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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과 공정문화 인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로 공정문화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이며, 자료 수집기간은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로 총 15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사용된

연구도구는 연구자가 수정한 Petschonek의 공정문화 평가도구와 한국판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51명 간호사의 평균 연령은 30.46±6.30세였으며, 성별은 여성이

92.1%, 남성이 7.9%였으며 총 임상경력은 평균 7.1±6.24년이었다.

2. 대상자의 공정문화 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4.91±.72였고, 6개의

하부영역 중 ‘피드백과 의사소통’영역이 5.42±.94로 가장 높았다. 

3. 공정문화 인식은 총 임상경력(F=2.92, p=.03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근무환경은 결혼상태(t=5.19, p=.024),

근무부서(t=3.28, p=.042)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은 직무만족(r=.223, p=.006), 간호근무환경

(r=.564,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스트

레스(r=-.162, p=.049)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공정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근무환경 중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영역(β=.470, p<.001)과 간호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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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지지 영역(β=. 19 2 ,  p = . 0 3 8 ) ,  총 임상경력 2년 미만

(β=.163, p=.016), 직무만족(β=.164, p=.018) 이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간호근무환경 개선과 직무 만족을 위한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공정문화 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공정문화, 간호근무환경,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간호사



iii

목차

국문초록.............................................................. i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목적.................................................................3

3. 용어정의.................................................................3

Ⅱ. 문헌고찰.......................................................... 4

1. 보건의료에서의 공정문화 ..................................................4

2. 공정문화 인식의 영향요인 .................................................6

Ⅲ. 연구방법.......................................................... 8

1. 연구설계.................................................................8

2. 연구대상.................................................................8

3. 연구도구.................................................................8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10

5. 자료분석 방법...........................................................10

IV. 연구결과......................................................... 11

Ⅴ. 논의............................................................. 25

Ⅵ. 결론 및 제언..................................................... 29

참고문헌............................................................. 30

부록 ................................................................ 35

Abstract............................................................. 46



iv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12

Table 2. Nursing Work Environment....................................... 14

Table 3. Perceptions of Just culture.................................... 17

Table 4.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Just Cultu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 20

Table 5. Correlation among Job Satisfaction, Job Stress,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Just Culture.................................. 22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n Just Culture........................... 24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사건은 전 세계 질병부담의 14번째 원인으로 결핵, 말라리아로 인한

질병 부담과 비슷한 수준이다(Slawomirski, Auraaen, & Klazinga, 2017). OECD 

국가들의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지출은 병원 재정의 약 15%로, 총 비용은 매년

수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Slawomirski et al., 2017). Institute Of 

Medicin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최소 44,000명, 최대 98,000명이

의료과오로 사망하고, 약 100만 건의 위해사건(adverse event)은 예방 가능한

사건이라고 밝혔다(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on Quality of Health 

Care in, 2000). 국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는 매월 900~1,100건의

환자안전사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1,953건의 환자안전 사건이

보고되었다. 환자안전 관련 문제는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의료인들도

제2의 피해자(second victim)가 될 수 있다(Busch et al., 2020}. 따라서

환자안전은 환자, 의료인, 병원, 국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환자안전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사건 대응 방식을

Safety-I으로 명명하고, 주도적으로 안전 문제를 다루고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며 조직의 안전탄력성(Resilience)을 강조하는 Safety-II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Hollnagel, Woods, & Leveson, 2006). 조직의

Resilience의 7가지 요소 중 하나는 공정문화 구축으로, 공정문화를 통해

safety-II를 구축할 수 있다(Wreathall, 2017). 공정문화는 인적 오류로 개인을

비난하지 않고 시스템에 집중하되, 직원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이다(Marx, 

2001). 공정문화가 있는 조직은 개인과 조직의 ‘no blame’과 책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개인과 조직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Dekker, 2016). 의료진의 행동은 알고리즘을 통해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을 구분하게 되며 알고리즘의 결과에 따라 ‘위험한 행동’,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직 차원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Meadows, Baker, 

& Butler, 2005).

공정문화는 오류를 줄이고 위험한 행동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환자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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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요소이다(Marx, 2019; Petschonek et al., 2013). 공정문화를

적용함으로써 조직은 사건과 결과보다 사건의 근본원인에 집중하게 되며, 오류

보고를 촉진한다(Marx, 2019).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직원, 경영진, 소비자 등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Dekker, 

2016).

국내의 환자안전 연구는 AHRQ(Agne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Harvard Medical School 이 공동

개발한 도구를 사용한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51.5%로 가장 많아(Hwang & Kim, 

2018) 공유된 책임을 요구하는 공정문화를 대변하기 어렵다. 환자 안전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신뢰조직인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공정문화를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및 알고리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의료기관에 정착된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한 문화는 조직의 보건과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 운영 방식 및 숙련도를

결정짓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인식, 역량, 행동유형의 산물이라고

정의된다(Cox & Cox, 1991). 조직의 안전 역량은 리더십보다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Vogelsmeier, Scott-Cawiezell, Miller, & 

Griffith, 2010).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간호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환자안전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다. 의료기관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호사의인식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과 영향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정문화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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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을 확인하고 공정문화 인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근무환경, 공정문화 인식을 확인한다.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과 공정문화 인식을

비교한다.

3) 대상자의 공정문화 인식과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공정문화 인식의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1) 공정문화 (Just culture) 

(1) 이론적 정의

공정문화란 조직 구성원들이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상함으로써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이며, 허용 가능한

행동과 허용 불가능한 행동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문화를 의미한다(Reason, 

2000).

(2)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피드백과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개방성, 균형, 오류

보고과정의 질, 지속적인 증진, 신뢰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공정문화

사정도구(Just Culture Assessment Tool)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Petschone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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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보건의료에서의 공정문화

안전한 문화의 하위요소로는 정보문화, 유연한 문화, 공정문화, 보고문화, 

학습문화가 있다(Reason, 2016). 공정문화가 존재할 때 보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보고하는 문화가 있을 때 학습문화가 형성된다(Reason, 2016). 

따라서 안전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정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ason, 

2016). 조직의 환자안전 관리와 활동을 위해서 안전한 문화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Reason, 1998). 안전한 문화는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정신적(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행동적(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황적(조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측면을 표현함으로써 공유된 가치이다(Cox & Cox, 

1991). 안전한 문화는 정보를 잘 아는 문화이고, 효율적인 보고로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이다(Reason, 1998). 

의료기관은 의료 오류에 대한 처벌적인 문화에서 시스템 중심의 문제

해결방식과“비난하지 않는 문화(no blame culture)를 도입했다. 사람들은

“blame-fee”가 개인의 위험한 행동을 바꿀 수 없어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no blame”패러다임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Marx, 2019). 시스템에

집중해 원인을 분석하되, 지속적인 교육, 상담, 제도 개선에도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에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Wachter & Pronovost, 

2009).

공정문화는 시스템에 집중해 문제를 분석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의 분위기가 존재하는 문화이다(Reason, 2016). 공정문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조직 구성원들이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허용할 수 없는 행동에

명확한 선을 정하는 것이다(Marx, 2019). 공정문화는 시스템에 집중하되, 

개인이 의도를 가진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 실수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다(Dekker, 2016). 환자안전문화 인식 중 보고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이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꼽히는 상황에서 허용 가능한 행동과 허용 불가능한

행동의 선을 정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기도 하다(Dekker, 2016).

무비난과 책임의 균형을 찾고 공정문화 구축의 단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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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지만, 공정문화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공정문화를 적용함으로써 조직은

사건의 근본원인에 집중하게 되며, 공정문화를 통해 개방적으로 학습 문화를

만들고, 학습 문화는 나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다(Marx, 2019). 또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사망률, 재입원율, 재원기간, 지역사회 폐렴

획득률이 감소하고, 환자 만족도, 환자 가족의 만족도가 증가한다(DiCuccio, 

2015). 

공정문화는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조직의 리더십에게는 직원의

능력 향상, 통제된 조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정문화가 필요하다(Dekker, 2016). 직원들은 공정문화를 통해 취약점과

에러를 줄여감으로써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질적인 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다(Dekker, 2016).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숨기고 대중매체 노출을

제한하는 등 결정을 제한하는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Dekker, 2016).

공정문화의 정착을 위해 처벌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인의식,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Dekker & Breakey, 2016). 

공정문화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책임 시스템, 경영진 참여, 조직 몰입, 

조종사 임파워먼트, 보고 시스템의 5가지 요인의 안전 문화 척도인

CASS(Commercial Aviation Safety Survey)가 있다(Wiegmann, Zhang, Von Thaden, 

Sharma, & Gibbons, 2004). 현재의 조직 안전 문화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개정을 통해 보고 시스템, 응답과 피드백, 책임, 기본인 안전의 4가지 항목으로

개정되었다.(Gibbons et al., 2006) CASS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여 JCAT(Just Culture Assessment Tool)을 개발하였다(Petschonek et al., 

2013).

공정문화의 하부영역은 여러 문헌에서 다뤄진 바 있다. Petschonek (2013)이

제시한 공정문화의 하부영역은 6가지로 의사소통의 개방성,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 균형, 오류보고 과정의 질, 지속적인 증진, 신뢰로

구분된다.‘의사소통의 개방성’은 환자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이

조직에 오류와 개선을 제안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피드백과 의사소통’은

조직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균형’은 오류, 오류 보고과정에 대한 공정한 조치와 시스템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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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오류보고과정의 질’은 오류 보고 시스템의 품질, 보고 시스템

관리 및 후속 조치를 의미한다. ‘지속적인 증진’은 개인이 속한 조직이

오류를 통해 배우고 병원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신뢰’는 개인이 조직, 관리자 및 동료들을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JCAT(Just Culture Assessment Tool)를 공군 조종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판 JCAT(K-JCAT)로 번안한 도구가 개발되었다(Lee, Lee, Sohn, & Ha,

2013). JCAT의 신뢰도가 낮고 요인구조의 적합도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공정문화는 실제 사고와 오류 보고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3). 

2. 공정문화 인식의 영향요인

의료진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공정문화 인식을 조사했을 때, 의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정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von Thaden, Hoppes, 

Li, Johnson, & Schriver, 2006). 또 급성 진료 부문(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환자안전 관련 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연령 및 경험과 공정문화는 관련이 없었다(von Thaden 

et al., 2006).

미국 오하이오주 Port Clinton의 Magruder 병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문화 구축을 위해 공정문화 알고리즘을 교육하고 직원 모두 일관된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그 결과 AHRQ 환자안전문화 설문의 보고의 비처벌적

반응에 대한 점수가 36%에서 77%로 상승했고 AHRQ 환자안전 설문의 모든 항목에

향상이 있었다(Marx, 2019). 국내의 공군 조종사의 공정문화 인식 조사에서는

공정문화 인식이 1점 올라갈 때 사건 보고 확률이 4.4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Lee et al., 2013). 미국 중부의 간호대학에서는 의료기관에 적용한

JCAT를 간호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한 JCAT-NE를 개발하였다(Walker, 

Altmiller, Barkell, Hromadik, & Toothaker, 2019). 

직무스트레스는 환자안전활동, 환자안전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Jung 

& Choi, 2017). 직무스트레스를 7개의 하위요인(업무량 과중, 전문직 역할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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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계된 대인관계, 의료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병동의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비교한 연구에서(Kim &

Lee, 2019) 업무량 과중과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환자안전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가 환자안전활동에 긍정적, 환자안전문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

조직의 문화와 직무만족은 서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Egan, Yang, & Bartlett, 

2004) 결과가 있었으나, 공정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다. 지지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의 문화는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Lok & Crawford, 2004). 공정문화의 하부요소 ‘지속적인 증진’과

유사한 개념인‘학습 문화’를 가진 조직은 이직 의도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Egan et al., 2004). 안전문화를 높게 인식할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Lee & Son, 2013).

간호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의료진의 안전간호활동정도는 높게 측정되었다(Son, 

2016; Yu & Jung, 2012). 적절한 직원 수와 적절한 근무시간 등의

병원근무환경이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Son, 2016).

간호근무환경은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분위기로서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방식과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자율성 증진을 통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업무수행과 연관된 개인의 상호작용 등에 의한 지배적인 속성을

의미한다(Westerman & Simmon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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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공정문화 인식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에 내/외과 병동,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0.1 표본수 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했다. 이 연구의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대상자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 1-β=.90, 효과크기(effect size)는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크기 .15를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의 수는

134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68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그 중 152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 작성이 미비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15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공정문화 인식

의료진의 공정문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Petschonek(2013)이 개발한

JCAT(Just Culture Assessment Tool) 사용하였다. 이 도구 개발자에게 도구

사용을 허락받기 위해 개발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구

사용에 대한 메일을 보냈다. 원도구는 6개의 하부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 사용을 위해 연구자가 원도구를 일차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2개 국어 능통자가 검토하였다. 번역된 도구를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2개 국어 능통자가 역번역하였다. 최종 한국어판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1인, 

10년차 이상 간호사 4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최종적으로 단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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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총 27개 문항의 6개 하부영역의 CVI는 .93이었다.

최종 공정문화 도구는 피드백과 의사소통 3문항, 개방된 의사소통 5문항, 

균형 5문항, 사건 보고 과정의 질 5문항, 지속적인 증진 4문항, 신뢰 5문항이다.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 매우 그렇다 : 7점)로 측정하였으며,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문화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총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아 한국판 공정문화인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89 였고(Lee et al., 2013), 이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15 였다. 

2) 간호근무환경

이 연구에서는 Lake (2002)가 개발한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the 

Nursing Work Index(PES-MWI)를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K-PES-NWI)를 도구 사용 허락 후 사용하였다(Cho et al., 

2011). 

이 도구는 병원운영의 간호사 참여 9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문항,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지지 4문항, 충분한 인력과 물리적

지원 4문항,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3문항으로 총 5개의 하부영역의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판 PES-NWI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였고

(Cho et al., 2011; Lake, 2002), 이 연구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결혼상태, 최종 간호교육 과정, 근무 부서, 근무 형태는

선택하도록 하였고, 총 임상경력과 현재 근무부서 경력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현재 직무만족은 5점 척도(매우 불만족 : 1점 ~ 매우 만족 : 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직무 스트레스는

5점 척도(전혀 없다 : 1점 ~ 심하다 : 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환자안전 교육과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참여 경험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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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심의번호 : 2020-0309) 후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연구설명문에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 보호, 

설문 조사 중에도 연구 참여를 자발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한 연구 참여

설명서와 설문지를 함께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간호부 승인 후 배포하였다.

연구자가 각 단위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주 1회 이상 직접

모니터링하며,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완료된 설문지는 봉투에 봉인한 상태로 회수하여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설문지와 동의서는 각각 다른 봉투에 봉인하여 자발적으로 답변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을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했으며,

간호근무환경과 공정문화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과 공정문화 인식의 차이는 One-

way ANOVA, independent t-test로 파악하였다.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간호근무환경 및 공정문화 인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공정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5)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이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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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는 151명이었고, 성별은 여성이 139명 92.1%, 남성이 12명 7.9%였

다. 평균 연령은 30.46±6.30세였으며, 26~30세가 42.4%로 가장 많았고, 25세

이하가 23.2%, 36세 이상이 23.2%, 31~35세가 11.3%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사

이하가 86.8%로 대부분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72.8%, 기혼이 27.2%였다. 총 임상경력의 평균은

7.1±6.24년이고, 2년 이상 ~ 6년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 경력

11년 이상이 25.8%, 6년 이상 ~11년 미만이 18.5%, 2년 미만이 17.2%였다. 내과

병동 근무자는 43%, 외과병동 29.1%, 중환자실 27.8% 근무 형태는 3교대가 90.1%

로 대부분이었다. 

환자안전 관련 교육 경험은 95.4%로 대부분이 교육을 경험했고, 환자안전 관

련 업무에 참여한 경험은63.6%가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무만족 점수

는 5점 만점에 3.85±1.05였으며, 직무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91 ±.72

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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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1)

Variables Categories n(%) M±SD

Age (yr) ≤25

26~30

31~35

≥36

35(23.2)

64(42.4)

17(11.2)

35(23.2)

30.46±6.30

Gender Male

Female

12(7.9)

139(92.1)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10(72.8)

41(27.2)

Education ≤Bachelor

≥Master

131(86.8)

20(13.2)

Total clinical career(yr) <2

2~5

6~10

≥11

26(17.2)

58(38.4)

28(18.6)

39(25.8)

7.19±6.24

Type of unit Medical

Surgical

ICU

64(42.4)

45(29.8)

42(27.8)

Work schedules 8 hour shift

12 hour shift

Regular work

Night shift fixed

136(90.1)

7( 4.6)

7( 4.6)

1( 0.7)

Education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Yes

No

144(95.4)

7(4.6)

Participation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task

Yes

No

96(63.6)

55(36.4)

Job satisfaction(1~5) 3.85±1.05

Job stress(1~5) 3.91±0.72

ICU=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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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은 5점 만점에 2.91±.50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이 3.71±.46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3.65±.66,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 3.44±.60, 병원 운

영에 간호사의 참여 3.20±.60,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2.86±.8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신규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있다.’항목이  

4.35±.66으로 가장 높았고, ‘양질의 간호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사 인력이

있다.’항목이2.65±1.03, ‘일반간호사가 간호과장(부장)을 만나기 쉽고 접근

이 용이하다.’항목이 2.70±.99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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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rsing Work Environment

(N=151)

Variables M±SD

2.91±0.50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Adequate support services allow me to spend time with my patients

Enough time and opportunity to discuss patient care problems with 

other nurses

Enough registered nurses to provide quality patient care

Enough staff to get the work done

2.86±0.82

2.88±1.05

3.17±0.88

2.65±1.03

2.75±1.05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Active staff development or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nurses

High standards of nursing care are expected by the administration

A clear philosophy of nursing that pervades the patient care

environment

Working with nurses who are clinically competent

An active quality assurance program

A preceptor program for newly hired RNs

Nursing care is based on a nursing, rather than a medical, model

Written, up-to-date nursing care plans for all patients

Patient care assignments that foster continuity of care, i.e.,the

same nurse cares for the patient from one day to the next

3.71±0.46

3.70±0.72

3.07±0.61

3.25±0.81

3.82±0.70

3.47±0.77

4.35±0.66

3.66±0.82

3.52±0.72

3.53±0.86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Career development/clinical ladder opportunity

Opportunity for staff nurses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s

A chief nursing officer who is highly visible and accessible to staff

A chief nurse officer equal in power and authority to other top level 

hospital executives

Opportunities for advancement

3.20±0.60

3.82±0.68

2.82±0.96

2.70±0.99

3.40±0.85

3.4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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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Administration that listens and responds to employee concerns

Staff nurses are involved in the internal governance of the hospital

Opportunity for staff nurses to participate in policy decisions

Nursing administrators consult with staff on daily problems and 

procedures

2.96±0.94

3.00±0.98

2.99±0.92

3.70±0.77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Physicians and nurses have good relationships

A lot of teamwork between nurses and doctors

Functional collaboration(joint practice) between nurses and

physicians

3.44±0.60

3.41±0.68

3.35±0.75

3.57±0.65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A supervisory staff that is supportive of the nurses

A nurse manager who is a good manager and leader

Praise and recognition for a job well done

A nurse manager who backs up the nursing staff in decision making, 

even if the conflict is with a physician

3.65±0.66

3.76±0.85

3.81±0.78

3.42±0.79

3.6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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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공정문화 인식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은 7점 만점에 4.91±.72였으며, 피드백과 의사소통

5.42±.94, 지속적인 증진 5.24±.96, 오류보고과정의 질 4.93±.79 순으로 높

았다(Table 3). ‘나는 내가 관련된 환자안전사건 보고서 작성이 불편하지 않

다.’항목이 3.52±1.62,‘나는 근무시간 내에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할 수 있

다.’항목이 3.62±1.76으로 낮았고,‘간호사들은 서로를“고자질”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이용한다(R).’항목이 5.76±1.30, ‘간호관리자는 환자안

전사건에 대한 정보를 잘 공유한다.’항목이 5.75±1.07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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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s of Just culture

(N=151)

Variables M±SD

Sum

Mean of Sum

132.74±19.8

4.91±0.72

Feedback and communication

The management does a good job of sharing information about events

We don't know about events that happen in our unit*

I often hear about event conclusions and outcomes*

5.42±0.94

5.75±1.07

5.53±1.25

4.98±1.39

Openness of communication

Staff feel uncomfortable discussing events with supervisors*

Supervisors respect suggestions from staff members

Staff can easily approach supervisors with ideas and concerns

If I had a good idea for making an improvement, I believe my suggestion 

would be carefully evaluated and taken seriously

I trust supervisors to do the right thing

4.74±0.90

4.26±1.46

4.95±1.07

4.76±1.22

4.7±1.23

5.02±1.07

Balance

Staff members are usually blamed when involved in an event*

Staff members fear disciplinary action when involved in an event

When an event occurs, the follow up team looks at each step in the 

process to determine how the event happened

I feel comfortable entering reports about events in which I was

involved

Staff members use event reporting to “tattle” on each other*

4.56±0.88

4.21±1.49

4.20±1.58

5.14±1.07

3.52±1.62

5.76±1.30

Quality of event reporting 

Coworkers discourage each other from reporting events*

The event reporting system is easy to use

Reports are being evaluated and reviewed after they're entered

4.93±0.79

5.66±1.22

4.67±1.33

5.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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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I'm given time to enter event reports during work hours

My supervisors encourage me to report

3.62±1.76

5.34±1.11

Continuous improvement

There are improvements because of event reporting

The hospital devotes (time/energy/resources) toward making patient

safety improvements

By entering reports, I'm making the hospital a safer place for the

patients

The hospital sees events as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The hospital uses a fair and balanced system when evaluating staff 

involvement in events

5.24±0.96

5.39±1.11

5.30±1.16

5.33±1.06

5.27±1.12

4.90±1.18

Trust

I trust that the hospital will handle events fairly

The hospital adheres to its own rules and policies

I feel comfortable entering report where others were involved

I am uncomfortable with others entering reports about events in which I 

was involved*

4.75±0.92

4.97±1.20

5.13±1.12

4.66±1.39

4.25±1.64

* revers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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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과 공정문화 인식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근무환경은 다음과 같다(Table 4). 간호사

의 간호근무환경은 결혼상태(t=5.19, p=.024), 근무부서(t=3.28, p=.042)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환자실보다 외과계 병동에서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연령, 성별, 학력, 총 임상경력, 환자안전 교육, 환자안

전 업무 참여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정문화 인식은 총 임상경력(F=2.92, p=.036)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총 임상경력 2년 미만인 사람이 6년 이상 ~ 

10년 이하인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은 연령, 

성별, 학력, 결혼상태, 근무부서, 근무스케줄, 환자안전 교육, 환자안전 업무

참여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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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Just Cultu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1)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Work Environment Just Culture

M±SD t or F(p) M±SD t or F(p)

Age (yr)

≤25

26~30

31~35

≥36

2.96±0.58

2.87±0.45

2.95±0.54

2.91±0.51

2.91±0.50

0.25(.861)

5.13±0.77

4.80±0.61

4.94±0.76

4.90±0.80

4.91±0.72

1.61(.189)

Gender Male

Female

3.00±0.49

2.90±0.50
0.44(.506)

5.01±0.68

4.90±0.72
0.23(.632)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85±0.49

3.06±0.49
5.19(.024)

4.87±0.71

5.02±0.30
1.30(.255)

Education ≤Bachelor

≥Master

2.89±0.51

3.05±0.40
1.73(.189)

4.89±0.70

5.04±0.83
0.72(.396)

Total clinical career(yr) <2a

2~5b

6~10c

≥11d

3.04±0.56

2.87±0.49

2.85±0.37

2.93±0.55

0.81(.489)

5.23±0.79

4.86±0.68

4.68±0.52

4.94±0.78

2.92(.036)

a>c

Type of unit Medicala

Surgicalb

ICUc

2.84±0.48

3.04±0.54

2.79±0.41

3.84(.024)

b>c

4.85±0.74

4.97±0.75

4.89±0.65

0.44(.644)

Work schedules 3 shift

Others*

2.91±0.49

2.88±0.58
0.08(.778)

4.89±0.69

5.10±0.92
1.15(.284)

Education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Yes

No

2.78±0.28

2.92±0.51
0.50(.479)

5.27±0.47

4.89±0.72
1.77(.185)

Participation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Yes

No

2.90±0.51

2.92±0.50
0.07(.781)

4.86±0.77

4.94±0.69
0.44(.507)

*  Others : 2 shift, Regular work, Night shift fixed.

ICU =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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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공정문화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공정문화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과 직무만족(r=.233, p=.006)과 간호근무환경 중

5 가지 하부영역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r=.347, p<.001),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r=.666, 

p<.001),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r=.598, p<.001),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r=.398,p<.001), 간호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r=.519, p<.001)로 공정문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직무스트레스(r=-

.162, p=.049)는 공정문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２２

Table 5. Correlation among Job Satisfaction, Job Stress,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Just Culture

(N=151)

Variables Just culture

Job Satisfaction .233(.006)

Job Stress -162(.049)

Nursing Work Environment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Just Culture

.564(<.001)

.347(<.001)

.666(<.001)

.598(<.001)

.398(<.001)

.519(<.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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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정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공정문화에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총 근무경력,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상관관계를 보였던 간호근무환경을 독립변수로 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296으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1.094~.927로 다중

공선성이 넘은 변인이 없었으므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15.15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이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공정문화에 대한 설명력은 52.5%였

다. 간호사의 공정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근무환경 중 양질의 간

호를 위한 기반(β=.470, p<.001), 총 임상경력 2년 미만(β=.163, p=.016),직

무만족(β=.164, p=.018), 간호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β

=.192, p=.038)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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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Influencing on Just Culture

(N=151)

Variables B SE β t P VIF

Total clinical career(ref.2~5)

<2

6~10

≥11

.309

-.063

.076

.127

.124

.111

.163

-.034

.046

2.436

-0.508

0.684

.016

.612

.495

1.288

1.302

1.313

Job satisfaction .114 .048 .164 2.391 .018 1.362

Job stress .002 .061 .002 0.029 .977 1.094

Nursing Work environment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101

.721

.134

.049

.192

.073

.147

.119

.089

.092

-.116

.470

.113

.041

.177

-1.379

4.892

1.126

0.544

2.091

.170

<.001

.262

.587

.038

2.044

2.662

2.927

1.641

2.062

R2=.72, Adj. R2=.52, F=15.1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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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이 연구는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을 파악하고,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이다.

이 연구 대상자의 공정문화 인식은 간호근무환경, 직무만족이 양의 상관관계

가 있었다. 간호근무환경 5개 하부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직무스트레스는 공정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

았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록 환자안전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를 고려할 때(Kim & Lee, 2019) 간

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정문화 인식을 국내 문헌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행

된 연구가 없어 해외 문헌과 공군조종사 대상의 문헌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 대

상자의 공정문화 인식의 평균 점수는 7점 만점에 4.91로 아일랜드 공군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의 3.41 (Malone & Darcy, 2019)보다 높으며, 공정문화 인식 점수

총합의 평균은 132.74로, 미국 간호대학생 대상 127.4 (Walker et al., 2020)보

다 높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 연구대상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건

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가환자 안전주의경보 공유, ‘환자안전사

건 소통하기’도입, 환자안전문화 개선의 노력 등이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

으로 생각한다. 

공정문화 인식의 하부영역 중 ‘균형’은 평균 4.56로 가장 낮았다. 이 영역

은 AHRQ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의 ‘오류에 대

한 비처벌적 반응’과 유사한 내용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 도구 하부 문항 중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와 일치했다(Kim & S. Lee, 

2019). 자율적으로 오류를 보고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공정문화의 정착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Second victim 보호를 위한 전략과 공정문화 정착을 통한 의료기관 차원의 일관

성 있는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는 개발 당시 4점 척도였으나,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Adelson & McCoach, 2010; Chyung, Roberts, Swanson, 

& Hankinson, 2017) 이 연구에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존 문헌과의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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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 문항의 응답결과의 1점은 1, 2점은 1.75, 3점은 2.5, 4점은 3.25, 5점

은 4로 리코딩 하여 산출하였다(Adelson & McCoach, 2010). 그 결과 간호근무환

경 인식은 5점 만점 기준 2.91±0.50 이었으며, 4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2.78이

었다. 이 결과는 서울 소재 3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2.58 (Cho 

et al., 2011),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2.5 (Han, Lee, Bae, & Kim, 

2015), 중소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2.39 (Kwon & Kim, 2012)보다 상대적으

로 높았다. 이는 연구대상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비교적 인적 물질적 자

원이 풍부하여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해외의 연구 중 간호근무환경을 마그넷 인증 여부에 따라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다. 미국의 마그넷 병원은 간호사의 높은 리더십, 간호사에게 다양한 권한 부

여, 혁신과 전문적인 간호가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직무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낮고, 간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으로 인증된 병원이다. 간호사의 간호근무환

경은 마그넷 인증 병원의 경우 평균 2.95, 마그넷 비인증 병원은 2.5로 인식하

였다(Lake, 2002). 마그넷 병원의 인력 관리 및 간호사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간호인증과정이 간호근무환경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정문화, 간호근무환경 인식 정도를 살펴

본 결과, 공정문화는 총 임상경력에 따라, 간호근무환경은 결혼 여부와 근무 장

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 미혼보다 기혼이

간호근무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중환자실보다 외과 병동이 간호근무환경

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공정문화 인식은 총 임상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6

년 이상 ~ 11년 미만인 사람보다 높게 인식했다. 기존 국내 문헌의 환자안전문

화 인식 조사의 경우 11년 이상, 16년 미만일 경우 가장 낮게 인식(M. Kim & S. 

Lee, 2019)했던 결과와 유사했다. 이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업무 부담이 증가함

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환자안전 교육을 이수하였으

며(95.4%), 환자안전 교육 여부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참여여부는 공정문화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환자안전 관련 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했

으며, 연령 및 경험과 공정문화는 관련이 없다(von Thaden et al., 2006)는 기

존 문헌과는 상반되었다. 연구 대상자가 이수한 환자안전 교육은 필수과정으로

개설된 온라인 강의였으며, 공정문화 인식에 차이는 없었다. 추후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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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환자안전 교육 및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상급 환자안전 교육 마련 등

공정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자안전 교육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 공정문화 인식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양질의 간

호를 위한 기반’이었다. 간호사를 위한 인력, 물질 지원, 간호사의 참여, 의사

와의 관계보다 간호를 위한 기반이 공정문화에 더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 항목은 환자중심의 간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Kim (2011)은 환자중심

의료와 간호가 환자안전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임을 밝힌 바 있다. 기존의 문헌

과 유사하게 환자 간호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과 간호철학이 공정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연속성 확보, 의학 모델과 구분된 간호학 모델

과 계획 수립, 간호 전문성 및 자긍심 고취가 공정문화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간호철학 공유와 간호사의 윤리의식 고취를 통해 공정문

화를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 ‘간호관리자의 능력·리더십·간호사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공정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간호관리자의 적절한 리더십 발휘의 영향으로

간호사가 환자안전에 대해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정은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안전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안전사건 보고와

상관관계가 있다(Lee, Ryu, Park, & Choi, 2016)는 선행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간호관리자가 간호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관리자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훌륭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간호사를

동기부여 시키고 공정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결과, 총 임상경력이 2년 미만인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이 2년 이상~ 

5년 이하인 간호사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학생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공정문화 인식이 낮았던 결과(Walker et al., 2020)와 맥락이 동일하다. 임상

경력이 높을수록 직책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량의 증가와 교육자, 중재자로서의

직무 부담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공정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한 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공정문화 중재 프로그램 적용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무만족도가 공정문화에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는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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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Gong & Son, 2012)는 기존 문헌과 유사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연령, 배우자, 직위, 부서, 안전사고 경험, 건강상태, 간호업무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Gong & Son, 2012), 직무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사의 건강관리 및 간호업무량 조절 등 직무만족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간호근무환경이 공정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간호를 위한 기반을 갖춘 환경과 간호관리자의 적절한 리더십 발휘가 공정문화

를 높이기 위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둘째, 간호사를 대상

으로 국내에서 공정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만족을

위한 방안이 요구됨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결과 직무만족이 공정문화에 영향을 끼

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5점 척도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뢰도와 타당도

가 낮아 설명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와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공정문화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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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을 파악하고 공정문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시도된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간호사의 공정문화는 간호근무환경과 직무만족이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근무환경 개선과 직무만족 증진이 공정문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간호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자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학 공유, 활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간호 연

속성 확보, 환자를 위한 서면화 된 간호계획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

간호사를 적절하게 보상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관리자가 훌륭한 역

할 모델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중재를 통

해 공정문화 인식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사에게 적합한 공정문화 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과 공정문화

의 관계를 파악하는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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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 제목 :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

적은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의 공정문화 인식을 확인하고 공정문화 인식의 영

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간은 IRB승인일 이후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총 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 설문지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표시하시면 되고 한 문항도 빠트리지 않고 끝까지 답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작성에 요구되는 예상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바쁘시

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에 대한 참여와 중단은 자발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자

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연구대상자의 정보

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암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연구자 개

인 공간에 보관할 예정이며 연구자에 의해서만 자료가 다루어지도록 할 예정입

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후에는 향후 점검을 위해 연구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을 할 예정이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종이문서는 파쇄하고 전자문서는 영

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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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

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성명 :                      (서명)

동의 날짜 :       년       월        일

연구자 성명 :                     (서명)

날짜 :         년      월        일

울산대학교 임상전문간호학

석사과정생

이가선

lgs2362@naver.com

010-3745-2372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임상연구 참여자로서의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누군가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아래의 번

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연구보호센터 02-3010-7285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 02-301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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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일반적 특성

1. 연령 : (만           세)

2. 성별 :  r 남    r 여 

 

3. 결혼 상태 : r 미혼  r 기혼 

 

4. 귀하가 이수한 최종 간호교육 과정은 무엇입니까?

r 전문학사 졸업  r 학사 졸업  r 석사 졸업  r 박사 졸업

5. 귀하의 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r 병동 (병동명 :                        )

r 중환자실 (중환자실명 :                )

r수술실

r 응급실

r 기타 (부서명 :)

6. 귀하의 총 임상경력과 현재 근무부서에서의 근무 경력을 적어주십시오.

임상 총 경력     (    ) 년 (    ) 개월

현재 근무지 경력 (    ) 년 (    ) 개월

7. 귀하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r 3교대     r 2교대     r 상근직     r 야간 전담

8. 현재 직무에 만족하십니까?

r 매우 만족, r 만족, r 보통, r 불만족, r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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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재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어떻습니까?

r 심하다 r 약간 있다 r 보통이다 r 없는 편이다 r 전혀 없다

10.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r  아니오

r  예 (                     교육 내용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1. 병원, 병동 내에서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까?

r 아니오 

r 예 (                           구체적인 역할과 직책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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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호근무환경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간호근무를 위한 진료지원 부서의 충분한 지원

서비스(직접간호 외 병동업무지원 서비스)가 있

어서 환자와 보낼 시간이 많다.

2 업무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좋다.

3 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지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4
간호사의 적극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이 있다.

5
간호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경력개발, 

발전의 기회)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6
일반간호사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있다.

7

동료간호사들과 함께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

다.

8
양질의 간호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간호사 인력

이 있다.

9 간호관리자는 행정능력과 지도력을 갖추었다.

10
일반간호사가 간호과장(부장)을 만나기 쉽고 접

근이 용이하다.

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

12 우수한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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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의료진들은 높은 수준의 간호를 기대한다.

14
간호관리자는 다른 부서의 최고관리자들과 동일

한 권력과 권위를 갖는다.

15 간호사와 의사와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

16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17
환자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학이

공유된다.

18 임상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께 일한다.

19
간호관리자는 의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의사결정

시에 간호사를 지지한다.

20
경영진은 간호사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그에 반

응한다.

21 활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22
병원, 조직 내부의 운영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한

다.

23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한다.

24 신규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있다.

25 간호가 의학모델이 아닌 간호학에 기초한다.

26
일반간호사들은 병원, 조직 및 간호위원회에 참

여할 기회를 가진다.

27
간호관리자는 일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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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모든 환자를 위해 서면화된 간호계획이 업데이

트 된다.

29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배정하여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Ⅲ.공정문화 측정 도구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환자안전사건 : 환자안전을 위협했거나 위협할 수 있는 근접오류를 포함한 모든 사건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1
간호관리자는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보를 잘

공유한다.

2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어난 환자안전사건을 잘

모른다.

3
나는 종종 환자안전사건 이후의 과정을 제외한

결론에 대한 것만 듣는다.

4
간호사들은 관리자와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이

야기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

5 관리자들은 대체로 직원의 제안을 존중한다.

6
직원은 좋은 생각이나 걱정거리를 관리자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

7
나는 개선을 위한 나의 제안이 신중하고 진지

하게 평가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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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8
나는 관리자들이 대체로 옳은 일을 한다고 믿

는다.

9
환자안전사건에 관여한 간호사들은 주로 비난

받는다.

10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사건에 관련된 징계 조치

에 공포를 느낀다.

11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팀은 그 사건

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프로세스를 점검

한다.

12
나는 내가 관련된 환자안전사건 보고서 작성이

불편하지 않다

13
간호사들은 서로를“고자질”하기 위해 환자안

전사건 보고를 이용한다.

14
동료 간호사는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만류하는

편이다.

15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은 사용이 쉽다.

16
환자안전사건이 보고되면 사건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17
나는 근무시간 내에 환자안전사건 보고를 할

수 있다.

18
간호관리자는 내가 환자안전사건을 보고하도록

격려한다.

19
환자안전사건 보고로 인해 개선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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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약간

그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약간

그렇

다

그

렇

다

매우

그렇

다

20
병원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한다.

21
환자안전사건을 보고함으로써, 나는 병원을

환자들에게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22
병원은 환자안전사건이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다.

23
병원은 환자안전사건에 관련된 직원을 평가할

때, 공정하고 균형 있는 체계를 사용한다.

24
나는 병원이 환자안전사건을 공정하게

다룬다고 믿는다.

25 병원은 내규와 정책을 잘 지킨다.

26
나는 다른 사람이 관여한 환자안전사건 보고가

불편하지 않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관여한 환자안전사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편하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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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Influencing Nurses' Perception

of Just Culture 

Lee, Ga Seon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Park, Jeong Yun, RN,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nurses' 

perception of just culture,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just cultur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8, 2020 to April 23, 

2020 for 168 nurses at hospital in Seoul. The research tools were 

Petschonek’s JCAT, modified by the researchers and K-PES-NWI.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4.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age of 151 nurses was 30.46±6.30 years, gender was 92.1% 

of female and 7.9% of men, total clinical career was 7.1 ± 6.24 years on 

average.

2. The mean±SD Just culture perception (range:1-7) of participants was

4.91 ±.72, Among the six subscales, the 'feedback and communication' was 

the highest at 5.4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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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ust culture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otal clinical experience (F=2.92, p=0.36). Nursing work environmen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arital status(t=5.19, p=.024), Type 

of Unit(t=3.28, p=.042). 

4. Nurses’ perception of just cultur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r=.223, p=.006), Nursing work environment

(r=.564, p<.001),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r=-.162, 

p=.049).

5. Factors influencing just culture were ‘nursing foundation for quality of 

care’(β=.470, p<.001), ‘nurse manager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β=.192, p=.038), total clinical career less than 2years(β=.163, p=.016), 

job satisfaction(β=.164, p=.018).

Based on these results, intervention for the improvement of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job satisfaction can be effective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just culture, additionally, the program to improve just culture perception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Key words : Just culture, Nursing work environment, Job satisfaction, 

Job stress,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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