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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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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 of Empowerment of Perioperative Nur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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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St. Carollo General Hospital, 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empowerment of perioperative nur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surgery nurse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62 perioperative nurses in JeollaNam-do, JeollaBuk-do, and GyungsangNam-do.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empowerment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October 20 to November 10,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4.0 for Window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average score of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of surgery nurses was 3.57±0.48, that on
safety management was 4.22±0.54, and that on empowerment was 3.67±0.63. In correlational analyse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not only safety management activity but also
empowerment. Moreover,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empowerment showed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s.
Empowerment of nurses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y. Conclusion: In sum, it found that empowerment of surgery nurse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y. To provide safe nursing,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eveloping programs
to increas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educate empowerment and conduct follow-up studies of strategic policies so
that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can be established and human resources within the organization can be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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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of Medicine)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언급이 되면서 환자안
전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에 대한 개념은 1999년 미국의 의학원(Institute

었고 이후 많은 나라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다[1].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자안전에 대한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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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일부 병원을 대상으

동의 증진을 위해서 병원차원의 안전문화 고취를 취한 노력

로 시행된 연구결과를 보면 유해사례로 인한 사망자수는 연

이 선행되어야 한다[7].

간 운수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고 이는 국외의 연구결과와

특히 수술실에서는 항상 안전문제가 따르고 안전사고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환자안전 문제가 국내에서도 중요

생명과 직결되므로 수술실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한 보건의료 영역이 되고 있다[2].

환자간호활동을 분석하여 간호사가 수술실 작업환경에서

이에 우리나라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
하여 2011년부터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어날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계획하여 환자
에게 질적이고 안전한 수술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11].

2015년에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수술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수술환경변화에 대

여 2015년에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2016년 7월부터 환자

응하기 위해 수술실 간호사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성

안전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실한 수행과 환자안전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는 자율성, 자기 효능감의 증진, 조직몰입 등 서로를 믿고 신

으로 환자안전활동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 환

뢰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12]. 특히 간호사

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들은 타인의 파워 증진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자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원과 기회를 제공받아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의 상담 건수 중 80% 이상이 의료사고 관련이었으며 대부

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임할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가 요구된
다[13].

분은 외과계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의료기관의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는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복잡하고

여러 부서 중 특히 수술실은 고위험 부서의 하나로 특수기

특수 기술을 요건으로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구, 환기장치 등의 복잡한 구조적 요인과 수술 상황 및 다양

진료 팀과 팀윅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수술실 간호사에

한 소음들로 인해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게 있어서 개인의 임파워먼트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되는 곳이다[5]. 또한 수술환자는

볼 수 있다[14]. 그러므로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을

수술 도중과 수술 후 회복기 동안 모든 것을 의료인에게 맡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안전문화인식의 구축과 임파워먼트

기게 되어 전적으로 의료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를 통한 자율성의 동기부여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

때문에[6]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활동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의 직무몰입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

환자의 안전간호활동은 간호업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 또

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의 관계연구, 안전관리활동에 영

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찾아내어 개선하고 예방하는 체계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15-17] 수술실 간호사를

인 활동으로 문제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개선안 마련,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 안전관리활동, 임파워먼트의

안전간호활동의 적용과 효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병원 내 안전관리활동은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수
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8].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

환자안전문화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

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

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리더십, 팀워크, 정책, 인사관

관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수술간호의

리, 사건보고, 교육 강화 등의 포괄적인 안전조직 문화를 형

안전문화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성하는데 있다[9]. 많은 연구결과 환자안전문화의 구축은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 중의 하나

2. 연구목적

로 환자안전문화의 형성노력은 의료오류의 발생을 감소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키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으로[10]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으면 안전관리활동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간호활

대상자가 지각한 환자안전문화인식, 안전관리활동, 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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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먼트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가 지각한 환자안전문화인식, 안전관리활동, 임파
워먼트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에
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naire (SAQ) 도구를 Jeong [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활용
하였다. 이 도구는 환자안전분위기 7문항, 병원행정관리 4
문항, 조직문화 6문항, 스트레스 4문항, 근무환경 4문항, 직
무만족 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인식 수준이 높음을

연구 방법

의미한다. 환자안전문화인식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0이었다.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

2) 안전관리활동

리활동 및 임파워먼트의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문화인

안전관리활동은 Lee [15]가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식과 안전관리활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감염관리 6문항, 검체관리 5문항, 수술 전 확인 4문항, 의료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장비관리 3문항, 계수 9문항, 손상예방 8문항, 총 35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5

2. 연구대상
조사대상은 전남, 전북, 경남에 소재한 3개의 대학병원, 8
개의 종합병원, 3개의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관리활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신
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6으로 나타났다.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간호사 270명이었다.

3)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Spreitzer [19]가 개발하고 Jung 등[20]이

3. 자료수집방법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미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대상 병원 간호부와 수술실을 직접

성 3문항, 역량 3문항, 자기결정력 3문항, 영향력 3문항 총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을 설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명한 후 승인을 받아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 한 수술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

실 간호사가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

산출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4로 나타났다.

외하고 26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기간은 2014
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0일에 걸쳐 진행되었
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4. 연구도구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본 연구에서는 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요인 내 항목들의 일관

으며, 설문 문항은 일반적 특성 7문항, 환자안전문화인식

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30문항, 안전관리활동 35문항, 임파워먼트 12문항으로 구

셋째,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안전관리활동,

성되었다.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 기
술통계량을 산출 하였다. 넷째, 환자안전문화인식, 안전관

1) 환자안전문화인식

리활동, 임파워먼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환자안전문화인식은 미국의 UT Houston Health Science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환자안전문화인식과

Center에서 수술실용으로 개발한 Safety Attitudes Question-

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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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준은 5점 만점에 3.57±0.48점, 안전관리활동은 4.22±
0.54점, 임파워먼트 수준은 3.67±0.63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3. 환자안전문화 인식, 안전관리활동, 임파워먼트의 상관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

계

균 연령은 31.27세였으며 20대가 56.9% (149명)로 가장 많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

았으며 30대, 40대의 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95.8% (251

다.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r=.55, p＜.001), 환

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4.2% (11명), 결혼상

자안전문화인식과 임파워먼트(r=.52, p＜.001), 그리고 안

태는 미혼이 53.8% (141명), 기혼이 46.2% (121명)로 나타

전관리활동과 임파워먼트(r=.54, p＜.001)에 유의한 양(+)

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간호학과졸업이 38.2% (100명), 3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제 간호학과졸업은 55.0% (144명), 대학원 졸업의 학력이
6.9% (18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2.1%
(189명)로 가장 많았고 담당간호사(방장)는 17.6% (46명),

4.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에서 임파워
먼트의 조절효과

책임간호사 이상은 10.3% (27명)을 차지하였다. 수술실 경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 임

력은 평균 7.9년이었으며 10년 이상은 33.2% (87명), 1년∼

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단계에 걸친 위

5년 미만은 27.1% (71명), 5년∼10년 미만은 23.7% (62명),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1단계에서는 환자안

1년 미만은 16.0%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에서 안

전문화인식과 임파워먼트를 독립변수로 포함하였으며 2단

전관련 교육은 월 1회 이상이 88.2% (231명), 월 1회 미만이

계에서는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임파워먼트의 상호작용 변

11.8% (31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를 포함하였다. 특히,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
용을 실시한 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2. 환자안전문화 인식, 안전관리활동, 임파워먼트의 수준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안전관리활동, 임파워

때문에 중심화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에서 독
립변수의 평균값을 빼고 조절변수에서 조절변수의 평균값
을 빼어서 새로운 편차점수로 변화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N=262)

를 만들어 서로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21]. 조절효과 검

n (%)

Mean

증을 위해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나타난 1

149 (56.9)
81 (30.9)
32 (12.2)
11 (4.2)
251 (95.8)
141 (53.8)
121 (46.2)
144 (55.0)
100 (38.2)
18 (6.9)
27 (10.3)
46 (17.6)
189 (72.1)
42 (16.0)
71 (27.1)
62 (23.7)
87 (33.2)
31 (11.8)
231 (88.2)

3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Age (yr)

Gender
Marital status
Education

Position

Carrier in OR (yr)

Safety education

Categories
21∼30
31∼40
41∼50
Male
Female
Single
Married
3-Year graduation
4-Year graduation
Graduate school
≥Charge nurse
Middle nurse
Staff nurse
＜1
1∼5
6∼10
＞10
None
Once a year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Variables

Mean±SD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Empowerment

3.57±0.48
4.22±0.54
3.67±0.63

Table 3.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7.9
1.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2.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3. Empowerment

2

3

1
.55 (p＜.001)

1

.52 (p＜.001)

.54 (p＜.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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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Empowerment in Relation to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tep 1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Empowerment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Empowerment
F
R2
△R2

Step 2



t



.37
.29

6.27
4.83

1.03
1.13
1.32

15.29 (p＜.001)
.44
−

단계 회귀식의 R2과 여기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
2

2

t
3.80 (p＜.001)
3.32 (p=.02)
2.49 (p=.045)
14.94 (p＜.001)
.46
.02 (p＜.001)

병원간호사회의 간호안전관리지침, 수술간호사회의 수술

용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R (ΔR )을 비교하여 통계

간호지침 등 수술실내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표준지침과 기

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준 등은 수술실 간호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하였기 때문인[23]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는 1단계에 비해 상호작용 항목이

관리활동 수준은 4.22점으로 Park 등[16]의 4.28점, Cho 등

추가된 2단계에서 설명력이 44%에서 46%로 설명력이 증가

[22]의 4.28점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의료기관 인

하였으며(p＜.001) 임파워먼트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

증평가와 관련하여 환자안전간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로 나타나 임파워먼트에 따라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안전관

서 이에 대한 활동이 증가된 결과로 사료된다. 수술실 간호

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3.67점으로 Park [12]의 3.32점,

(＞0, p＜.05).

Oh [24]의 3.43점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연

또한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임파워먼트의 평균값을 기준

구의 대상자들이 연령 수준이 더 높고 일반간호사보다 관리

으로 평균 이하는 낮다, 평균 이상은 높다로 2분화하여 독립

자가 더 많으며 그 결과 연령, 근무경력, 직위가 높을수록 조

변수로 하고 안전관리활동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직 내 상호관계나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수술실이라는 특수

조절변수인 임파워먼트의 점수가 낮은 수준에서 보다 높은

한 간호업무로 인해 타 부서의 이동이 적어 업무수행 만족도

수준에서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

등이 높기[25]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임파워먼트

또한 본 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수준이 증가될수록 환자안전문화인식이 안전관리활동에

안전관리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미치는 효과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데 이는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자안
전문화인식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난 Oh [24]의

논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을
수록 안전간호와 관련된 예방행위 및 간호활동 수행도가 높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
리활동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6].
수술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환자안전문화인식
과 안전관리활동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을 분석한 결과, 환자

으며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환자안전

안전문화인식수준의 평균점수는 3.57점으로 보통 이상의

문화인식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효과도 증가함을 알 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ho 등[22]의 3.60점, Son

있었다. 임파워먼트는 각 구성원의 자율적인 행위를 통해

[17]의 3.59점과 유사하였다. 이는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평가에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 영역을 평가하기 시작

[27] 환자안전관리활동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하였으며 그 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조사 기준집,

다. 현대에서 임파워먼트가 조직에 중요하고 변화에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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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임파워먼트는 구성원으로 하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여금 자신의 일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강한 사명의식

2. Lee SI. Approaches to improve patient safety in healthcare

을 갖도록 하고 우수한 인력을 갖거나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두기 때문이다[28].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에

2015;58(2):90-92.

대해 자기 결정성과 부서 내 자신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https://doi.org/10.5124/jkma.2015.58.2.90

있는 프로그램과 환자안전문화인식의 구축과 조직 내 인적
자원의 능력발휘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과 조
직차원에서의 임파워먼트 증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 규모의 수술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3. Lee SI. Significance and challenges of patient safety act
[internet]. 2016 Health and Welfare Forum. 2016 [cited
2016 October 16]. Available from: https://www.kihasa.
re.kr/common/filedown.do?seq=36837
4. 2015 Medical dispute settlement statistical yearbook
[internet].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ited 2016 June 11]. Available from: https://www.k-medi.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환자안

or.kr/lay1/bbs/S1T13C24/A/2/view.do?article_seq=

전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의

2782.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을 증

5. ElBardissi AW, Sundt TM. Human factors and operating

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수술간호의 질적 안전문화

room safety. The Surg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12;92(1):21-35.
https://doi.org/10.1016/j.suc.2011.11.007

결론 및 제언

6. Jang BY. Strengthen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management. 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2005;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
리활동의 관계 및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하
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환자안전문화인식이 높을수록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도 높아졌으며 임파워먼트는 환자
안전문화인식과 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즉
수술실 간호사의 임파워먼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환자안
전문화인식이 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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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능력발휘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임파워먼트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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