=13.722, p=.000), 결혼상태(t=3.736, p=.000), 최종학력

(F=22.417, p=.000), 총 임상경력(F=7.753, p=.000), 직책

(t=-3.849,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

정한 결과 연령 에서 20∼29세, 30∼39세 보다 40세 이

상에서 안 간호활동이 유의하게 높았고, 최종학력은 간

호 문 , 학교졸업보다 석사학 이상에서 안 간호

활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 총 임상경력은 1년 미만, 

1∼3년, 3∼6년보다 6년 이상에서 안 간호활동이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환자안전문화와 안전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과 안 간호활동 

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환자안 문화와 안 간호활

동사이에는 정  상 계(r=.364, p=.000)를 보 으며, 

환자안 문화의 모든 하 역과 안 간호활동의 하부

역과의 계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3.5 대상자의 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안 간호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악하기 하여 상자의 일반  특성  안 간호활동과 

차이가 나타난 결혼상태, 임상경력, 최종학력, 직 , 환자

안 문화의 6개 하부 역을 독립변수로 하 고, 독립변

수  범주형 변수인 결혼상태, 최종학력, 직 는 가변수

(dummy)처리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모형분석에 합한 자료인지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항의 독립성 검증에서는  Dubin-Watson 통계량이 

1.76로 나타나 자기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 공

선성을 검증하기 해 살펴본 공차한계(tolerance Limit)

는 .92∼.99사이에 있었고,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12∼1.38로 기 치 10이하로 다 공선

성(Multi-collinearity)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잔차

들의 히스토그램 결과 회귀 표 화 잔차(.00±.99), 정규

P-P곡선은 정규분포를 이루었다. 한 잔차 산 도는 독

립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 다. 따라서 안 간호활동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최종 으로 간호사 총 경

력(β=.15, ρ=.008), 직 (β=-.16, ρ=.006), 환자안 문화의 

하부 역  직속 리자(β=.35, ρ=.000) 의사소통 차(β

=.21, ρ=.001), 사건보고 빈도(β=.12, ρ=.029)로 나타났으

며 안 간호활동에 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38.6%

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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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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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partment working environment 1

2. Immediate superior/manager .162
*
(.015) 1

3. Communucation and procedures .340**(.000) .487**(.000) 1

4. Frequency of accident reports .037(.576) .278**(.000) .212**(.001) 1

5. Hospital .223**(.001) -.076(.254) .125(.060) -.041(.542) 1

6. Safety management activity .172**(.009) .522**(.000) .436**(.000) .253**(.000) -.083(.210) 1

**p<.001, *p<.05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N=227)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 p

Constant 1.899 .256 7.406 .000 .386 .372 27.796 .000

Immediate superior/manager .258 .045 .354 5.710 .000

Communucation and procedures .246 .072 .209 3.419 .001

Total career .061 .023 .151 2.682 .008

Position -.242 .088 -.157 -2.752 .006

Frequency of accident reports .077 .033 .123 2.196 .029

<Table 5> Factors Influencing with the Safety Care Activity by Participants                          (N=227)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Culture Safety Care Activ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ear)

20-29a 3.29±.21

.863 .423

3.79±.38
13.432

a,b<c
.00030-39b 3.31±.25 3.97±.50

≥40
c

3.35±.17 4.24±.35

Gender
male 3.34±.29

.440 .660
3.82±.28

-.346 .730
female 3.30±.22 3.89±.44

Martal status
married 3.35±.20 1.811 .071 4.08±.46 .218 .000

unmarried 3.29±.22 3.82±.41

Education

3a 3.29±.25

1.851 .160

3.98±.43
22.363

b,a<c
.0004

b
3.29±.22 3.78±.39

≥Master degreec 3.37±.16 4.30±.39

Total career(year)

<1a 3.33±.17

1.994 .116

3.78±.33

7.609

b,a,c<d
.000

1-3
b

3.26±.23 3.76±.36

3-6c 3.27±.23 3.82±.43

≥6d 3.34±.22 4.06±.47

Position
Nurse 3.30±.22

-1.041 .299
3.85±.43

-3.807 .000
Nurse manager 3.35±.14 4.23±.39

Type of unit

Medical unita 3.33±.22

2.856

a,b,c>d
.038

3.95±.48

1.927 .126
Surgical unit

b
3.31±.18 3.86±.35

Intensive care unitc 3.28±.26 3.88±.46

Emergency roomd 3.17±.20 3.69±.38

Experience of Report safety 

accident

Yes 3.30±.21
-.254 .800

3.86±.43
-.960 .338

No 3.30±.22 3.91±.44

Type of patient safety 

Fall 3.31±.22

.186 .830

3.89±.44

.148 .863Medication 3.29±.22 3.87±.43

Other’s 3.28±.20 3.94±.45

<Table 3>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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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학병원 임상간호사의 환자안 문화인식

에 따른 안 간호활동 정도를 악하고, 환자안 문화와 

안 간호활동과의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여 안 간호활동 증진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기 하

여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학병원 임상간호사의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은 5  만 에 3.30 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

게 나타났다. 종합병원간호사 상으로 측정한 [26, 27, 

28]의 연구에서는 3.34 , 3.31 , 3.34 으로 본 연구결과

와 선행연구가 유사하 으며,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

로 한 연구[20]에서 3.40 ,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

구[18]에서는 3.60 으로 본 연구결과가 다소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병원 내 특수부서인 환자실이나 

신규간호사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수 이 다소 높은 것은 부서에 따른 심과 노

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26], 입사 시 환자안 교육

을 필수 으로 시행[18]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의 하부 역을 보면 

직속상   리자의 태도 3.70 , 의사소통과 차 3.43

, 병동간호단  근무환경 3.29 , 사건보고의 빈도 3.27

, 환자안 에 한 병원의 태도 3.11  순으로 직속상

  리자의 태도가 가장 높은 수 으로 인식하고 있

었고, 환자안 에 한 병원의 태도가 가장 낮은 수 으

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간호사 280명을 상으로 연구한

[29] 결과에서도 직속상   리자의 태도에 한 인식

이 가장 높았고, 병원환경 역이 가장 낮게 나온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의 

환자안 문화에 한 지식  활동은 의료기  인증 평

가과정을 거치면서 높아지고 있으며[29], 직속상   

리자들의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이 요한 치를 차

고하고 있지만[18], 병원환경에서는 부서간의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2.89±.72 ) 다른 부서 직원들과 불쾌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2.66±.88 ) 인수인계할 때 환자진료

에 한 요한 정보가 종종 락되는 것을 경험

(2.97±.82 )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세부문항에서 ‘보

통’이하로 나타나, 환자 안  문화에 한 인식이 여 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 한 환자 간호 문화를 조

성하기 해서는 직속상   리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며 병원환경에서 직종 간, 부서간의 의사소통을 증

진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병원간호사의 안 간호활동은 5  

만 에 3.89 이었고 보통 수  이상의 안 간호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의 병원 내 

안 간호활동 수가 5  척도에서 3.41 , [24]의 환자안

리 활동 수가 3.74 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이

며, 환자실 간호사[20]의 안 간호활동 수행정도는 

4.16 , 신규간호사[18] 상 연구에서는 4.0 보다는 본 

연구결과 다소 낮은 수 이었다. 이는 신규간호사가 간

호업무에 한 경험부족  간호업무가 다소 능숙하지못

하는 시기임에도 환자안 간호활동 수 이 높은 것은 입

사한 후 간호 장에서 리셉터나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환자안 에 한 실무지침을 지지받고 있으며

[18], 환자간호라는 직무환경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 

첨단 의료장비들을 히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  

환자안 에 더 큰 심과 노력을 기울이여[20] 환자안

간호활동 수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규기

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 으로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안

간호활동 수 을 높일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안 간호활동 하부 역은 낙상 방(4.16

) 활동이 가장 높게 나왔고, 안 한 환경(3.42 ) 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의 연구에서 낙상 방이 

4.2 으로 가장 활발하 고, 안 한 환경이 3.6 으로 가

장 낮게 나와 본 연구와 유사하 다. 이는 안 간호활동 

 낙상 방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본 연구 상자들

의 일반  특성에서 환자안 사고 경험 종류를 보면 낙

상 경험이 57%로 가장 많은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낙상과 련된 환경보완  임상간호사의 극 인 방

활동 수 이 높았음이 측된다. 미국의 일 병원의 사건

보고서에서도 70∼80%가 낙상 련 사고이며[30], 의료기

에서도 낙상 발생률이 입원환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

는 해 사건의 하나로 지 하고 있다[31]. 본 연구결과

에서 안 한 환경 역에서 3.42 으로 보통이상이지만 

본 연구 상자의 결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 간호사의 안 간호활동에서 직 활동의 내용보다

는 병원환경시스템과 련된 역으로 심이 상 으

로 낮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임상간호사는 안 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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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세심한 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근무부서에 따른 유의한 

차이만 있었다. 이는 본 연구 상자의 범 를 의료기  

평가를 받기 해 년  1차례이상 환자안 교육을 받은 

상자로 하 으므로 다른 일반  특성에 따른 통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근무 부서에 따른 차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내과계, 외과

계, 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응 실에서 근무하

는 간호사가 환자안 리에 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부서의 분류에 따른 환자안 리

에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

만 응 실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21]에서 3.32 으로 

본 연구결과가 다소 낫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응 실 간호사들의 안 문화에 한 인식 수를 낮은 것

에 한 원인분석과 함께 부서의 특성에 맞는 환자안

문화 교육 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임상간호

사의 안 간호활동에 하여 살펴보면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 총 경력, 직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0 ’에서 안 간호활동이 활발하 고, ‘결혼한 상태’에

서, ‘석사학  이상’에서, 임상경력은 ‘6년 이상’에서 안

간호활동이 활발하 다. [29]의 연구에서도 연령, 결혼상

태, 총 근무경력에 따라 환자안 간호활동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

는 근무경력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임상경험과 환자안

련 지식이 풍부하면서 환자안 간호활동에 한 업무

가 능숙해져[20] 안 간호활동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환자안 문화와 

안 간호활동 간의 계를 살펴보면 유의한 정의 상

계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조직에서 환자안 문화와 안

간호활동은 간호사의 가치와 신념, 행동 인 규범으로 

정의 될 수 있으며[32], [33]의 연구에서도 환자안 문화

와 안 간호활동 간의 계 연구에서도 정 상 계를 

보여 환자안 문화가 환자안 을 한 활동과 유의한 

계가 있다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안 간호활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일반  특성  간호사 총 경력, 직 에 따라 

안 간호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안 문화 인

식의 하부 역  직속상   리자, 의사소통 차, 사

건보고 빈도에 따라 안 간호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38.6%이 다. 이는 [29]에서 사건보고 

빈도에 의해 환자안 간호 활동 수 이 증가한다고 보고

하 고, [33]의 연구에서는 부서 내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간호활동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26]의 연구

에서는 직속상   리자에 의해 향을 받은 것으로 

나와 본 연구 결과와 부분 으로 유사하 다. 이에 환자

안 문화  안 간호활동에 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

여 살펴보면, 간호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간호인력을 

재 소에 배치, 직책에 따른 맞춤형교육 실시는 안 간

호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직속

상   리자가 환자안 에 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

고 있는 가는 안 간호활동에 매우 요하므로 직속상  

 리자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안 간호활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부서 간, 부

서내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차에 한 교육과 사건발생에 한 자발  보고를 할 수 

있는 지침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상자가 인식한 환자안 문화와 안 간

호활동은 ‘보통’이상이었으며, 환자안 문화 인식과 안

간호활동 간에는 정 상 계가 있으며, 상자의 안

간호활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경력과 직 에 따

라, 환자안 문화 인식의 하부 역  직속상   리

자, 의사소통 차, 사건보고 빈도에 따라 안 간호 활동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안 간호활

동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경력 간호사의 한 배치, 

직책/ 직속상 / 리자에 따른 맞춤형 교육, 원활한 의사

소통과 자발  사건보고를 할 수 있는 실무지침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D도시 1개 학병원에서 임의로 추출된 표

본을 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로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 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 병원규모  특성, 

부서, 다양한 의료종사자 등 상자를 확 하여 반복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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