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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levels of job stress, perceptions of the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among intensive care unit (ICU) nurses. Methods : For this cross-sectional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161 
ICU nurses working in two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s in Gyeonggi-do between June 30 and July 30, 2020.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 one-way ANOVA, the Pearson 
correlation method,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 The average levels of job stres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were 3.48, 3.44, and 4.45 out of 5, 
respectively.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career in current workplace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es of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Conclusion : In order to 
promote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patient safety culture need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education of 
ICU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should be enhanced to improve patients safety nurs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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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환

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의료소비

자들에게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관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의료서

비스 제공과정, 의료의 전문화와 분업화, 중증환자의 

증가 등은 오히려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2].

환자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

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으

로는 ‘환자관리 미흡(37.2%)’이나 ‘처치실수(29.9%)’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로 나타났다[3]. 간호사는 

병원 내 보건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환

자와 24시간 상호작용하는 의료인으로써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의 위험요인 확인과 예방 등 환자안전에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4]. 이는 간호사가 환자와 가장 빈

번히 접촉하는 의료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간호사는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안전에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중환자실은 중증도가 높고 건강상태가 불안정

한 환자가 입원하는 곳으로 환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

처하기 위하여 첨단 의료 장비를 조작하는 등의 간호기

술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중환자실의 특성상 생명유

지가 필요한 위중한 환자 간호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환자실 간호사는 수준 높은 환자안전

간호활동이 요구된다[5]. 환자안전간호활동 증진을 위

해 기관차원에서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개발, 직원

교육, 간호프로세스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인력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6].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에서 2004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

가에서도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안전간호가 중요한 항목

으로 포함되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다. 병원중환자간호사회에서는 중환자의 일

반적인 간호와 관련된 안전, 시설이나 장비사용과 관련

된 안전, 투약이나 처치 및 시술과 관련된 안전, 감염이

나 무의식과 관련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정리하

여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표준을 제시하는 등 다양

한 방면으로 환자안전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7].

하지만 의료서비스가 전문화, 대형화, 분업화됨에 따

라 의료인들 간의 의사소통이 복잡해지고 책임이나 안

전의식이 저하되면서 환자안전사고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2].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증

진을 위해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주요 영

향요인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을 언급하였다[5,8,9,10]. 

환자안전문화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강조하는 정책과 절차, 효율적 인력관리, 오류보

고, 리더십,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팀워크 등을 의미

한다[11]. 환자안전문화가 구축되면 환자안전에 대한 관

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여 환자안전사고 발생이 감소한다[12]. 따라

서 환자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의료진들이 환자안전을 중요시하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게 두도록 하는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13]. 

그러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간호활동 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문헌들은 종양병동 간호사[8], 수술

실 간호사[9], 신규간호사[10]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으며,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들을 돌보는 중환

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

간호활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중환

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

간호활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병동간호사를 대상

으로 개발된 환자안전간호활동 측정도구를 사용하여[5], 

중환자실 환경에 특화된 연구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아

쉬움이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의 특성을 반영한 환자

안전간호활동 수준 및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간

호활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환자실 환경

에 적합한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간호 업무로 인한 생리적, 심

리적, 사회적 장애를 받을 정도의 부담을 말하는 것으

로[14],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

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을 갖는다. 적정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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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간호수행을 촉진하는 등 안전간호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는 간호사의 소진을 야기하여 간호의 질 및 간호 결과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5].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일 선행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간

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16], 아쉽게도 위중한 환자를 다루는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

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러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집중 간호를 수행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지속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

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병동간호사보다 높다[17]. 

이에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

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수준을 파

악하고,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안전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와 환자

안전간호활동의 수준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와 환자

안전간호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

무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환

자안전간호활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 2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임상경력이 12개월 이상이며, 직접간호를 제

공하고 있는 간호사를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목적에 적

절한 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 program 

[5,18]을 이용하였다. 회귀분석 시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5,19,20] 예측요인 10개(연령, 최종학력, 총 임상경

력, 현부서경력, 근무부서, 직위, 환자안전교육 경험, 

의료기관평가인증 경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

스), 유의 수준 .05, 검정력 .90, 중간 효과크기 .15를 

기준으로 최소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147명이었으며, 

탈락율 약 10%를 감안하여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부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3명을 제외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총 161명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사용

하여 자료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환자안전문화인식 35문항, 직무스트레스 35문

항, 환자안전간호활동 64문항으로 총 14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도구 사용에 대해 자료 수

집 전 도구 개발자들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다.

1)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문화인식은 Lee [21]가 국내 보건 의료 환경

과 문화를 고려하여 개발한 한국형 환자안전문화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리더십 9문항, 

팀워크 6문항, 환자안전지식 · 태도 5문항, 환자안전정

책 · 절차 4문항, 비처벌적 환경 4문항, 환자안전 개선 

시스템 4문항, 환자안전우선순위 3문항으로 총 35문

항, 7개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 산출은 각 영역별 문항 

점수의 합을 영역별 문항수로 나누어 가능한 점수의 범

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

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Lee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리더십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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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85, 환자안전지식·태도 .91, 환자안전정책·절차 

.92, 비처벌적 환경 .80, 환자안전 개선 시스템 .77, 환

자안전우선순위 .68이며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92이었다.

2) 직무스트레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Kim과 Koo [14]

이 개발한 간호사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Kim 

[22]이 중환자실 상황에 맞게 수정 후, Cho [23]가 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업무 8문항, 

간호조직 및 행정 6문항, 대인관계 갈등 7문항, 근무여

건 및 환경 7문항, 지식 및 기술부족 4문항, 전문직 역

할갈등 3문항으로 총 35문항, 6개 영역으로 이루어졌

으며,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심하게 느낀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점수 산출은 각 영역별 문항 점수의 합을 영

역별 문항수로 나누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소 1점

에서 최대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o [23]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

위영역의 신뢰도는 간호업무 .80, 간호조직 및 행정 

.66, 대인관계 갈등 .83, 근무여건 및 환경 .80, 지식 

및 기술부족 .66, 전문직 역할갈등 .70이며 전체문항의 

Cronbach’s α=.93이었다.

3) 환자안전간호활동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측정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24]에서 개

발한 병원인증평가 항목 중 간호활동과 관련된 9개 영

역의 72문항과 의료기관 인증 표준(Joint Commission 

Accreditation Standards of Hospitals)의 국제적 환

자 안전 목표 6개 영역의 21개 문항을 Cho [19]가 수

정 · 보완한 64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투약 9문항, 수혈 10문항, 이송 시 환자간호 10문항, 감

염 16문항, 환자 확인 4문항, 의사소통 5문항, 통증·진

정·억제대 4문항, 낙상 3문항, 시설 3문항으로 총 64개 

문항, 9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항상 수행한다(5점)’의 Likert 5점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 산출은 각 영역별 문

항 점수의 합을 영역별 문항수로 나누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

자안전간호활동의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

구의 신뢰도는 Cho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투

약 .92, 수혈 .90, 이송 시 환자간호 .95, 감염 .94, 환자 

확인 .94, 의사소통 .84, 통증 · 진정 · 억제대 .87, 낙상 

.90, 시설 .91이며 전체문항의 Cronbach’s α=.99이

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대상병원 2곳의 생명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받은 후(**IRB-SBR-SUR-20-198, 

**2020-06-015-001)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0

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경기도 소재 2개 대

학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대상기관의 간호본

부 허락을 받고, 이후 연구자가 중환자실 관리자에게 연

구 설명문을 기반으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 설문소

요시간, 연구윤리에 대해 설명 후 자료수집에 대해 협

조 요청하였다. 그 후 각 중환자실 관리자는 소속 간호

사들이 연구설명문에 기재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읽

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응답 후 밀봉 가능한 

봉투와 함께 제공되었으며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

적, 방법, 소요시간, 자료의 익명성, 설문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과 설문 작성 도중 언제든지 설문을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대상자가 연구 설명문을 

읽고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상자의 비밀 유지를 위해 설문지 작성 

종료 직후 밀봉 가능한 봉투에 대상자가 직접 밀봉하여 

설문지 회수함에 두면 연구자가 추후 회수함을 수거하

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

였다. 설문지 응답 예상 소요시간은 약 10-15분이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환자안전

문화인식과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은 기술통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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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M±SD

Age (years) ≤25  28 (17.4) 29.70±5.11

26-30  74 (46.0)

31-34  29 (18.0)

≥35  30 (18.6)

Gender Male  12  (7.5)

Female 149 (92.5)

Marital status Unmarried 121 (75.2)

Married  40 (24.8)

Education level Diploma  11  (6.8)

Bachelor 129 (80.2)

≥Graduate  21 (13.0)

Total careers (years) 1-<3  34 (21.1) 6.36±5.13

3-<5  49 (30.5)

5-<10  44 (27.3)

≥10  34 (21.1)

Careers in current workplace 1-<3  73 (45.4) 3.64±3.06

3-<5  48 (29.8)

≥5  40 (24.8)

Workplace MICU  68 (42.2)

SICU  93 (57.8)

Position Staff nurse 112 (69.6)

Charge nurse  49 (30.4)

Experienc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Yes 132 (82.0)

No  29 (18.0)

Experience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154 (95.7)

No   7  (4.3)

M=Mean;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D=Standard deviation;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1)

법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간호활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

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

였다.

3)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

안전간호활동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 

lation coefficient로 제시하였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

은 29.70±5.11세로 ‘26세 이상 30세 미만’이 74명

(46.0%)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이 149명(92.5%)이었으

며, 미혼은 121명(75.2%)이었다. 최종학력은 학사가 129

명(80.1%)으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6.36± 

5.13년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이 49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부서경력은 평균 3.64±3.06년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이 73명(45.4%)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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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 M±SD Min Max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3.44±0.41 2.49 4.77

Leadership 3.36±0.66 1.33 5.00

Teamwork 3.68±0.52 2.33 5.00

Patient safety knowledge·attitude 3.85±0.59 2.80 5.00

Patient safety policy·procedure 3.40±0.62 1.75 5.00

Non-punishment environment 3.27±0.76 1.25 5.00

Patient safety improvement system 3.17±0.63 1.50 5.00

Patient Safety Priority 3.12±0.63 1.00 4.67

Job stress 3.48±0.45 2.23 5.00

Nursing work 3.44±0.52 2.13 5.00

Nursing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3.46±0.52 2.00 5.00

Human relationship 3.66±0.56 1.86 5.00

Working conditions 3.29±0.61 1.14 5.00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3.50±0.56 2.00 5.00

Professional role conflict 3.61±0.64 1.00 5.00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4.45±0.49 3.00 5.00

Medication 4.34±0.53 2.33 5.00

Blood transfusion 4.51±0.50 3.00 5.00

Patient care during transfer 4.53±0.54 2.90 5.00

Infection prevention 4.49±0.53 2.88 5.00

Patient confirmation 4.56±0.58 3.00 5.00

Communication 4.06±0.73 2.20 5.00

Pain·Sedation·Restraint 4.48±0.55 3.00 5.00

Fall prevention 4.51±0.62 2.67 5.00

Facility 4.50±0.61 2.67 5.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Job Stress,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N=161)

근무부서는 내과계중환자실은 68명(42.2%), 외과계중

환자실은 93명(57.8%)이었다. 대상자의 직위는 일반간호

사 112명(69.6%), 책임간호사 49명(30.4%)이었고, 의

료기관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32명(82.0%),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54명(95.7%)이

었다(Table 1).

2.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 환자

   안전간호활동 

환자안전문화인식 총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이

었으며 하위영역 별 점수는 ‘환자안전지식 · 태도’영역이 

평균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팀워크’ 3.68점, ‘환자안

전정책 · 절차’ 3.40점, ‘리더십’ 3.36점, ‘비처벌적 환경’ 

3.27점, ‘환자안전 개선 시스템’ 3.17점 순이었으며 ‘환

자안전우선순위’가 3.1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무스트

레스의 총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이었으며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대인관계’가 평균3.66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  역할갈등’ 3.61점, ‘지식 및 기

술부족’ 3.50점, ‘간호조직 및 행정’ 3.46점, ‘간호업무’ 

3.44점, ‘근무여건’ 3.29점 순이었다. 환자안전간호활동 

총점은 5점 만점에 평균 4.45점으로 하위영역으로 ‘환자

확인’ 4.56점, ‘이송 시 환자간호’ 4.53점, ‘낙상’ 4.51

점, ‘수혈’ 4.51점, ‘시설’ 4.50점, ‘감염’ 4.49점, ‘통증· 

진정 · 억제대’ 4.48점, ‘투약’ 4.34점 순이었고 ‘의사소

통’영역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이 4.06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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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ge (years) ≤25 4.35±0.54  0.83 .437

26-30 4.46±0.50

≥30 4.49±0.44

Gender Male 4.44±0.61 -0.10 .919

Female 4.45±0.48

Marital status Unmarried 4.41±0.49 -1.97 .050

Married 4.58±0.47

Education level Diploma 4.56±0.45  2.89 .059

Bachelor 4.41±0.48

≥Graduate 4.66±0.47

Toral careers (years) 1-<3 4.26±0.59  2.14 .102

3-<5 4.52±0.40

5-<10 4.44±0.48

≥10 4.55±0.45

Careers in current workplace (years) 1-<3a 4.31±0.55  6.72 .002
(a<b)3-<5b 4.61±0.34

≥5c 4.51±0.46

Workplace MICU 4.36±0.54 -1.92 .057

SICU 4.51±0.44

Position Staff nurse 4.39±0.50 -2.54 .013

Charge nurse 4.59±0.43

Experienc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Yes 4.52±0.43  3.13 .004

No 4.15±0.60

Experience for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4.46±0.48  1.72 .087

No 4.14±0.64

M=Mean; MICU=Medical intensive care unit; SD=Standard deviation; SICU=Surgical intensive care unit  

Table 3.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1)

낮게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간호활동 

  차이

대상자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점수는 현부서경력이 ‘3

년 이상 5년 미만’인 대상자가 ‘1년 이상 3년 미만’인 대

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6.72, p=.002). 

직위가 책임 간호사인 경우 일반 간호사보다(t=-2.54, 

p=.013), 의료기관평가인증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경험

이 없는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13, 

p=.004). 그 외 연령, 성별, 결혼여부, 최종학력, 총 임

상경력, 근무부서, 환자안전교육 경험에 따른 환자안전

간호활동의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4.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와 환자

   안전간호활동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은 환자안전간호활동(r=.4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는 환자안전간호활

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4).

5. 대상자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

대상자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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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Job stress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r (p)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1

Job stress .08 (.296) 1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43 (<.001) .10 (.207) 1

Table 4. Correlation among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Job Stress,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N=161)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Position (charge)a .13 .09 .12 1.40 (.164) .04 .09 .03 0.41 (.682)

Experienc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Yes)b .26 .11 .20 2.35 (.020) .20 .10 .16 1.96 (.051)

Careers in current 
 workplace (years)c

   3-5 .18 .10 .17 1.91 (.058) .20 .09 .19 2.34 (.020)

   ≥5 .02 .11 .01 0.14 (.891) .13 .10 .12 1.25 (.214)

Patient safety 
 culture perception

.47 .08 .40 5.68 (<.001)

Adjusted R2 .10 .25

R2 .12 .27

△R2 - .15

F (p)  5.34 (<.001)  11.57 (<.001)

B=Un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ized error; β=Standardized estimates
areference: staff nurse, breference: no, creference: 1-3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N=161)

확인하기 위해 먼저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위, 의료기관인증평가 

경험 유무를 Model 1에 투입하였고 Model 2는 환자

안전문화인식을 추가하였다. 최종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으며(F=11.57, p<.001), 환자안전간호활동

에 대한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β=.40)과 현부서경력이

었으며, 구체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현

부서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 간호사에 비해 3년 이

상 5년 미만(β=.19) 일수록 환자안전간호활동이 높게 

나타났다(Table 5).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직무스트레스와 환자안전간호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

들 간의 관계 및 환자안전간호활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45점으로 이는 대학병원 및 대형병

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문헌에서 환자

안전간호활동 점수가 4.3~4.5점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9,19].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간호활동 점

수가 4점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2010년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시작, 2016년 7월 환자안전법의 시행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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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임상 현장에서 환자안전이 강조되면서[21] 환자안

전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환자안전간호활동이 증진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중환자실 특성 상 긴급을 요

하거나 중증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하는 곳이므로 간

호사의 안전간호활동이 환자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타 부서에 비해 클 수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

고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

다. 추가적으로, 환자안전간호활동 측정이 주관적인 자

가보고형 설문지로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실

제로 수행하는 환자안전간호활동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추후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에 대한 객

관적 측정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하부영역별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을 

살펴보면 환자확인 영역 간호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이었다. 

그러나 위중한 환자를 간호하는 중환자실에서는 시시각

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 또는 타부서 직

원들과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상황적으로 긴

급한 의사소통이 많다[24]. 이 경우 의사소통의 형식은 

구두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구두를 통한 의사소통은 

의사가 병원의 처방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특수한 상

황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의사가 응급환자를 

치료하거나 무균적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

두처방을 먼저 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산으로 

처방을 입력하거나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

다. 응급상황이나 시술·처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환

자실에서의 구두처방은 흔하게 행해지고 있는 처방의 

형태이다[25].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약사, 

기타 종사자 중 160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의 14%는 구두처방을 잘못 듣거나, 옮겨 적음으로서 오

류발생을 겪었다고 하였고, 구두처방 발생의 경우 50%, 

25∼50%, 6∼25%, 1∼5%별로 응답자는 12%, 14%, 

33%, 40%의 비율로 발생됨을 보고하였다[26]. 국내에

서 구두처방 관련 행태나 구두처방 오류보고 자료가 조

사되거나, 구두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처방행위의 관행을 비

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으로 추정된다[25]. 의료제공자 간의 의사소통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환자는 다양한 종류의 의료사고

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간호를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27]. 이는 

미국보건의료조직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JCAHO)

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발생한 적신호

사건 중 가장 주요 근본원인이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뒷받침한다[28]. 이처럼 의료기

관 구성원들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환자 안

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간호사

를 대상으로 구두를 통한 처방이나 보고 과정에서 생기

는 오류를 줄임으로써 환자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구두처방은 가

능한 지양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의사소통의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해 재확인 및 정확한 기록과 추후 서명 

작업 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은 

연구대상자의 중환자실 근무경력, 직위, 의료기관평가

인증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사의 직위에서는 책임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이 높았으며, 중환자실 근무경력

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간호사가 1년 이상 3년 미만

인 간호사에 비해 환자안전간호활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 

[19]의 연구에서 직위는 환자안전간호활동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경력이 5년 이상 간호사는 3년 이상 5년 이하 

간호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환

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이 낮음을 보였다. 근무경력에 따

른 업무범위나 간호인력수준, 간호하는 환자의 중증도 

등이 경력에 따른 환자간호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추후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반복연구를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의 경력에 따른 환자안전간호활동

의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안전

문화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측정도

구가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중환자실, 종양병동,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 

환자안전문화인식 점수가 3.32∼3.46점인 결과와 유사

한 수준이었다[5,8,18]. 특히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문

화인식의 하위영역 중 환자안전우선순위의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업무가 바쁠 경우 환자안전에 대한 태

도의 개념을 반영한다[21]. 즉, 연구대상자들은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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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지면 환자안전절차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고, 효

율성과 환자안전 원칙이 상충되는 경우 효율성을 선택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업무가 과도해질 때 환자

안전이 우선순위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의 발전으로 중환자실은 간호업무가 갈수

록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4]. 업무 과부하로 인한 중환자실 환경

의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안전에 대한 우선순위정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안전문화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간호사 개인 뿐 아니라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최우

선으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간호 관리자의 인식변화와 함

께 구성원들에게 맞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뒷

받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8].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문화인식 영역 중 환자안전 개

선 시스템은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나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9].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을 위한 병원시스템이 부족한 수준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서는 병원조직차원에서 실무에 적용가능한 환자안전문

제 관련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정기적으로 간호사와 관리자, 경영진들이 참여한 회의

를 열어 간호업무 프로세스나 병원 시스템의 측면에서 

환자안전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

민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 내에서는 환자안전관련 사

건이 발생하면 바로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부서

장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원들과 함께 근

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48점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

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3.61점으로 선행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3]. 선행연구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중환자

실 근무경력이 6개월에서 6년 이하의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다소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3점 이

상의 중간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중환자실 환자의 중

증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술 향상과 함께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능력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역

할과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23]. 

본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환

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간호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

스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야기함으로써 환자안전간호활

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30]는 있지만 중환자

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환자안전간호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낸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대학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이 높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간병통합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

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간호활동 수

준이 낮아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환자

안전간호활동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는

데, 직무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안전간호활동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그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간호활동 영향요

인을 살펴보았는데,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

동 영향요인은 현부서경력과 환자안전문화인식이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환자안전문화인식으로, 

다양한 부서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 연구

[5,9,10]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환자안전문화인식

은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안전간호활동 증

진을 위해서는 환자안전문화인식 향상이 필수적으로,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에서 부서에 적합한 환자안전프

로그램을 개발, 교육 및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포함하여 병원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

극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안전문화인식을 고취하고 환자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경기도 소재 두 개의 대학병

원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로 업무

환경과 업무 요구도가 다른 병원환경에서의 결과는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추후 객관

적으로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여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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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

자안전간호활동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자안전간호활동 개선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환자안

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간호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환자

안전간호활동의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환자안

전간호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

었다. 연구결과, 현부서경력과 환자안전문화인식이 환

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환자실 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경력을 고려한 적절한 간호인

력 배치를 하고 환자안전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안전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간호의 

질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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