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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이 환자안 문화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

다.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191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으며 SPSS/WIN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환자안 문화는 문직 자율성(r=.26, p<.001), 공감능력의 하 역인 취하기

(r=.30, p<.001), 공감 심(r=.27, p<.001)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환자안 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감의 하 역인 취하기(β=.27, p<.001), 문직 자율성(β=.20, p=.004), 11년 이상의 총 임상 경력(β=.17,

p=.012)이었고, 세 개의 변수의 설명력은 15%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환자안 문화 증진의 향요인인 간호사의 문직 자

율성과 공감능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다양한 표본 집단에

서의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간호사, 문직 자율성, 공감능력, 환자안 문화,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to identify influences of nurses’ professional autonomy and empathy 

on patient safety culture. The participants were 191 nurses working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Patient safety culture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nurses’ professional autonomy (r=.26, p<.001) and the subscales of empathy, which 

were perspective-taking (r=.30, p<.001) and empathic concern (r=.27, p<.001).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culture were perspective-taking (β=.27, p<.001), professional autonomy (β=.20, p=.004), and a total clinical career 

of over ten years (β=.17, p=.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enhance the professional autonomy and empathy of nurs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repeatedly in 

various group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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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환자안 이란 환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오류를

방하고 상해를 제거하고 완화하는 활동을 뜻한다. 더

불어 환자안 은 인간의 가장 기본 인욕구로 의료인의

의무일 뿐 아니라 법률로써 보호받고, 안 문화 구축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자 심의 의료와 간호를 의미한다

[1]. 1999년에 미국 국립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에서 ‘사람은실수를 한다: 더 안 한 의료체계 구

축’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환자안 이 주목받기

시작하 다[2]. 국내에서는 2010년에 항암제 빈크리스틴

(vincristine) 투약 오류 사건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환자 심의 근을 지향한다. 2015년 환자안

법이 제정된 후 2016년 7월 29일에 시행되었다[3]. 국

내 병원의 환자안 수 이 외국과 비슷하다는 제를

바탕으로 체계 문헌고찰을 통해 드러난외국의 유해사

례 련 자료를 2013년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통계연보

의 입원 건수에 용하면, 방 가능한 유해사례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운수사고 사망자 수와 비슷하여[4] 환자안

이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에 해 IOM은 환자안 은 의사, 경 진 그리고 자치단

체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여 명백한 조직의 목

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 다. 더불어 보건의료조직은 환자

진료에서 신뢰성과 안 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력과

차 등의 안 문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하 다[2].

환자안 문화는 조직이 의료와 안 의 리에 해

나타내는, 의지와 방식 그리고 숙련도를 결정하는, 개인

과 집단의 가치, 인식, 태도, 역량 그리고 행동 양식의 산

물이다[5]. 안 문화 평가는 환자안 증진을 한 도구

로서 부작용 환자에게 해를 야기하는 조직의 상태

를 진단하고 의료기 이 안 개선 재를개발하고 평가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6]. 환자안 문화는 많은 국가에

서 국가 보건 정책으로 병원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함으

로써 장려되고 있다[7].

환자안 을 한 간호인력 정책에 한 연구에서,

문지식과 기술을 토 로 한 간호사의임상 의사결정이

환자안 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하 다[8]. 문지식과

기술은 환자 간호 시 합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며

문직 자율성의 필수 요소이다.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

은 간호사 본인의 원칙과 업무 수행표 그리고법의 테

두리 안에서 독립 으로 간호 행 를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지는 것으로, 간호 상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문

직종과 상호의존 으로 력하고 포용하며 극 인 태

도를 나타내게 된다[9].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환자

안 문화 인식의 수가 높을수록 환자안 리 활동

수 한 높았으며[10-13], 문직자율성은 직무만족을

높이는 요소 고,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안 리

활동의 수 이 높았다[14,15]. 그리고 간호사의 문직 자

율성이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 능력이 증가하 다

[16,17]. 간호사와 환자 결과에 한 연구에서,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시간이 길수록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았다

[18]. 이상의 결과들은 직 간호 제공자로서 간호사가 환

자안 에 향을 주는 요인이며, 간호사의 문직 자율

성이 환자안 에 큰 향을 끼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

불어 환자안 과 련하여 문직 자율성과 환자안 의

상 계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 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도록 하

는 공감[19]은 상 의 요구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통증 리 수행에 한 연구에서, 공감능력의 하

역인 취하기의 수 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환자에

한 통증 리 수행도가 높았다[20]. 종합병원에 근무하

는 간호사 상의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사의

간호 수행도가 높았다[21]. 정신 문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22], 이는 공감능력이 환자안

리 활동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14,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간호사의 공감능력이 환자의 간호

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여 간호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 증진에 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문직 자율성, 공감능력이 환자안 에 요한

향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지 까지의 연구들

은 문직자율성이 환자안 에 미치는 향[10], 문직

자율성, 문직 자아개념, 그리고 직무만족의 계

[15,23], 직무만족이 환자안 활동에 미치는 향[14] 그

리고 공감능력이 통증 리 수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20] 등으로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 그리고 환자

안 문화와의 계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

이 환자안 문화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하여 환자안 을 도모하는 기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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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이 환

자안 문화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으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 환자안

문화의 정도를 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일반 특성과 문직 자율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를 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 환자안

문화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환자안 문화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이 환

자안 문화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서술 조사

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연

구의 목 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연구에 자발 으로

참여한 간호사를 상으로 하 다. 신규 간호사가 독립

인 간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최소 6개월이라

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24], 근무기간이 6개월 이

하인신규 간호사와직 환자 간호수행을하지않는 수

간호사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 필요한

상자의 인원수는 G*Power 3.1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 다[25],

양측검정에서 간 효과 크기 .15, 검정력(1-β) .95, 유의

수 α= .05로 하 다.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학력, 총 임

상 경력, 부서근무 경력, 근무부서, 수 별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의 네 가지 하 역, 총 11개의 독립

변수를 설정하여 178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 20%를 고

려하여 223부를 배포하 고, 응답이 미흡한 자료를 제외

한 최종 분석 상자는 191명이었다.

2.3 연 도

본연구에서는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설문지

는 일반 특성 8문항, 환자안 문화 측정 도구 35문항,

문직 자율성 측정 도구 30문항, 공감능력 측정 도구 2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 상태, 학력,

간호사로서 총 임상 경력, 부서 근무경력, 근무 부

서, 직 등 8문항으로 구성하 다.

2.3.2 환 안전 화

환자안 문화를 측정하기 하여 Lee[26]가 개발한

한국형 환자안 문화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환자안

문화를 구성하고있는 세가지의 주요 차원인 조직, 부서,

그리고 개인 차원과 련된 내용으로 7개의 요인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은 리더십 9문항,

워크 6문항, 환자안 지식/태도 5문항, 환자안 정책/

차 4문항, 비처벌 환경 4문항, 환자안 개선 시스템

4문항, 그리고 환자안 우선순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환자

안 문화의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체 신뢰도 Cronbach’s α=.93이었고, 하 역의 신뢰

도는 Chronbach’s α는 각각 리더십 .91, 워크 .84, 환자

안 지식/태도 .80, 환자안 정책/ 차 .81, 비처벌 환

경 .73, 환자안 개선 시스템 .79, 환자안 우선순 .66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 체의 신뢰도 Cronbach’s α

=.89이었으며, 하 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각

리더십 .90, 워크 .82, 환자안 지식/태도 .86, 환자안

정책/ 차 .86, 비처벌 환경 .62, 환자안 개선 시스템

.76, 환자안 우선순 .52이었다.

2.3.3 전 직  

문직 자율성은 Schutzenhofer[27]가 개발한 문직

자율성 척도(Schutzenhofer Professional Autonomy Scale

[SPAS])를 Han 등[28]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설문지는 총 30문항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1 부터 ‘나는 거의 이런 식으로 행동

한다’ 4 까지의 4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문직 자율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율성의 수

에 따라 10문항씩 구성되어 있으며 가 치는 ‘낮은 수 ’

에는 1, ‘ 간 수 ’에는 2, 그리고 ‘높은 수 ’에는 3을 주

었다. 총 의범 는 60 에서 240 이며, 60~120 은 낮

은 수 , 121~180 은 간 수 , 그리고 181~240 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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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 의 문직자율성 수 을 나타낸다. 개발 당시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92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이었다.

2.3.4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9]가 개발한 인 계 반응 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30]이

한국어 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다. 한국어 IRI

는 하 역별로 0 에서 4 까지의 5 Likert 척도이

다. 다른사람들의 견해 는 을수용하는 반응에

한 경향이나 능력인 ‘ 취하기’, 응답자가 책, 화

는 연극 속의 가상의 인물과 강력하게 동일시하는 반응

을 드러내는 경향을 나타내는 ‘공상하기’, 부정 인 경험

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한 따뜻함, 연민 그리고

심의 감정을 겪는 경향을 평가하는 ‘공감 심’, 다른

사람들의 부정 인 경험을 목격할 때불편함과 불안감을

느 다고 경험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 고통’의 4개

의 하 역을 가지고, 각 역은 7개의 항목으로 총 28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29]. 각 문항은 나를 잘 표 하지

못한 문장이다’ 0 에서 ‘나를 아주 잘 표 한 문장이다’

4 까지의 5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9개 문항은 역

문항으로 역환산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3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 역별 공상하기 .81, 공감 심 .73,

취하기 .61, 개인 고통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는 각 역별 공상하기 .75, 공감

심 .66, 취하기 .66, 개인 고통 .74이었다.

2.4 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의 상자가 근무하는 서울 소재의 일

종합병원의 기 생명윤리 원회로부터 승인(IRB No.:

2017-12-007)을 받은 후 해당 병원의 간호부에서 허가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 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21일

부터 27일까지 다.

연구자가 병동을 직 방문하여 부서 리자에게 연

구의 목 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고 자료 수집을 하 다.

연구자가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설문지 작성방

법에 해 충분히 설명을 제공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으

로 동의한 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배부하여 자가

보고하도록 하 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15

분이다. 설문도 상자가 설문지 작성을원치 않을 경

우 언제든지 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한 설문조

사의 과정에서 모든 개인 인 자료는 외부로 노출되

지 않게 하 으며, 설문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를 투에

인한 후 회수하여 비 이 유지되도록 하 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로그램[31]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문직 자율성

과 공감능력 환자안 문화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와

Scheffé 사후 검증법을 통하여 분석하 고, 상자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 환자안 문화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상자의

환자안 문화에 향을 주는 요인은 단계 다 회귀분

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참고).

평균 연령은 29.6±7.0세이었고, 학력은 4년제 졸업이 129

명(67.5%), 3년제 졸업 37명(19.4%), 학원 이상 25명

(13.1%)이었다. 총 임상 경력은 평균 7.1±7.1년이었으며,

부서 경력은 평균 3.2±2.8년이었다. 직 는 일반간호

사 171명(89.5%), 책임간호사 20명(10.5%)이었다.

3.2 환 안전 화, 전 직  그리고 공감능력

상자의 환자안 문화, 문직 자율성, 공감능력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상자의 환자안 문화는 5

만 에 평균 3.48±0.33 이었으며, 하 역별 수

는 환자안 지식/태도 4.03±0.48 , 워크 3.74±0.47 ,

리더십 3.69±0.54 , 환자안 정책/ 차 3.51±0.52 , 환

자안 개선 시스템 3.16±0.59 , 환자안 우선순

2.91±0.57 , 비처벌 환경 2.60±0.60 순으로 나타났

다. 문직 자율성은 240 만 에 평균 165.67±15.98

이었으며, 간 수 의 문직 자율성이 161명(84.3%),

높은 수 의 문직 자율성이 30명(15.7%)이었다. 공감

능력의 각 하 역의 수는공감 심 17.82±3.36 ,

취하기 17.39±3.17 , 공상하기 15.98±4.23 , 그리

고 개인 고통 13.56±3.8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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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of Patient Safety Culture, Professional

Autonomy, and Empathy              (N=191)

Variables
Score

M±SD or n (%)

Patient safety culture 3.48 ±0.33

Leadership 3.69 ±0.54

Teamwork 3.74 ±0.47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attitude 4.03 ±0.48

Patient safety policy and procedure 3.51 ±0.52

Non-punitive environment 2.60 ±0.60

Patient safety improvement system 3.16 ±0.59

Patient safety priority 2.91 ±0.57

Professional autonomy 165.67 ±15.98

Low level (60～120) 0 (0.0)

Middle level (121～180) 161 (84.3)

High level (181～240) 30 (15.7)

Empathy

Perspective-taking 17.39 ±3.17

Fantasy scale 15.98 ±4.23

Empathic concern 17.82 ±3.36

Personal distress 13.56 ±3.83

3.3 대상  적 특 과 전 직 에 따

 환 안전 화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참고).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는 직 에서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높

았고(t=-2.72, p=.007), 연령에서는 40세 이상이 29세 이

하와 30～39세에 비해 환자안 문화의 수가 높았다

(F=3.69, p=.027). 학력에서는 학원 이상이 3년제 졸업

과 4년제 졸업에 비해 높았다(F=5.22, p=.006). 총 임상

경력에서는 11년 이상이 6～10년 이하보다 높았으며

(F=4.37, p=.014), 부서 근무 경력에서는 11년 이상이

6～10년 이하에 비해 높았다(F=3.28, p=.040). 문직 자

율성은 높은 그룹이 간 그룹 보다 환자안 수가 높

았다(t=-5.45, p<.001).

Table 3. Patient Safety Cultur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 

Autonomy                        (N=191)
Characteristics M±SD t or F (p)

Gender

Male 3.56 ±0.18 0.35 (.725)

Female 3.47 ±0.33

Position

Staff nurse 3.45 ±0.33 -2.72 (.007)

Charge nurse 3.66 ±0.29

Age (yr)

≦29a 3.46 ±0.31 3.69 (.027)

30~39b 3.42 ±0.37 a,b<c

≧40c 3.64 ±0.31

Level of education

Associatea 3.44 ±0.38 5.22 (.006)

Bachelorb 3.45 ±0.31 a,b<c

≧Masterc 3.67 ±0.29

Total length of clinical career (yr)

≦5a 3.45 ±0.32 4.37 (.014)

6~10b 3.40 ±0.35 b<c

≧11c 3.59 ±0.30

Present clinical career (yr)

≦5a 3.48 ±0.32 3.28 (.040)

6~10b 3.39 ±0.36 b<c

≧11c 3.72 ±0.17

Department

Medical ward 3.52 ±0.34 2.19 (.072)

Surgical ward 3.45 ±0.32

Emergency room 3.61 ±0.30

Medical intensive care
unit

3.44 ±0.34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3.34 ±0.29

Professional autonomy

Middle level 3.43 ±0.32 -5.45 (<.001)

High level 3.70 ±0.2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1)

Characteristics n (%) or M±SD

Gender

Male 2 (1.0)

Female 189 (99.0)

Age (yr) 29.6±7.0

≦29 129 (67.5)

30~39 37 (19.4)

≧40 25 (13.1)

Marital status

Unmarried 147 (77.0)

Married 44 (23.0)

Level of education

Associate 37 (19.4)

Bachelor 129 (67.5)

≧Master 25 (13.1)

Total length of clinical career (yr) 7.1±7.1

≦5 106 (55.5)

6~10 40 (20.9)

≧11 45 (23.6)

Present clinical career (yr) 3.2±2.8

≦5 156 (81.7)

6~10 27 (14.1)

≧11 8 (4.2)

Department

Medical ward 50 (26.2)

Surgical ward 79 (41.4)

Emergency room 22 (11.5)

Medical intensive care unit 21 (11.0)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19 (9.9)

Position

Staff nurse 171 (89.5)

Charge nurse 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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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  전 직 , 공감능력과 환 안

    전 화  상 계

상자의 문직 자율성, 공감능력, 환자안 문화의

상 계를 분석하 다(Table 4 참고). 환자안 문화는

문직 자율성(r=.26, p<.001), 공감능력의 하 역인

취하기(r=.30, p<.001), 공감 심(r=.27, p<.001)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었다.

3.5 환 안전 화에 향  미치는 

환자안 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5 참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73로 오차항의 독립성

자기상 의 문제는 없었다.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1～1.04로 독립변수 간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히스토그램과 회귀 표 화 잔

차의정규 P-P도표에서 잔차가 측된 확률인 45도 직선

에 거의 근 하여 증가하고 있어 오차의 정규성을 만족

하 다. 잔차의 산 도에서 잔차의 분포는 [0]을 심으

로 균등하게 흩어져 있어 회귀식의선형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 다.

다 회귀 분석의 결과 환자안 에 향을 미치는 변

수는 공감능력의 하 역인 취하기(β=.27, p<.001),

문직 자율성(β=.20, p=.004), 총 임상 경력 11년 이상(β

=.17, p=.012) 순이었고, 회귀 모델이 합하 으며

(F=12.30, p<.001), 환자안 문화는 세 개의 변수에 의해

15%만큼 설명되었다.

4. 논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이 환

자안 문화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이들 간의 계를

규명하여 환자안 을 도모하는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상자의 문직 자율성은 총 240 만

에 평균 165.67 으로 간 수 의 문직 자율성 정도를

나타냈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각

각 153.67 과 160.30 보다는 높은 수 이었다[15,16].

그러나 문간호사와 수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 173.27-177.05 에 비해서는 낮은 수 이었다[32,33].

이는 수간호사의 경우 일반간호사나 책임간호사에 비해

근무 경력이 많아 간호 문직에 한 자신감이 높고, 간

호단 운 자로서 재량권과 자율성이 높기 때문이며

[32], 문간호사의 경우 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 의사결정을 하고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직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임상 의사결정은 환자안 을

해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8]. 문직 자율

성이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

과는[16,17] 환자 간호과정에서 임상 의사결정 역량을

기르기 해 문직 자율성 향상이 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간호 지식은 폭넓은 임상 경험에

문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간호사의 올바른 임상

단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문 간호 지식을 갖추고 의

사결정의 범 를 명확하게 한다면, 간호사는 과학 근

Table 4. Correlation of Professional Autonomy, Empathy, and Patient Safety Culture            (N=191)

Variables

Professional
autonomy

Perspective
-taking

Fantasy
scale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Patient safe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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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ional autonomy 1

Perspective-taking .17 (.021) 1

Fantasy scale .12 (.108) .40 (<.001) 1

Empathic concern .23 (.001) .64 (<.001) .46 (<.001) 1

Personal distress -.26 (<.001) .08 (.278) .24 (.001) .15 (.035) 1

Patient safety culture .26 (<.001) .30 (<.001) .09 (.219) .27 (<.001) -.07 (.340)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Culture                                             (N=191)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30 .24 9.45 .000

Perspective-taking .03 .01 .27 3.91 .000

Professional autonomy .00 .00 .20 2.88 .004

Total length of clinical career: ≧11yr (Ref. ≦5) .13 .05 .17 2.52 .012

R2=.17, Adjusted R2=.15, F=12.3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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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기반한 간호결정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범 를 명확하게 인지하

고 이행함으로써 문직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지

속 으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습을지원하는 환경

을 조성하여 간호사의 역량을 높여 문직 자율성을 향

상하도록 해야 한다[34]. 더불어 변하는 의료환경에

비하기 해 연차 혹은 직 에 따른 역량 강화 교육이나

새롭게 바뀌는 가치들에 한 교육 등의 지속 인 보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 으로 명시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간호사가 올바른 임상 단을 사

용하여 임상 의사결정을 독립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 심 17.82 , 취하기

17.39 , 공상하기 15.98 , 개인 고통 13.56 으로 나타

났고, 환자안 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하

기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의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에서 공감 심 18.31 , 취하기 17.37 , 공상

하기 16.43 , 개인 고통 14.20 으로 비슷한 수 이었

다[30]. 그러나 정신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하기 19.94 , 공감 심 19.54 , 공상하기 16.61

, 개인 고통 13.70 으로 나타나[35] 본 연구에 비해

높은 수 분포를 보 다. 정신간호사에게 공감이란 환

자의 상태를 객 으로 인지하여 내 으로경험하고 상

에 한 이해를 달하여 환자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

켜 주기 한 필수 덕목이다[3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신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다른 연구들에

비해 공감능력의 수가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치매환

자 상의 한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도구를 1~5 의 5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여 직 인

비교에는 제한이 있었으나, 공감능력의 하 역

취하기가 치매환자 통증 리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간호 학생을 상으로한 연구에

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한 차별 행동

이 감소하 다[36]. 이와 같이 공감능력은 환자의 상태에

간호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환자의 안 를 증진시키데

요한 요소로, 환자안 과 한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안 을 해 간호사의 공감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공감능력 증진을

한 방법으로 인 계 기술 향상, 인터뷰 요인 악을

한 오디오 는 비디오 녹화, 롤모델 활용, 역할극 게

임, 환자 따라다니며 돕기, 입원 경험해보기, 연극 공연

등이 있으며[37], 더불어 상 방과의 극 인 공감에서

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 디자인교육이 있다[38]. 그러므로 의료기 에

합한 방법을 도입하여 간호사의 공감능력 향상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간호학부과정에 융

복합 다문화 간호교육 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비 간

호사인 학생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39]. 그리고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사의 공감

역량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40] 간호사가 임상 장에

오래 남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보여 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 문화는 5 만 에 평균 3.48

으로 선행 연구[26]의 3.83 에비해 낮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 결과에서 조직 차원의 요인인 리더십 4.13 , 환자

안 정책/ 차 3.81 , 환자안 개선 시스템 3.65 에서

수가 높은 편이었다. 부서 차원의 요인에서 워크는

3.84 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 을 나타났으나,

비처벌 환경의 수 3.41 은 본 연구에 비해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개인 차원의 요인인 환자안 지식/

태도는 4.10 , 환자안 우선순 는 3.19 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 다[26]. 병원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 문화

인식에 한 연구에서 간호사에 한 결과만을 보면, 환

자안 문화 체 수가평균 3.53 으로 나타났다. 하

역별로 살펴보면 리더십 3.84 , 환자안 지식/태도

3.81 , 워크 3.70 , 환자안 정책/ 차 3.50 , 환자

안 개선 시스템 3.34 , 비처벌 환경 2.99 , 환자안

우선순 2.79 으로 나타났다[41]. 이는 본 연구결과

와 비교할 때 환자안 문화 체 수는 비슷한 수 이

었으며, 하 역의 조직, 부서 그리고 개인의 세 가지

차원의 수 한 비슷한 수 이었다. 선행연구에서 병

원 간호사의 환자안 문화 수는 3.53~3.83 이었고

[26,41] 본 연구에서는 3.48 으로, 병원의 소재와 규모에

따라 환자안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42]는 이

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가 환자 직 간호에 참

여하는 일반간호사와 책임간호사만을 상으로 한 것과

는 달리 Lee[26]의 연구에서는 일반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의 세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하 역 리

더십의 수가 가장 높았다. 리더십 요인은 부서장이 환

자 간호 업무 제공자의 환자안 문화 형성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평가하는 상에 수

간호사 그룹이 포함되어있어, 연구 상 표본의 차이

한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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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환자안 우선순 역의 도구 신뢰도

는 .52로, 원 도구의 신뢰도 .66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피험자 집단의 특

성이 이질 인 경우 증가하고, 도구의 문항 수가 은 경

우에 감소한다[43]. 환자안 우선순 역의 경우 3문

항으로 비교 고, 동질 으로 볼 수 있는 간호사라는

단일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행연구에 비해[26] 신뢰

도가 낮게 나온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추후 이에

하여 여러 직 와 직종을 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문화는 직 , 연령, 학력,

총 임상 경력, 부서 근무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 연령, 학력이 높고, 총 임상

경력, 부서 근무 경력이 오래될수록 환자안 문화

수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결과에서 11년 이

상 근무한 집단에서 환자안 문화 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근무기간 1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집단의 환자안 문화 수가 높게 나온결과들과 유사하

다[26,4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환자안 문화를 해 간

호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환자안 문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다변량 분석을 한 결과 공감능력의 하 역인 취

하기, 문직자율성, 11년 이상의 총임상경력의순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의 공감능

력 향상을 해 조직의 자원 투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을 높이

기 해 조직 차원에서는 간호사에 한 교육 지원과 업

무범 의 명시가 필요하고, 개인 인 차원에서는 문직

간호사로서 올바른 문 임상 단의 근거가 될 수 있

는 문지식 함양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력

이 풍부한 간호사들이 임상 장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안

과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안 문화를 개발하는

것은 요하다. 안 문화에 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잠

재 으로 환자의 피해를 이기 한 방안으로 경 진

혹은 다학제 간 회진, 부서단 의 환자안 로그램 그

리고 안 문화를 도모하기 한 방법으로 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하는 훈련을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있다[44,45]. 그러므로조직의 규모나 실에 합한

방법을 이용한 환자안 문화 증진을 한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를 임의 표본 추출하여 상으로 하 으므로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문

직 자율성과 공감능력 그리고 환자안 문화의 계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계를 확

인하고, 환자안 문화에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

능력이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 환

자안 문화의 정도와 계를 확인하고 환자안 문화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기 한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문직 자율성, 공감능력의 하 역인

취하기, 공감 심이 높을수록 환자안 문화가 높

았다. 그리고 공감능력의 하 역인 취하기는 환

자안 문화에 가장 큰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자안 문화의 구축을 해 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자율 간호 수행에 한 업무범 를 명확히 하

고 이를 인정하며, 독립 간호 수행에 한 한 보상

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 인 교육 기회 부여와 학습 환

경의 조성을 통해 간호사의 문 임상 지식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력이 풍부한 간호사들이

임상 장에 남을 수 있는 근무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환자안 문화의 일부 하 역의 도구 신뢰도

가 낮은 것과 련해, 환자안 문화에 향을 미치는 요

인에 해 여러 직종과 직 에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

다. 둘째,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한 임

상 문지식 교육과 역량 강화 로그램의 용과 효과

에 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의 공감능력 배양

을 해 환자의 상황을 직 체험해볼 수 있는 로그램

의 용과 효과에 한 연구를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간호사 단일 집단을 상으로 하 으므로

다양한 표본 집단에서의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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