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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환자안전풍토 구축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 일 종합병원 간호사 202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5

일부터 3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

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97.0%였고, 평균 연령은 32.20±7.47세였다. 4년제 졸

업이상이 72.8%, 일반간호사가 90.6%, 교대근무자가 69.3%였다. 총 임상경력

은 평균 8.75±7.46년, 현 부서경력은 평균 3.72±3.49년이었고, 의사소통교육은

43.1%가 참여하였다.

2. 대상자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은 3.23±0.33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별 결과

는 개방성 3.36±0.46점, 정확성 3.01±0.47점, 직종 간 상호이해 3.00±0.55점, 근

무 조 간 의사소통 3.55±0.61점, 만족도 3.31±0.59점, 적시성 3.74±0.50점이었다.

3. 대상자의 환자안전풍토는 3.12±0.39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별 결과는 병

원영역 2.82±0.63점, 부서영역 3.22±0.45점, 개인/대인관계영역 3.35±0.48점, 기

타 요소 3.35±0.83점이었다.

4. 의료인 간 의사소통은 나이(F=4.444, p=.005), 직위(t=-2.108, 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안전풍토는 나이(F=8.136, p<.001), 결혼 상태

(t=-3.279, p=.001), 직위(t=-3.782, p<.001), 근무형태(t=2.574, p=.011), 총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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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F=9.073, p<.001), 의사소통교육 참여(t=2.497, p=.013)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5. 환자안전풍토는 의사소통 만족도(r=.515, p<.001), 직종 간 상호이해(r=.503,

p<.001), 근무 조 간 의사소통(r=.440, p<.001), 개방성(r=.366, p<.001), 적시성

(r=.298, p<.001), 정확성(r=.28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은 직종 간 상호이해(β=.294, p<.001), 근무 조 간 의

사소통(β=.239, p=.001), 정확성(β=.208, p<.001), 의사소통교육 참여(β=.136,

p=.012)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6.7%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환자안전풍토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인 간 의사소통 향상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종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의

사소통 도구를 사용한 의사소통교육 및 훈련과 조직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환자안전, 환자안전풍토, 의사소통, 교육,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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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James, 2013).

미국의학 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환자안전을 중요한 관심사로 인

식하고 환자안전과 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안전문화 형성을 강

조하였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자안전과 보건의

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위한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Lee & Lee, 2009).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해사례가 발

생하게 되며(Clancy, 2005) 의료분쟁과 소송에 따른 의료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

담은 방어 진료를 증가시켜 환자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Stewart et al., 2005).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오류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자안전풍토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Singer et al., 2009). 환자안전풍토는 문

화의 하위개념으로 조직의 안전문화에 대한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Ostroff,

Kinicki, & Muhammad, 2012). 문화는 기본 가치 및 신념을 포함하고 있어 변화

에 오랜 시간이 걸리나 풍토는 문화보다 범위가 작고 변화가 쉬운 측면이 있다

(Sohn, 2012). 긍정적인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직원과 경영진의 인식은 근무환경

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향상시킨다(Agnew, Flin, &

Mearns, 2013). 따라서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Weaver et al., 2013).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으로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리더십, 조직의 안전규정

과 절차, 적절한 보고시스템, 개방적 의사소통 등이 보고되고 있다(Colla,

Bracken, Kinney, & Weeks, 2005; Walston Stephen, Al‐Omar Badran, & Al‐

Mutari Faisal, 2010). 그중 의료인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환자안전풍토 조성

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교환함

으로써 환자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환자결과를 향상시킨다.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이 개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환자안전문화는 향상된다(Blegen et al.,

2010; Souza Settan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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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간에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

하며 이는 환자안전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Ellison, 2015). 긴급하고 복잡한 환자

상태, 구두처방으로 인한 부정확한 의사소통,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 따른 의사소

통 장애 등은 의사소통 오류의 원인이다(Lee, 2015).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오류

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영구적 손상 또는 사망을 일으키는 적신호 사건의 가

장 빈번한 원인 중 하나이다(Steelman, Shaw, Shine, & Hardy-Fairbanks,

2019).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하면 팀워크가 저하되고 환자는 의료사고에 노출되

며, 이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시스템에 대한 환자

의 신뢰를 떨어뜨린다(von Knorring, Griffiths, Ball, Runesdotter, & Lindqvist,

2020).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문화 조성과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간호사

는 의료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Cho, Kim, Cho, & Nam, 2013) 긍정적 참여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환자안전풍

토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Alingh, van Wijngaarden, van de

Voorde, Paauwe, & Huijsman, 2019).

국내의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연구는 조직의 환자안전풍토 수준을 확인하거나

환자안전풍토가 안전이행(Choi & Kim, 2016; Kim, 2015; Sohn, 2012), 환자안전

관리활동(Jang & Shin, 2016), 환자안전태도(No, 2017) 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

과가 대부분으로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환자안전풍토와 의료인 간 의사소통을 파악하고,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의 환자

안전풍토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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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인 간 의사소통, 환자안전풍토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풍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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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란 간호사와 의사, 간호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으로 개방

적 의사표현, 정보전달의 정확성과 적시성, 직종 간의 상호이해, 근무 조 간 의사

소통, 만족도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Shortell, Rousseau, Gillies, Devers, &

Simons, 1991). 이 연구에서는 Cho 등(2013)이 번역한 ICU Nurse-Physician

Questionnaire 의사소통도구로 측정한 간호사의 인식정도를 의미한다.

2) 환자안전풍토

환자안전풍토란 조직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인 안전 절차, 관리, 직원 역

량 등의 현재 상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말한다(Flin, Mearns,

O'Connor, & Bryden, 2000). 이 연구에서는 Sohn (2012)이 번역한 Patient

Safety Climate in Healthcare Organization (PSCHO)으로 측정한 간호사의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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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환자안전풍토

환자안전풍토는 조직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인 안전 정책, 절차, 보상,

지원, 관리, 직원 역량 등의 현재 상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로 안전문화

의 현재 상태이다. 또한 조직내에서 개인이 경험하여 지각하는 안전에 대한 중요

도나 가치에 대해 조직원이 공유하는 인식을 말한다(Ostroff et al., 2012).

조직문화에서 문화와 풍토라는 용어는 상당히 중복되지만 범위와 깊이에 대하

여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문화는 조직의 기본 가치 및 신념으로 포괄적이며 변

화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으나 풍토는 쉽게 측정이 가능하고 변화가 더 쉬운 측

면이 있다. 따라서 임상의 및 직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연구는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연구로 분류된다(Sohn, 2012; Weaver et al., 2013). 환자안전풍토는 환자안

전분위기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 풍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환자

안전풍토로 사용하였다.

환자안전과 치료의 질 개선에 있어 조직의 환자안전풍토는 매우 중요하다

(Weaver et al., 2013). 환자안전풍토는 업무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이러한 근무

환경의 변화는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므로 환자상태가 복잡할수록 긍정

적인 환자안전풍토를 조성해야 한다(Alves & Guirardello, 2016; Hessels &

Larson, 2016). 환자안전풍토는 직원이 안전표준을 준수하고 안전활동에 참여할

때 더욱 강화된다. 환자안전풍토가 높을수록 의료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 준

수율이 높고 직원안전사고가 감소한다(Hessels & Larson, 2016).

환자안전풍토는 병원의 규모와 근무부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직원의 환자

안전풍토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활동을 해야 한다

(Deilkås, Hofoss, Husebo, & Bondevik, 2019). 간호사는 환자와 24시간 함께하

며 주요 의료기기 등을 다루므로 환자안전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병원의 환자안전풍토 향상을 위하여 일선 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환자안전풍토를 평가해야 한다(Wagner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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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인식은 부서영역이 병원영역보다 높았다. 부서

영역에서 관리자의 지지와 근무지의 안전규범은 높았으나 안전증진 노력에 대한

인식과 지지는 낮았다. 병원영역에서 안전을 위한 조직자원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안전한 간호제공을 위한 근무환경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No, 2017). 간호사는

업무문제 보고와 오류 발생에 대하여 비난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

다. 이는 오류보고를 장려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하므로 의료인 간의 효

과적인 의사소통과 오류보고, 팀워크를 지향하는 병원문화의 변화전략을 설계해

야 한다(Ghahramanian, Rezaei, Abdullahzadeh, Sheikhalipour, & Dianat, 2017).

부서영역의 환자안전풍토는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천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의 실천은 의무보고가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므로 부서영역의 환자안전풍토에 더 영향을 받는다(Kim & Hwang,

2018). 부서영역의 환자안전풍토가 높을수록 약물오류 보고율은 증가하며 그로

인한 오류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부서관리자의 긍정적인 피드

백과 지원은 조직의 안전환경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Lee, 2016).

환자안전풍토에 대해 긍정적인 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 받고 좋

은 업무관계를 유지하며 근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었다(Alves, Silva,

& Guirardello, 2017). 그러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는 환자

안전풍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Gurkova et al., 2019). 근무지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동료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부서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Choi & Kim, 2016).

환자안전풍토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진의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환

자안전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강조와 실천에 대하

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inger et al., 2009). 의료인 간의 의

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팀워크 교육을 시행하고 기술을 훈련하며 안전문제에

관하여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Blegen et al., 2010). 사람은 누구나 실수

를 할 수 있으므로 인적오류(Human Error)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시스템을 개

선하고 교육과 학습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자안전사건 발생 시 근본원인을

분석(Root Cause Analysis)하여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안전한 시스템의 설

계를 위한 리더십 발휘, 인간의 한계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 효과적인 팀 활동

장려 등의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Kim, 2016; Lee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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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으로서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은 경영진의 리더십, 조직의 안전규정과 절차, 개방적

의사소통, 적절한 보고시스템 등이 있다(Colla et al., 2005; Walston Stephen et

al., 2010). 이 중에서 의료인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의료오류를 감소시키고

다른 팀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Olds, Aiken, Cimiotti, & Lake, 2017) 환자안전풍토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

겨진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적의 기능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한다. 그러나 개방적이지 않은 의사소통, 환자정보의 부정확한 전달, 효과적

이지 않은 인수인계로 인해 의료오류가 증가한다(Jukkala, James, Autrey,

Azuero, & Miltner, 2012; Tschannen & Lee, 2012).

의료인 간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

킨다(Ghahramanian et al., 2017). 그러나 의료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충분한 시

간을 할애하지 않으며(Gordon, Deland, & Kelly, 2015) 간호사들은 임상실무 현

장에서 의사 및 동료 선후배와의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Cho et

al., 2013).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은 개방성, 정확성, 적시성, 직종 간 상호이해, 근무 조 간

의사소통 및 만족도를 포함하며 여러 차원에서 측정된다(Shortell et al., 1991).

개방적 의사소통과 직종 간 상호이해는 의사소통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환자안전

과 관련된 책임공유, 간호사의 자기주장,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팀워

크 등은 의사소통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팀 중심적 사고가 아닌 수직적 명령체계

를 중시하는 유해한 조직문화, 표준화되지 않은 의사소통, 환자인계 시 발생하는

의사소통 오류, 바쁜 업무로 인한 의사소통의 기회부족, 간호사의 의견을 무시하

는 의사의 태도에 대한 거부감, 환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 등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다(Ahn & Lee, 2019; Tan, Zhou, & Kelly, 2017).

의료인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신

뢰형성이다. 일관된 상호작용과 다학제 교육으로 역할 명확성, 의사결정 공유, 협

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향상될 수 있다(Tschannen & Lee, 2012). 개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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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은 팀협업을 향상시키고(Liu, Gerdtz, &

Manias, 2016)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조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킨

다(Ghahramanian et al., 2017). 의사소통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서로의 역할에 대

한 인식차이를 알고 전문성을 인정하며 개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적 차원

의 의사소통 촉진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Park, 2015).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 의사소통 훈련은 팀워크와 환자안전풍토 향상에 효과

적이다(Weaver et al., 2013). TeamSTEPPS는 의사소통과 팀워크 기술을 개선하

여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기반 팀 훈련 프로그램이다. 팀 구조와 의사

소통, 리더십, 상황 모니터링, 상호지원의 학습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명확한 정

보를 전달할 수 있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9).

SBAR는 의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줄이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환자의 상황(Situation), 배경(Background), 사정(Assessment),

제안(Recommendation)을 의미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다

(Stewart, 2017). CUS는 “I′m concerned about, I′m uncomfortable, This is a

safety issue”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돕는 세 단계 프로세스이다. 인수인계 시 구조화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활용

하면 정보누락을 예방하고 일관되고 신빙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Kim,

2016; Lee, 2015).

조직의 환자안전풍토 구축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조직학습과 관리지원이 필요

하다. 오류 보고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과 오류보고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Ghahramanian et al., 2017). 국내병

원의 조직문화는 주로 수직적이고 보수적으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Kim, 2016). 수직적 의사소통은 위계문화를 지속시키며 과도한

긴장상태를 일으켜 환자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환자안전에 대한 책임공유를 통해 수평적인 의사소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Ahn & Le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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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일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

행하였다. 임상현장에서 의사 및 간호사와 직접 의사소통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상근무경력 3개월 이하의 신규간호사와 수간호사 이외의 관리자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산출하였다(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

력, 직책, 근무부서, 근무형태, 부서이동 경험, 총 임상경력, 현 부서경력, 의사소

통교육 참여, 의료인 간 의사소통 등의 13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양측검정에

서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1-β) .95, 유의수준 α .05를 기준으로 총 189명이 산

출되었다. 대상자 탈락 10%를 고려하여 대상자 21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

며, 205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7.6%). 작성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하고 최종분

석에 포함된 대상자수는 총 20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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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의료인 간 의사소통은 Shortell 등(1991)이 개발한 ICU Nurse-Physician

Questionnaire를 Cho 등(2013)이 번역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도구의 사용을 위하

여 원저자와 번역자에게 전자메일로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도구는 자

가보고형 설문지로 총 30문항이며 간호사-의사의 의사소통 16문항, 간호사-간호

사의 의사소통 11문항, 전반적 의사소통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사-의사

간의 의사소통은 총 16문항으로 개방성 4문항, 정확성 3문항, 직종 간의 상호이

해 8문항, 전반적 만족도 1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사-간호

사 간의 의사소통은 총 11문항으로 개방성 4문항, 정확성 4문항, 근무 조 간 의

사소통 2문항, 전반적 만족도 1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

의사소통은 적시성을 의미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정

응답 문항(2, 4, 7, 18, 20, 22, 24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는 문항의 응답

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점수 범위는 최저 30점부터 최고 15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한국어

판 도구의 Cronbach’s α는 .89였다. 이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는 개

방성 .75, 정확성 .74, 직종 간 상호이해 .86, 근무 조 간 의사소통 .75, 적시성

.75, 전반적 만족도 .58이었으며 전체문항의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 환자안전풍토

환자안전풍토는 Singer등(2009)이 개발한 Patient Safety Climate in Healthcare

Organization (PSCHO)을 Sohn (201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사용

을 위하여 원저자에게 전자메일로 도구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도구는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 총 39문항이며 병원영역 12문항, 부서영역 21문항, 개인/대인관

계 영형 4문항, 기타 요소 2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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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부정응답 문항(15, 16, 32, 36, 37, 38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는 문

항의 응답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점수 범위는 최저 39점부터 최고 195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44~.80이었다. 이 연구에서 하위영역

별 Cronbach’s α는 병원영역 .92, 부서영역 . 91, 개인/대인관계영역 .39, 기타 요

소 .66이었으며 전체문항의 Cronbach’s α는 .92였다.

3)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책, 근무부서, 근무형태,

부서이동 경험, 총 임상경력, 현 부서경력, 의사소통교육 참여의 11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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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자 소속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의 목적과 진행에 대한

승인(IRB No. 2020-02-019-0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자료 수집은 간

호본부에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였다. 설문 시행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가 문서화된 연구동의

서에 서명을 한 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개인정보 및 연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호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식별번호는 임의의 연구대상자 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고 추후 연구결과를 출판할 시에도 개인식별 정보는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

고 연구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영구적으로 파쇄

할 예정이다.

5.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의 자료는 SPSS version 25.0(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는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4) 대상자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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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96명(97.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2.20±7.47세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132명

(65.3%), 기혼 70명(34.7%)이었다. 학력은 3년제 졸업이 39명(19.3%), 4년제 졸업

147명(72.8%), 대학원 이상 16명(7.9%)이었다. 직위는 일반간호사 183명(90.6%),

책임간호사 11명(5.4%), 수간호사 8명(4.0%)이었다. 근무부서는 외과계 병동43명

(21.3%), 내과계 병동 45명(22.3%), 중환자실 35명(17.3%), 수술실 25명(12.4%),

응급실 20명(9.9%), 외래 34명(16.8%)이었다. 근무형태는 상시근무 62명(30.7%),

교대근무 140명(69.3%)이었으며 부서이동 경험은 예 113명(55.9%), 아니오 89명

(44.1%)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8.75±7.46년이었고, 현 부서경력은 평균

3.72±3.49년이었으며 의사소통교육 참여는 예 87명(43.1%), 아니오 115명(56.9%)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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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196 (97.0)

Male 6 ( 3.0)

Age (yr) ≤25 24 (11.9) 32.20±7.47

26-30 84 (41.6)

31-35 49 (24.2)

≥36 45 (22.3)

Marital status Unmarried 132 (65.3)

Married 70 (34.7)

Education College 39 (19.3)

Bachelor 147 (72.8)

≥Master 16 ( 7.9)

Position Staff nurse 183 (90.6)

Charge nurse 11 ( 5.4)

Head nurse 8 ( 4.0)

Department Surgical ward 43 (21.3)

Medical ward 45 (22.3)

ICU 35 (17.3)

OR 25 (12.4)

ER 20 ( 9.9)

OPD 34 (16.8)

Work pattern Regular work 62 (30.7)

Shift work 140 (69.3)

Experience of rotation Yes 113 (55.9)

No 89 (44.1)

Clinical career (yr) ≤3 46 (22.8) 8.75±7.46

4-8 73 (36.1)

9-13 45 (22.3)

≥13 38 (18.8)

Working unit career (yr) ≤3 116 (57.4) 3.72±3.49

>3 86 (42.6)

PCE Yes 87 (43.1)

No 115 (56.9)

ICU=Intensive care unit; OR=Operating room; ER=Emergency room; OPD=Outpatient

department; PCE=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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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Nurse-Nurse Nurse-Physician Total

M±SD

CHP 3.23±0.33

Openness 3.62±0.58 3.09±0.62 3.36±0.46

Accuracy 3.12±0.60 2.87±0.55 3.01±0.47

Understanding NA 3.00±0.55 3.00±0.55

Shift Communication 3.55±0.61 NA 3.55±0.61

Satisfaction 3.58±0.67 3.03±0.80 3.31±0.59

Timeliness 3.74±0.50 3.74±0.50

CHP=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NA=Not applicable.

2.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

1) 의료인 간 의사소통의 하위영역별 분석

대상자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 의료인 간 의

사소통은 5점 만점에 3.23±0.33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점수는 적시성 3.74±0.50점,

근무 조 간 의사소통 3.55±0.61점, 개방성 3.36±0.46점, 만족도 3.31±0.59점, 정확

성 3.01±0.47점, 직종 간 상호이해 3.00±0.5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의사의 의사소통 하위영역별 점수는 적시성 3.74±0.50점, 개방성

3.09±0.62점, 만족도 3.03±0.80점, 직종 간 상호이해 3.00±0.55점, 정확성 2.87±0.55

점이었다. 간호사와 간호사의 의사소통 하위영역별 점수는 적시성 3.74±0.50점,

개방성 3.62±0.58점, 만족도 3.58±0.67점, 근무 조 간 의사소통 3.55±0.61점, 정확

성 3.12±0.60점이었다.

Table 2.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N=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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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인 간 의사소통의 문항별 분석

대상자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의 문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

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 문항별 점수에서 점수가 높은 문항은 적시성의 ‘환자 돌

봄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 간호사들은 적시에 의사들을 호출한다’ 3.81±0.69점, ‘나

는 내가 필요로 할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3.75±0.55점, 개방성의

‘우리 부서 내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쉽다’ 3.80±0.70점이었다. 점수

가 낮은 문항은 정확성의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의 정확

성을 다시 조사하고 확인해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역문항) 2.39±0.80점,

직종 간 상호이해의 ‘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매일 기대된다’

2.46±0.81점, ‘함께 일하는 의사들은 다른 근무 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79±0.8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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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SD

1. It is easy for me to talk openly with the physicians in this unit. 3.11±0.84

2. I can think of a number of times when I received incorrect information

from physicians in this unit.*
3.03±0.74

3.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and physicians in this unit is very open. 3.25±0.78

4. It is often necessary for me to go back and check the accuracy of

information I have received from physicians in this unit.*
2.39±0.80

5. I find it enjoyable to talk with physicians in this unit. 2.86±0.71

6. It is easy to ask advice from physicians in this unit. 3.16±0.79

7. I feel that certain physicians don't completely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3.17±0.68

8. Nurse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physician goals. 3.38±0.73

9. Nurse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physicians' treatment plans. 3.52±0.68

10. Physicians are readily available for consultation. 3.16±0.83

11. Physician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nursing objectives. 2.85±0.79

12. Nursing care plans are well understood by physicians in this unit. 2.84±0.79

13. There is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and physicians across

shifts.

2.99±0.81

14. Physicians associated with the unit are well informed regarding events

occuring on other shifts.

2.79±0.85

15.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physicians in this unit each day. 2.46±0.81

16.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and

physicians?

3.03±0.80

17. It is easy for me to talk openly with the nurses in this unit. 3.59±0.73

18. I can think of a number of times when I received incorrect information

from nurses in this unit.*
3.19±0.76

19.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in this unit is very open. 3.49±0.69

20. It is often necessary for me to go back and check the accuracy of

information I have received from nurses in this unit.*
2.84±0.75

21. I find it enjoyable to talk with other nurses in this unit. 3.59±0.75

22.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assed among nurses of this unit leaves

much to be desired.*
3.34±0.74

23. It is easy to ask advice from nurses in this unit. 3.80±0.70

24. I feel that certain this unit nurses don't completely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3.10±0.82

25. There is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across shifts. 3.48±0.65

26. Nurses associated with the unit are well informed regarding events

occuring on other shifts.

3.61±0.70

27. How satisfied are you with the nurse-to-nurse communications? 3.58±0.67

28. I get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patients when I need it. 3.75±0.55

29. When a patient's status changes, I get relevant information quickly. 3.65±0.61

30. In matters pertaining to patient care, nurses call physicians in a timely

manner.

3.81±0.69

* Reverse Item

Table 3. Responses for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Items

(N=202)



- 18 -

3. 환자안전풍토

1) 환자안전풍토의 하위영역별 분석

대상자의 환자안전풍토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의 환자안전풍토는 5점

만점에 3.12±0.39점으로 하위 영역별 점수는 병원영역 2.82±0.63점, 부서영역

3.22±0.45점, 개인/대인관계영역 3.35±0.48점, 기타 요소 3.35±0.83점이었다.

병원영역의 항목별 점수는 환자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강조 2.92±0.74점, 병원경

영진의 몰입 2.87±0.69점, 안전을 위한 조직자원 2.69±0.69점 순이었다. 부서영역

의 항목별 점수는 근무지의 안전규범이 3.45±0.49, 부서관리자의 지지 3.38±0.54

점, 문제에 대한 반응정도 3.37±0.63, 심리적 안전보장 3.33±0.61, 집단 학습

3.24±0.58점, 안전증진 노력에 대한 인식과 지지 2.65±0.65점 순이었다. 개인/대인

관계영역에서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은 4.01±0.73점이었으나 비난/처벌에 대한 두

려움은 2.69±0.6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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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M±SD

Patient Safety Climate 3.12±0.39

Hospital contributions to safety climate 2.82±0.63

Senior managers’ engagement 2.87±0.69

Organizational resources for safety 2.69±0.69

Overall emphasis on patient safety 2.92±0.74

Work-unit contributions to safety climate 3.22±0.45

Unit managers’ support 3.38±0.54

Unit safety norms 3.45±0.49

Unit recognition and support for safety efforts 2.65±0.65

Collective learning 3.24±0.58

Psychological safety 3.33±0.61

Problem responsiveness 3.37±0.63

Interpersonal contributions to safety climate 3.35±0.48

Fear of shame 4.01±0.73

Fear of blame and punishment 2.69±0.62

Provision of safe care 3.35±0.83

Table 4. Patient Safety Climate

(N=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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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안전풍토의 문항별 분석

대상자의 환자안전풍토 문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Table 5). 대상자의 환자안전

풍토 문항별 점수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개인/대인관계영역의 ‘큰 실수를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문항)

4.02±0.82점이었다.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부서영역의 ‘이 근무지(병동)는 나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성과를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인정해준다’ 2.22±0.92점이었다.

환자안전풍토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병원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

은 ‘전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환자안전의 수준은 증진되고 있다’ 3.21±0.84점이

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나는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장비)을 제공 받는다’ 2.29±0.89점이었다. 부서영역에서 가장 점

수가 높은 문항은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정해진 업무 규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다’ 3.75±0.66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이 근무지(병동)는 나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성과를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인정해준다’ 2.22±0.92점이었다.

대인관계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큰 실수를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역문항) 4.02±0.82점이었으며 가장 점

수가 낮은 문항은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한다면,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

다’(역문항) 2.62±0.7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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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SD

1. Senior management has a clear picture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patient care.

2.82±0.89

2. Senior management has a good idea of the kinds of mistakes that

actually occur in this facility.

2.76±0.83

3. Senior management supports a climate that promotes patient Safety. 2.98±0.91

4. Senior management considers patient safety when program changes

are discussed.

3.19±0.76

5. Patient safety decisions are made by the most qualified people, regardless

of rank or hierarchy.

2.65±0.93

6. Good communication flow exists up and down the chain of command

regarding patient safety issues.

2.79±0.80

7. I have enough time to complete patient care tasks safely. 2.60±0.91

8. I am provided with adequate resources (personnel, budget, and

equipment) to provide safe patient care.

2.29±0.89

9. I have received sufficient training to enable me to address patient

safety problems.

3.21±0.76

10. This facility devotes sufficient resources to follow up on identified

safety problems.

2.67±0.84

11. Compared with other facilities in the area, this facility cares more

about the quality of patient care it provides.

2.63±0.89

12. I have never witnessed a coworker do something that appeared to me

to be unsafe patient care.

3.28±0.97

13. Management in my unit helps me overcome problems that make it

hard for me to provide safe patient care.

3.41±0.76

14. In my unit, management puts safety at the same level of importance

as meeting the schedule and productivity.

3.27±0.76

15. Clinicians who make serious mistakes are usually punished.* 2.76±0.85

16. Whenever pressure builds up, management in my unit wants us to

work faster, even if it means taking shortcuts that might negatively

affect patient safety.*

3.46±0.75

17. My unit takes the time to identify and assess risks to ensure patient

safety.

3.10±0.73

18. My unit does a good job managing risks to ensure patient safety. 3.39±0.68

19. In my unit, there is significant peer pressure to discourage unsafe

patient care.

3.42±0.69

20. In my unit, anyone found to intentionally violate standards or safety

rules is corrected.

3.61±0.65

Table 5. Responses for Patient Safety Climate Items

(N=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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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M±SD

21. Deliberate violations of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re rare in my

unit.

3.75±0.66

22. My unit recognizes safety achievement through rewards and incentives. 2.22±0.92

23. My unit provides training on teamwork in order to improve patient

care performance and safety.

2.79±0.86

24. I am rewarded for taking quick action to identify a serious mistake. 2.42±0.87

25. My performance is evaluated against defined safety standards. 3.19±0.70

26. Mistakes have led to positive changes in my unit. 2.96±0.80

27. On my unit, we identify and fix safety problems before an incident

actually occurs.

3.16±0.74

28. Our process of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is effective at

identifying root causes.

3.33±0.70

29. In my unit, patient safety problems and errors are communicated to the

right people so that the problem can be corrected.

3.50±0.68

30. Staff feel comfortable questioning the actions of those with more

authority when patient safety is at risk.

3.33±0.71

31. Staff freely speak up if they see something that may negatively affect

patient care.

3.38±0.72

32. If people find out that I made a mistake, I will be disciplined.* 2.62±0.72

33. I am comfortable reporting safety concerns without fear of being

punished by management.

3.29±0.77

34. Bringing patient safety concerns to management’s attention usually

results in the problem being addressed.

3.42±0.74

35. When I take the time to communicate about patient safety problems

there is appropriate follow-up.

3.33±0.71

36. Asking for help is a sign of incompetence.* 4.01±0.86

37. If I make a mistake that has significant consequences and nobody

notices, I do not tell anyone about it.*
4.02±0.82

38. In the last year, I have witnessed a coworker do something that

appeared to me to be unsafe for the patient.*
3.43±0.96

39. Overall, the level of patient safety at this facility is improving. 3.21±0.84

* Revers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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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인 간 의사소통은 나이(F=4.444, p=.005), 직

위(t=-2.108, 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25세 이하 간

호사는 26세~30세, 31세~35세의 간호사보다 의료인 간 의사소통 점수가 더 높았

으며, 주임이상급 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풍토는 나이(F=8.136, p<.001), 결혼상태(t=-3.279,

p=.001), 직위(t=-3.782, p<.001), 근무형태(t=2.574, p=.011), 총 임상경력(F=9.073,

p<.001), 의사소통교육 참여(t=2.497,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 결과 25세 이하, 36세 이상의 간호사는 26세~30세, 31세~35세의 간호사보다

환자안전풍토 점수가 더 높았다. 기혼이 미혼보다 점수가 더 높았고 주임이상급

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 상시근무자가 교대근무자보다 점

수가 더 높았다. 사후분석결과 총 임상경력 3년 이하, 13년 초과 간호사는 9

년~13년 간호사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 13년 초과 경력 간호사가 4년~8년 간호

사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의사소통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의사소통교

육 참여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 24 -

Characteristics Categories
CHP Patient Safety Climate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3.23±0.33 1.209 (.228) 2.92±0.49 1.271 (.205)

Male 3.07±0.27 3.13±0.39

Age (yr) ≤25a 3.43±0.24 4.444 (.005) 3.32±0.34 8.136 (<.001)

26-30b 3.17±0.33 a>b,c 3.04±0.37 a,d>b,c

31-35c 3.20±0.35 3.00±0.35

≥36d 3.26±0.31 3.29±0.42

Marital status Unmarried 3.20±0.33 -1.452 (.148) 3.05±0.38 -3.279 (.001)

Married 3.27±0.32 3.24±0.40

Education College 3.23±0.29 0.049 (.961) 3.09±0.39 -0.433 (.665)

≥Bachelor 3.23±0.34 3.13±0.39

Position Staff nurse 3.21±0.33 -2.108 (.036) 3.09±0.39 -3.782 (<.001)

≥CN 3.38±0.30 3.43±0.32

Department Ward 3.22±0.33 -0.209 (.835) 3.09±0.38 -0.825 (.410)

Non ward* 3.23±0.33 3.14±0.40

Work pattern Regular work 3.29±0.32 1.803 (.073) 3.22±0.40 2.574 (.011)

Shift work 3.20±0.33 3.07±0.38

Experience of Yes 3.21±0.32 -0.839 (.402) 3.14±0.41 0.811 (.418)

rotation No 3.25±0.34 3.09±0.37

Clinical career ≤3a 3.27±0.32 1.959 (.121) 3.22±0.35 9.073 (<.001)

(yr) 4-8b 3.20±0.34 3.04±0.37 a,d>c

9-13c 3.15±0.34 2.97±0.39 b<d

≥13d 3.31±0.31 3.34±0.36

Working unit ≤3 3.22±0.35 -0.546 (.586) 3.15±0.40 1.198 (.232)

career (yr) >3 3.24±0.31 3.08±0.39

PCE Yes 3.26±0.34 1.255 (.211) 3.20±0.34 2.497 (.013)

No 3.20±0.32 3.06±0.42

CHP=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CN=Charge nurse; PCE=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education; *includeding intensive care unit, operating room, emergency room,

outpatient department.

Table 6.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 Safety Climat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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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의 상관관계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7). 환자

안전풍토는 의사소통 만족도(r=.515, p<.001), 직종 간 상호이해(r=.503, p<.001),

근무 조 간 의사소통(r=.440, p<.001), 개방성(r=.366, p<.001), 적시성(r=.298,

p<.001), 정확성(r=.28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 Safety Climate

(N=202)

Variables
Patient Safety Climate

r (p)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612 (<.001)

Openness .366 (<.001)

Accuracy .282 (<.001)

Understanding .503 (<.001)

Shift communication .440 (<.001)

Timeliness .298 (<.001)

Satisfaction .51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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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환자안전풍

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인식의 개방성,

정확성, 직종 간 상호이해, 근무 조 간 의사소통, 적시성, 만족도와 일반적 특성

중 환자안전풍토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결혼상태, 직위, 근무형태, 총 임상경

력, 의사소통교육 참여를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에서 Durbin-Watson 검정 통계량의 값은 1.622로 독립변

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71~2.795 범위로 기준값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의 정

규 p-p 도표와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선형성을 보였고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

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환자안전풍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입력방법(Enter Method)에 의

한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F=14.529, p<.001).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은 직종 간 상호이해(β=.294, p<.001), 근무 조 간 의

사소통(β=.239, p=.001), 정확성(β=.208, p<.001), 의사소통교육 참여(β=.136,

p=.012)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46.7%였다. 즉 직종 간 상호이해, 근무 조 간 의

사소통, 정확성이 긍정적일수록, 의사소통교육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환자안전풍

토에 대해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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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fluencing Factors of Patient Safety Climate

(N=202)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031 0.239 4.322 <.001

CHP

Openness 0.010 0.068 .012 0.146 .884 2.347

Accuracy 0.173 0.048 .208 3.615 <.001 1.251

Understanding 0.211 0.049 .294 4.287 <.001 1.768

Shift communication 0.155 0.044 .239 3.528 .001 1.729

Timeliness 0.027 0.047 .034 0.567 .571 1.369

Satisfaction 0.066 0.057 .099 1.166 .245 2.699

PCE(=Yes) 0.107 0.042 .136 2.547 .012 1.071

Married 0.090 0.054 .109 1.669 .097 1.617

Shift work -0.017 0.053 -.020 -0.322 .748 1.490

Position(≥Charge nurse) 0.174 0.097 .130 1.802 .073 1.952

Clinical career(yr, ref:≤3)

4-8 -0.087 0.056 -.106 -1.542 .125 1.791

9-13 -0.116 0.067 -.123 -1.738 .084 1.884

≥13 0.016 0.086 .016 0.191 .849 2.795

R2=.501, Adjusted R2=.467, F=14.529, p<.001

CHP=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PCE=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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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이 연구는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환자안전풍토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자안전풍토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의 환자안전풍토는 5점 만점에 3.12±0.39점으로 같은 도구

를 사용하여 국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환자안전풍토 3.08±0.31점(No,

2017), 3.14±0.47점(Choi & Kim, 2016)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였다.

환자안전풍토의 하위영역 중 병원영역은 2.82±0.63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

장 낮았는데 환자안전과 관련한 병원 경영진의 참여와 안전한 업무를 위한 자원

제공에 대한 점수가 낮았다. 이는 일반간호사들은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인력, 예

산, 장비, 시간 등의 자원과 환자안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환자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환자결과와 강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

간호인력과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 및 정책지원이 필요하다(Olds et al.,

2017). 경영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스트레스는 환자안전풍토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므로(Kolankiewicz et al., 2017) 경영진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

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

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Wagner et al., 2019).

부서영역에서 부서의 안전규범과 관리자의 지지는 높았으나 안전증진 노력에

대한 인식과 지지는 낮아 선행연구(No, 2017; Sohn, 201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실수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자안전에 관한

성과가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지면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부서관리자의 안전규칙에 대한 강조와 준수, 안전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할 수 있

는 분위기 조성은 부서원의 환자안전 인식과 환자안전풍토를 향상시킬 수 있다

(Alingh et al., 2019). 따라서 부서관리자는 부서원과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안전절차를 준수하는 직원은 칭찬하며 직원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환자

안전증진에 대한 직원의 노력과 결과에 따른 보상으로 부서원의 조직에 대한 긍

정적 인식과 성취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29 -

개인/대인관계영역에서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보다 비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수를 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

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실수를 저지르면 징계나 처벌을 받는다고 인식하여 두려

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Reis, Paiva, & Sousa, 2018; Zhou et

al., 2018)와 같은 결과로 실수나 오류를 숨기게 되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오에 대처하는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함께 보상시스템, 보다 쉬운 오

류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다(Zhou et al., 2018).

비처벌적 문화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비슷한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Kim, 2016).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오류보

고를 장려하고 비처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오류를 통해 학습하는 전략을 구축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안전정책과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위해

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책무를 지도록 하는 공정문화(Just culture)도 필요하

다(Wachter, 20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풍토는 나이, 결혼상태, 직위, 근무형태, 경력, 의

사소통교육 참여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와 경력이 많고 직위가 높을수록

환자안전풍토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관리자는 병원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의사

소통하며 의료기관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와 안전문화

에 대한 평가가 다르며(Singer et al., 2009)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

적이다(Sohn, 2012). 상시근무 간호사는 교대근무 간호사보다 환자안전풍토에 대

해 더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의사와 같이 근무하면서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

며(Tschannen & Lee, 2012) 환자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의사소통과 즉각적

인 지원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의사소통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는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보다 환자안전풍토에 더 긍정적이었다. 이

는 SBAR를 이용한 의사소통 교육 이후 간호사의 의사소통 향상과 함께 환자안

전 태도의 팀워크, 안전풍토, 직업만족도, 직무만족이 상승한 것(Kim & Kim,

2018)과 유사한 맥락으로 의사소통교육이 환자안전풍토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은 5점 만점에 3.23±0.33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

하여 군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Choi 등(2017)의 연구결과인 3.49±0.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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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았다. 이는 군병원과 일반병원의 입원환자와 의료인 구성 및 간호환경이

다르고 인수인계 등의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어(Choi et al., 2017)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의료인 간 의사소통의 하위영역에서 적시성과 근무 조 간 의사소통 점수가 높

은 것은 환자안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다. 이는 환자상태 변화 시 필요

한 정보를 의사, 간호사와 신속하게 주고받아 환자상태를 공유하고 치료방향을

빠르게 결정하며 다른 근무 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잘 공유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Cho et al., 2013). 직종 간 상호이해와 정확성은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의사와 간호사는 의사소통 관점에 차이가 있으며(Hailu,

Kassahun, & Kerie, 2016) 환자의 치료목표와 계획에 대한 공유가 적고 정보전

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정확성이 낮은 것은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대한 정보교환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교육은 정확성, 유익성, 주장력 등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

킨다(Foronda, MacWilliams, & McArthur, 2016; Heidemann et al., 2020). 따라

서 의료인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사소통 교육과 표준화

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Kim & Kim, 2018).

의료인 간 의사소통은 나이와 직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25세 이하

의 간호사는 26세~30세, 31세~35세 간호사보다 더 긍정적이었으며 주임이상급 간

호사는 일반간호사보다 의료인 간 의사소통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Cho 등

(2013)의 연구에서는 나이와 경력에 따라 의료인 간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른 의료인 간 의사소통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 연구

대상자의 총 임상경력이 평균 8.75년으로 Cho 등(2013)의 연구대상자의 총 임상

경력인 평균 5.1년과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신입간호사는 의료인

간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경력 간호사는 더 정확한 정보전달과

효과적인 인수인계를 기대한다(Cho et al., 2013). 중간년차 간호사는 임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근무하며 숙련성을 갖추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고 책임감이 증가하

면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받기 원한다(Hong, Kim, & Lee, 2009).

직위가 높아질수록 조직내에서 여러 부서와 관계를 형성하며 의사소통과 상호작

용 기회가 증가하므로(Lee & Hwang, 2019) 경력과 직위에 맞는 차별화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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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의 하위영역인 의사소통 만족도와 직종 간 상호이해가 환자안전풍토와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의 인간관계 갈등과 의사소통장애 원인은

바쁜 업무로 인한 의사소통 기회부족, 의사의 일방향적 지시, 환자에 관한 부정

확하고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다(Tan et al., 2017).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공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팀워크, 환자안전에 대한 간호

사의 자기주장 등은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Ahn & Lee,

2019).

이 연구에서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을 확인 한 결과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

사소통은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이었으며 직종 간 상호이해, 근무 조 간 의사

소통, 정확성, 의사소통교육 참여가 영향을 미쳤다. 환자안전풍토는 결혼상태, 근

무형태, 직위, 총 임상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환자안전풍토의 영향

요인은 아니었다. 의료인 간의 지속적이고 개방적이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은 환자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다(Manojlovich et al., 2019). 따라서 의료

인 간의 의사소통 방법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근무 조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사소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표준화된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은 의료인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촉진시켜 환자안전을 증진시킨다(Foronda et al.,

2016; Turkelson, Aebersold, Redman, & Tschannen, 2017)). 시뮬레이션과 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팀 훈련 프로그램인 TeamSTEPPS,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SBAR,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CUS 등

의 표준화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하며 인수인계 시 표준화된 도

구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인 서로에 대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 분위

기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환자안전풍토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 종합병원에서만 조사하였으므로 전체 병원에 연구결과를 적용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자안전풍토의 하위영역인 개인/대인관계영역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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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환자

안전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의 영역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안전풍토 조성을 위한 의료인 간 의사소통 교육 개발과 활용

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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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환자안전풍토와 의료인 간 의사소통을 확인하였고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환자안전풍토의 영향요인임을 규명하였다.

환자안전풍토의 하위영역 중 병원영역이 가장 낮았고, 그중에서도 병원경영진

의 몰입과 안전을 위한 조직자원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서영역에서 부서의 안전규범과 관리자의 지지는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안전증진 노력에 대한 인식과 지지는 낮았다. 개인/대인관

계영역에서 비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간 의사소

통의 하위영역 중 적시성은 가장 높았으나 직종 간 상호이해와 정확성은 낮았다.

의료인 간 의사소통의 하위영역 중 직종 간 상호이해, 근무 조 간 의사소통, 정

확성과 의사소통교육 참여가 환자안전풍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안전한 환자안전풍토 구축을 위하여 의료인 간 의사소통을 향상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종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의사

소통 도구를 사용한 의사소통 교육 및 훈련과 조직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언

첫째, 의료인 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교육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인 간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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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환자안전풍토는 조직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인 안전 절차, 관리, 직원

역량 등의 현재 상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로 조직 내에서 개인의 안

전에 대한 중요도나 가치에 대해 조직원이 공유하는 인식을 말합니다. 환자안

전을 위한 의료인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환자안전풍토의 정착은 매우 중

요합니다. 이에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인식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환자안전

풍토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이 연구에는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며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인식을 하는 간호사

가 대상입니다. 병원 입사 후 임상 근무경력 3개월 이하의 신규간호사와 부장

급 이상의 관리자는 이 연구에서 제외됩니다.

부록 1.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제목: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인식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

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이선임 연구

책임자가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 보

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

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이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또는 법정대리인)이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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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귀하가 이 연구에 동의하

여 자필로 서명하게 되면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인식과 환자안전풍토

및 일반적 사항에 대한 구조화된 자기기 입식 설문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문지 작성은 약 10분~15분 정도 소요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귀하는 이 연구를 위해 IRB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되

며 설문조사는 1회로 작성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병원의 환자안전 향상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이 연구는 설문조사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성은 없

습니다.

7.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또는 비용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받게 되는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8.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이 연구의 참여로 귀하에게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대

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경력, 직책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잠

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되며 연구책임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

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

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공용기관생명윤

리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

위 안에서 이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관

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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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기관위원회 심의결과,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현황, 연구종료보고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면 모든 자료는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엄격한 방법으로 직

접 폐기될 것입니다.

9.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 등은 없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

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에 참여하신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 중지 시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모든 자료는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엄격한 방법으로 직접 폐기될 것

입니다.

10. 연구 문의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

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선임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기관생

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2225-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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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제목: 간호사의 의료인 간 의사소통 인식이 환자안전풍토에 미치는 영향

1. 나는 이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기관생명윤리 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연구기관, 연구비지원기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서명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서명일:

(필요시)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입회인 성명: 서명: 서명일:

(필요시)

동의취득자 성명: 서명: 서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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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사들과 개방적으

로 터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간호사-의사

간의 의사소통은 매우 개방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들로부터 전달받

은 정보의 정확성을 다시 조사하고 확

인해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함께 일하는 의사들이 그들이 받는

정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부서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부서의 간호사들은 의사의 치료계

획을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의사들은 상담(상의)에 흔쾌히 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의사들은 간호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함께 일하는 의사들은 간호계획을 잘 이

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모든 근무 조에 걸쳐 간호사-의사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함께 일하는 의사들은 다른 근무 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매

일 기대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우리 부서의 간호사-의사 간의 의사

소통에 전반 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설문지

Ⅰ. 다음은 의료인 간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응답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1. 간호사-의사 간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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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7
나는 우리 부서에서 간호사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우리 부서 내 간호사들로부터 잘못

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부서 내의 간호사 간 의사소통은 매

우 개방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우리 부서 내 간호사들로부터 전

달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다시 조사하고

확인해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우리 부서의 다른 간호사들과 이

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부서의 간호사들 간에 주고 받는

정보의 정확성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부서 내 다른 간호사들로부터 조언

을 구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우리 부서 내 어떤 간호사들은 전

달 받은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5
모든 근무 조에 걸쳐 간호사들 간에 효

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부서의 간호사들은 다른 근무 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우리 부서의 간호사-간호사 간의

의사소통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No 설문내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28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나는 관

련 정보를 신속하게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30
환자 돌봄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 간호사

들은 적시에 의사들을 호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간호사-간호사 간의 의사소통

3) 전반적인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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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병원 경영진은 환자를 돌보는 것과 관

련한 위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 경영진은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나

는 다양한 실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병원 경영진은 환자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병원 경영진은 프로그램 변경이 논의될

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조직의 위계서열과 관련 없이, 가장 적

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자안전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자안전 쟁점에 관해 상부와 하부 조

직사이에 원활하게 전달되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환자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데 필요한 충

분한 자원(인력, 예산, 장비)을 제공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환자안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도록 충분한 환자안전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병원은 확인된 안전 문제들을 철저히

추적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 지역의 다른 병원과 비교해서, 우리

병원은 제공하는 환자 간호의 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동료가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

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직속상관(관리자)는 근무지(병동)
에서 내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
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직속상관(관리자)는 근무지(병동)

에서 안전을 근무표 작성이나 간호 생

산성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의료인들은 대체로

처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업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때마다 나의

직속상관(관리자)은 지름길을 택해서라도

일을 빨리 처리하기만을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환자안전풍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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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7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환자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

하는 시간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이 근무지(병동)는 환자를 안전하게 지

키기 위해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이 근무지(병동)에는 환자에게 위험이 되

는 행위를 견제하는 주변 동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누구든지 의도적

으로 규정된 절차나 안전규칙을 어기면

지적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정해진 업무 규

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 근무지(병동)는 나의 환자안전과 관

련된 성과를 보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인정해주다.

① ② ③ ④ ⑤

23
이 근무지(병동)는 환자를 돌보는 행위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팀워크 훈련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이 근무지(병동)에서 중대한 실수를 확인하

고 빠른 조치를 취해 보상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의 업무는 규정된 안전 간호표준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① ② ③ ④ ⑤

26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실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이 근무지(병동)에서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미리 확인하여 개선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28

이 근무지(병동)에서 사고와 사건을 조

사하는 과정은 근본원인을 분석할 때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이 근무지(병동)에서 환자안전 문제와

오류는 적합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직원들은 환자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상관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하여 자

유롭게 의문을 제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직원들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만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한다면, 나

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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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설문내용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33

나는 직속상관(관리자)에 대한 두려움 없

이 환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사항들을 편하

게 보고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직속상관(관리자)에게 환자의 안전이 염려되

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해결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전달

하면, 적절한 사후조치(follow-up)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큰 실수를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지난 1년간 나는 환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동료를 목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전반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환자안전의

수준은 증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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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V 표시 및 기록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별거/사별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전문대학 졸업 ② RN-BSN ③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직책은?

① 간호사 ② 전담 간호사 ③ 주임 간호사 ④ 간호관리자 ⑤ 기타( )

6.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외과계 병동 ② 내과계 병동 ③ 중환자실 ④ 수술실

⑤ 응급실 ⑥ 외래 ⑦ 기타: 부서( )

7.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상시근무 ② 2교대 근무 ③ 3교대 근무 ④ 야간 전담

8. 귀하의 부서 이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의 총 임상 경력은? 총 ( )년 ( )개월

10. 귀하의 현 부서 임상경력은? 총 ( )년 ( )개월

11. 지난 1년 이내에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의사소통 교육이란 환자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 TeamSTEPPS, SBAR, Call-out, Check-back, CUS, two-challenge rule, I PASS the

BATON 등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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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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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urses'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on Patient Safety Climate

Lee, Seon Im

Department of Clinical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Directed by Professor

Park, Jeong Yun, RN, Ph.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construction of a

patient safety climate by grasping the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on patient safety climate and

identifying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patient safety climate.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5 to March 16, 2020, with 202

nurses at a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version 2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ubjects were 97% female and the average age was 32.20±7.47 years.

Over 4 years of graduation were 72.8%, general nurses 90.6%, and shift

workers 69.3%. The average clinical experience was 8.75±7.46 years, the

current department career was 3.72±3.49 years, and particip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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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education was 43.1%.

2. Nurses‘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was 3.23±0.33 out of 5

points. In the individual areas, openness was 3.36±0.46 points, accuracy

3.01±0.47 points, understanding 3.00±0.55 points, shift communication

3.55±0.61 points, satisfaction 3.31±0.59 points, and timeliness 3.74±0.50

points.

3. Patient safety climate was 3.12±0.39 out of 5 points. In the individual

areas. hospital contributions to safety climate was 2.82±0.63 points,

work-unit contributions to safety climate 3.22±0.45 points, interpersonal

contributions to safety climate 3.35±0.48 points, and provision of safe

3.35±0.83 points.

4.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mmunication with health

professionals according to age (F=4.444, p=.005) and position (t=-2.108,

p=.036). The patient safety climate was age (F=8.136, p<.001), marital

status (t=-3.279, p=.001), position (t=-3.782, p<.001), work pattern (t=2.574,

p=.011), clinical career (F=9.073, p<.001), and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education (t=2.497, p=.013).

5.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tient

safety climate and satisfaction of communication (r=.515, p<.001),

understanding (r=.503, p<.001), shift communication (r=.440, p<.001), openness

(r=.366, p<.001), timeliness (r=.298, p<.001), accuracy (r=.282, p<.001).

6. Th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were understanding (β=.294, p<.001),

shift communication (β=.239, p=.001), accuracy (β=.208, p<.001), and

participation in communication education (β=.136, p=.012), with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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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is required to establish a patient safety climate. Therefore,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etween occupations, commun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using standardized communication tools and

organizational policies and support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climate, Communication, Educatio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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