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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병원에서 환자안전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2007년

부터 시행된 2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각 평가부문에 해당하는 환

자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원경영이나 양질의 의료서비

스 제공 측면에서의 환자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환

자안전은 의료제공 과정에서 오류의 예방과 오류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을 제거하거나 완화의 의미로 정의된다[2]. 환자안전

문화가 구축되면 병원은 환자안전 사고가 감소되고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기시간과 비용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3]. 의료과오는 유병

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건

의료의 변화가 급격한 가운데 미국 의학협회 보고에서 의하면 미국

에서 연 44,000~98,000명 정도가 예방 가능한 의료과오로 사망하

고 있고, 약 170~290억 달러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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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4]. 

수술실은 최첨단의 의료기기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엄격한 환

경관리 하에 수술이 진행되며 인적자원의 집중도가 높은 장소이다. 

그러므로 수술실 환경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의료진에게 위험한 곳

이 될 수 있다[5]. 수술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사용은 안전에 위험요인

이 되며, 팀워크와 의사소통은 환자안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6]. 

심장 수술에서 위험요인으로는 의료진의 지식과 기술의 부족, 기구

나 장비의 가용성 부족, 표준과 지침의 미 준수, 수술실의 물리적 환

경 등이다[7]. 또한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사고에

는 수술부위의 오류, 수술 후 이물질의 잔존, 화재 등이 있다[8]. 미

국 수술실 간호협회(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에서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술실 주요 안전문제의 우

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부위/환자/수술, 수술 후 이물질 잔존

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투약오류, 수술기구 재

처리 오류, 욕창, 화재, 저체온증, 화상, 응급상황 대처 등이다[6]. 

수술실에서 환자안전 활동은 오류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러

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술실 모든 의료진의 작업환경을 재구

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간호

사는 간호과정의 표준과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체크리스트를 사용

하여 과정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 오류를 유발하는 상

황 즉 방해와 공포 및 분노 유발의 분위기, 시간의 압박, 불안 등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9].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록 및 수술기구, 수술바늘, 거즈 계수 맞추기 등 정책

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환자안전과 보호자에 대한 지지를 수행하여

야 한다[10]. 수술간호 실무에서 안전영역이 간호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문화는 수술합병증과 안전사고 

예방의 필수요소이다[11,12]. 수술과 관련된 사고는 그 발생 빈도가 

높으며 그로 인한 손상이 다른 안전사고에 비하여 매우 심각하므로 

수술실에서의 환자와 직원을 위한 안전한 환경구축이 필요하다[13]. 

그동안 수술실 부서의 환자안전 관련 연구들은 주로 환자안전 문화

와 환자안전 간호활동 조사연구로 실제적인 수술실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실행에 적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실 간호사의 환

자안전 확보 경험을 탐색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술환자의 안전

구축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확보에 있어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경험 탐색을 통하여 수

술실 환자안전 확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수술실 환자안전 정책마련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확보 경험에 대한 심

층적이고 포괄적인 탐색을 통하여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과 관련된 

간호실행의 현상을 기술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

의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확보에 대한 경험을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총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Strauss와 Corbin [14]의 근거이

론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

호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IRB No. 1040173-201510-HR-008-02)을 받았다. 본 연구의 참

여자는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간호사 중에서 선

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술실에서 환자안전 실행에 대한 경

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

상자를 목적적으로 표집 하였다[15]. 연구자는 해당 병원의 간호부

서에 연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구체적으

로 연구 목적과 주제, 진행 방법과 대상자 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

였다. 연구자는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미리 전화하여 연구 목적, 진

행 방법 및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과 동시에 순

차적으로 진행된 자료 분석에서 포화되기까지 총 15명의 참여자와 

면담하였다. 

3. 연구자의 훈련과 준비 

본 연구자들은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간호사와 관리자로 근무한 

경험과 간호부서의 교육 및 행정에서 실무경험을 하였다. 대학원에

서 질적 연구에 대하여 공부하였으며, 그 후에 질적 연구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세미나와 워크숍 및 특강 등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 전

반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 나아가서 동료교수들과 그룹스터디를 하

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교과서와 연구 등을 읽으며 체계적으로 공부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전문교수로부터 훈련과 자문을 받아 질적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수행 능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으

며, 최근 질적 연구 몇 편을 수행하고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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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4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개인 심층면담으로 이루

어졌다. 면담은 편안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이용하였

다. 면담질문은 연구현상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은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였다. 보조질문은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를 위협하는 혹은 저해하는 요인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사고가 일어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

까?’, ‘수술실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

습니까’였다.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에서 90분 정도였

다.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메

모하여 분석과 다음 면담에 참고하였고, 면담 후 곧바로 필사하였

다. 자료 분석에서 이론적으로 포화 되었다고 판단 될 때까지 대상

자를 면담하였다. 이론적 포화에 대한 판단은 대상자의 면담내용에

서 더 이상 새로운 점이 없고,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같은 개념과 

범주가 되풀이 되어 나타나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음이었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4]의 근거이론방법으로 자료 수

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분석은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을 통하여 

면담자료를 개방코딩, 축 코딩 및 선택코딩을 하였다. 개방코딩은 

필사된 자료를 수차례 읽고 자료상에 나타난 사건이나 활동 등에 초

점을 두고 중요한 내용을 가려낸 후에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

약하여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개념을 비교하면서 유사한 내

용은 합치고 범주하였다. 축 코딩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

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으로 이루어진 패러다임 모

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범주 간의 관련성을 찾아내어 연결하였다. 선

택코딩은 범주를 전체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통합하여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범주와 핵심범주를 연관시켜 연구현상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끌어냈다. 모형은 연구 현상에서 도출된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연구 결과를 논리적이고 통합적으

로 표현하고자 했다. 

6. 연구의 엄밀성 확보 

본 연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의 4가지 기준인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및 중립성을 적용하였다[16,17]. 신뢰성 확보를 

위해 면담을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언어로 경

험을 최대한 잘 표현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자료에서 전형적, 비 

전형적 요소를 모두 검토하고, 도출 결과에 의도적 반박을 시도하였

으며,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참여자 간의 멤버체크를 

하였고, 분석 결과의 범주 및 하위범주를 원 자료와 비교하고 인용

사례의 대표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전반적 과정에서 동료 

피드백과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적합

성은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 적용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에게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 결과가 

의미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감사가능성은 연구자 분석과 해석을 독

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표현을 인용하였다. 확인가

능성은 연구자 편견없이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참여자 경험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연구자의 선입견, 선 이해 및 편견을 최대한 배

제하고자 도출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는 15명의 간호사로 14

명이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4세, 평균 경력은 10년이었고, 9

명은 기혼이었다. 종교는 6명이 기독교, 4명이 가톨릭, 3명이 불교이

었으며, 2명은 종교가 없었다. 학력은 9명이 4년제 대학, 2명이 3년

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4명은 석사학위 소지자이었다. 

자료 분석 결과,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라

는 핵심범주와 5개의 범주, 14개의 하위범주 및 64개의 의미 있는 

기술이 도출되었다(Table 1, Figure 1).  

본 연구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확보 경험에서의 인과적 조건

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맥락적 조건은 

‘여러 직종과 한 팀으로 호흡 맞추기’와 ‘경직된 환자안전 관련 조직

분위기’로 분류되어 제반 수술여건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중재

적 조건은 ‘환자중심 마인드 형성’과 ‘수술시간 단축에 대한 압박’으

로 분류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범주는 ‘지속적인 개선 시도하

기’, ‘즉각적인 환자안전 경험 공유하기’로 환자안전을 위한 개선전

략이 포함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로 ‘진보하는 환자안전 

관련업무’와 ‘여전히 남아있는 틈새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도출되

었다.

1. 인과적 조건

본 연구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확보 경험에 대한 핵심

범주의 인과적 조건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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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Meaningful Statements about Operating Room Nurses’ Experiences in Securing Patient Safety

Categories Subcategories Meaningful statements

Causal  
condition

Positive factors Complete systematic 
safety education

Create an annual education program 
Attend an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indirect experience 
Repeatedly participate in various practical education courses 
Cross-train 

Develop and prepare a 
practical manual

Make a practical manual for patient safety

Negative factors Difficulties in using 
surgical instruments 

Replace surgical equipment frequently 
Lack of instruction 
Having to use multiple products that differ in purpose
Feeling burdened due to rented instruments 
Malfunctioning instruments
Shortage of specialized instruments

Incorrect information 
about an operation 

Lack of discussion and preparation for a surgical procedure
Being assigned a surgical procedure on short notice 
Lack of patient information
Incomplete original data 
Lack of advanced information about combined surgical procedures

Context Create one team with 
various professionals 

Helping others in the operating room
Keeping close relationships among members 
Consider peers like family
Smoothing out the operative process 
Focus during surgery 

High-pressure 
environment during 
surgery

Carelessness, quick temper, or impatience
Overconfidence or lack of confidence
Indifference, working half-heartedly
Different attitudes toward and/or a lack of personal safety consciousness
Self-indulgent interpretation and action
Disregarding nurses’ opinions

Intervening 
condition

Maintain a patient 
centered mind 

Maintain a patient-centered attitud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ttitude
Honesty 
Compliance with principles

Pressure to conduct a 
quick surgery

Being rushed or put under pressure
Short turnover time 
Performance-based system 
Operations occur too fast to be planned 
Inability to obtain an X-ray due to long wait times

Action/
Interaction 
strategies

Attempt continuous 
improvement

Use various monitoring instruments and procedures
Discuss problems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system 
Involve a committee 

Immersion in operation 
with sharing issues 
on patient safety

Meetings about patient safety
Educate all nurses 
Exchange experiences continuously

Consequence  Work to advance 
patient safety 

 

Develop and apply new 
procedures or systems

Discuss new procedures before the operation
Cross-check data 
Check informed consent before the operation
Use a turnover sheet 
Apply ‘time out’; surgery team to check everything together before operation 
Count gauze for all surgeries 

Apply and change 
procedures 

Change disinfectants for preventing skin burn 
Change the biopsy procedure 
Prevent burns by fixing the plaster 
Colored covers for instruments 
Handle frozen biopsies using new methods
Submit QI report but without names

Enforce principles Check skin condition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Maintain primary antibiotic stocks in the operating room
Wash hands 
Do not guess
Do not hurry

Concerns about accidents in the remaining gaps Concerns about accidents in unanticipated areas 
Something occurs that has not been considered 
Blind spots regarding outpatient surgery
No monitoring of patients who receive local anesthesia 

QI=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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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은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잘 개발되고 준비

된 실무매뉴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

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았다. 실무교육은 질관리부서, 

간호부서, 간호단위 차원에서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 형태는 컨퍼런스, 학술대회, 질 향상 경진대회 등

이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교육에도 참석하여 간접적으로 

사례를 접하였다. 실무교육은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업체를 초청하여 교육을 하거나, 신규교육, 비디오를 통한 

사례교육 등으로 다양하였다. 각 수술실에서는 폭넓은 수술종류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양한 진료

과 수술에 간호사가 훈련을 받는 크로스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타임아웃이나 환

자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들을 때는 짜증나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하지? 하다가 이건 중요 하구나 느껴

요. (참여자 9)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뭐가 있

을까 생각해서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어요.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응급 때도 볼 수 있으니까. (참여자 4) 

또한 참여자들은 수술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료진과 

협의하여 잘 개발된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구비해 놓고 

활용하였으며, 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술물품과 장비, 수

술절차, 검사, 투약, 수혈, 마취 등이었다.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하잖아요. 제조사에서 나온 매뉴얼이랑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실제 사용하면 매뉴얼에 없지만 이거

는 불안해서 쓸 수 없는 거.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알지, 강조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참여자 4)

 

2) 부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은 부족한 수술실 인력, 수술실 기계사용의 어려움

과 부담감, 부정확한 수술 관련정보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경력간호사의 이직이 많아 업무 부담을 느꼈으며, 수술실 업무 특성

상 초번과 밤번, 식사 교대시간에 인력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러

한 시간에 순환간호사가 양방, 혹은 3~4개의 수술 방을 담당하여 

업무를 하였다.  

   

점심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두 방을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

거든요. (참여자 6)

저도 출근하면서 서너 방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많죠. 

(참여자 15)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수술실 기계사용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

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장비와 기구 및 소모품의 잦은 교

Figure 1. A model of operating room nurses’ experiences in securing patien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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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신제품의 도입, 용법이 다른 다양한 제품, 사용빈도가 적은 기

구 사용의 미숙함 등이었다. 이외에 수술실 간호사들은 외부에서 입

고되는 수술물품 관리에 대한 부담감, 기구의 작동불량, 특수기구의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특히 장비 문제가 많아요. 작동방법을 제대로 숙지

하지 않아서 힘으로 하려고 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

자 12)

요즘에는 새로운 기계가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빨리빨리 교

체해야 하면서. (참여자 6) 

일부 참여자들은 부정확한 수술정보로 인해 힘들어하였다. 그 이

유로는 수술 전에 수술계획에 대한 대화나 준비가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갑작스러운 수술에 업무배정 등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수술환

자의 불완전한 자료, 예를 들어, 부정확한 수술명, 미비한 수술부위 

표기 등으로 환자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

며, 여러 외과가 관여되는 복합수술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경우

도 있었다고 하였다. 

허리가 아프신 분인데 서비컬(cervical)로 되어 있어서 걸러진 

적 있고. (참여자 9) 

 

수술 전 처치에 기록을 해서 오잖아요. 거기랑 컴퓨터랑 반대

예요. (참여자 6)

2. 맥락적 조건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확보 경험의 맥락적 조건은 ‘여러 직종

과 한 팀으로 호흡 맞추기’와 ‘경직된 환자안전 관련 조직분위기’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1) 여러 직종과 한 팀으로 호흡 맞추기

수술은 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 및 다양한 의료팀의 다학제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참여자들은 수술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집도의사나 마취과 의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의존적

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술환자를 중심으로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추

어서 수술에 몰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시

키기 위하여 필요 시 다른 수술방 업무를 돕거나 가족 같은 동료관

계를 유지하였다.

부서 간 라포 형성은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10)

과거에 간호사와 의사 사이에 서로 누가 잘났나는 식의 다툼

이 있었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참여자 12) 

2) 경직된 환자안전 관련 조직분위기

참여자들은 여러 직종과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추고 수술에 임하였

으나, 한편으로 수술과정에서 원칙이 위반될 때 단호하게 지적하지

는 못하였다. 수술실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에서 윗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추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

록 무마하며 쉬쉬하고 넘어갔다. 또한 원칙을 준수하면 깐깐하다고 

평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의를 해도 잘 수용되지 않거나 변화가 미

비하였다. 수술실 관리자는 미온적 태도로 환자안전 보고서를 받아

만 두거나, 운영위원회 등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일부 병원

경영자는 수술실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수술실에 대한 관심

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을 오히려 깐깐하고 이상하게 보는 게 문

제인 것 같아요. (참여자 14) 

일단 사고가 생겼을 때 비난하고 보고서 쓰고 책임져야 하고 

그런 것들. 그런 문화때문에 당장 환자보다는 나를 생각하게 되

는 것 같아요. (참여자 15) 

이러한 경직된 환자안전과 관련된 조직의 분위기는 다양한 개인적

인 성향과도 연관이 되어있다. 참여자들은 수술집도 의사의 개인적 

성격과 성향이 각각이어서 이들과 호흡을 잘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

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사의 개인적 성향으로 덜렁거리거나 급한 성

격, 내 수술은 내가 책임진다는 식의 자기 과신의 성격, 반대로 자신

감 없는 성향, 이기적인 성격 등이었다. 이들은 업무를 남의 일 보듯

이 하거나, 옆방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과 건성으로 일을 하

였다. 이들은 안전의식이 부족하거나, 안전의식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며, 간호사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시키기도 하였다. 

간호사는 순서대로 일하고 빨리 해서 반응해야 하는데 안 그

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정신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정신

이 없고. (참여자 14) 

편법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사소한 

사고를 많이 쳐요. (참여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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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범주

참여자들은 경직된 조직풍토에서 여러 직종과 한 팀으로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을 사수하기’에 주

력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든 수술에서 최상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하

여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수술과정에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다. 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근무

시간 중에 계속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절차를 빈틈없이 물 흐르듯이 

원활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수술실은 아직까지 

비교적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집

도의사는 수술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임상적 의사결정을 하

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숙

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도제식의 철저한 훈련이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술실 근무자는 수술실의 독특한 근

무환경에서 자신의 인간적 한계의 위협요인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수술진행 시간이 경과할수록 집중력이 감소되고, 극도

의 피로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전체 수술과

정에서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매 순간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 환자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

들은 수술실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수술실 이용률의 증가, 수술과 

수술사이의 시간의 감소 등으로 서두르고 재촉하는 상황에서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생각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지. (참여자 15) 

 

그 교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모르고 새로운 간호사가 하려

고 하면 눈치를 줘요. (참여자 11) 

4. 중재적 조건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를 위한 작용/상호작

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은 ‘환자중심 마인드 형성’과 

‘수술시간 단축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났다.

1) 환자중심 마인드 형성

참여자들은 수술 환자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수술대상

이 아니라 환자로 바라보는 자세임을 인식하였다. 즉, 안전에는 마음

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정직에 바탕을 둔 철저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성찰하였다.   

환자안전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식인 것 같아

요. (참여자 5) 

제일 중요한 건 그걸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

각을 하니까. (참여자 4) 

2) 수술시간 단축에 대한 압박

참여자들은 수술실에서 계속 서두르고 재촉하는 환경에서 일하였

다. 이들은 수술과 다음 수술 사이의 시간의 단축과 수술실 이용률 

향상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으며, 계수를 못할 정도로 수술의 진행속

도가 빠름을 경험하였다. 

수술 보는 사람은 부족한 데 방은 여기저기 열라고 하고, 우리

는 또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참여자 5) 

환자 나가고 다음 환자 들어오는 시간이 딱 15분. 그것도 정말 

확보를 했을 때. 빨리빨리 해놔야 다음 수술이 지장이 없으니

까. (참여자 7) 

이러한 수술실 생산성 제고 요소 외에도 통제하기 어려운 수술실 

상황이 참여자들을 어렵게 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감당하

기 힘든 응급상황에서 집중력이 감소하고 극도의 피로감을 경험하였

으며, 원칙준수 자체가 불가능한 수술도 경험하였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피곤하면 늘 하던 일도 정상적으로 사고

가 안 되어요. (참여자 4) 

특히 응급수술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지킬 시간이 없죠. 위급

하니까. (참여자 14)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참여자들은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지속적인 개선 시도하기’와 ‘즉각적인 환자

안전 경험 공유하기’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1) 지속적인 개선 시도하기

참여자들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고 환자안전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위원회 활동의 활

성화 및 관련 시스템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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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봐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실제적으로 스킨 인시젼에 마취과 확인이랑 디스커션하면서 

스킨 인시전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참여자 4) 

2) 즉각적인 환자안전 경험 공유하기

모든 참여자들은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수술방장 회

의를 통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된 내용을 전체 간호사에게 공지

하고 교육하여 즉각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처를 하는데 사고가 일

어날 뻔한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을 때도 다시 한 번 교육을 하

는 거죠. (참여자 6) 

타임아웃이나 환자확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 하구나 느껴요. (참여자 9) 

6. 결과 

참여자들은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를 위해 

끊임없는 개선과 노하우 공유로 수술에 몰입하면서 하위범주로 ‘진

보하는 환자안전 관련업무’와 ‘여전히 남아있는 틈새에서의 사고발

생 우려’가 도출되었다.

1) 진보하는 환자안전 관련업무

모든 참여자들은 수술 환자안전을 위해 중단 없이 진보하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

류되었다.

(1) 첫째, 새로운 절차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참여자들은 수술환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절차나 시스템을 개발하

여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피부절개 전에 마취과 의사와 외과 의사

가 수술절차에 대해 토의하기, 자료의 크로스 체크, 시술에 대해서 

동의서 받기, 인계시트의 개발과 사용, 검체의 타임아웃(time out) 

적용, 모든 정형외과 수술에서 거즈 계수하기, 봉합사 껍데기를 따

로 모아서 계수하기, 계수 기구의 개발 및 사용 등이었다.

저희가 거즈 개수 카운터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참여자 4) 

간단한 시술인데 동의서도 없어요. 담당간호사가 의심쩍어

서... (참여자 7) 

(2) 둘째, 절차를 바꾸어 적용하기

또한 참여자들은 수술환자 안전을 위해 절차를 변경하여 적용하

였다. 예를 들면, 피부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 대신 베타딘 사

용하기, 조직생검을 방포가 아닌 곡반에 받기, 생검을 손에서 손으

로 주고받고, 의사가 직접 확인 후 서명을 받고 검사실로 즉시 보내

기, 화상예방을 위해 보비를 반창고로 고정하기, 디버 견인기의 고

정을 파란색 고무줄로 변경, 작은 수술솜에 카운트 마커를 부착하

기, 동결조직 생검 결과 공지 시에 환자이름으로 알려주기, 소독물

품 라벨과 기록지를 따로 모아서 이중으로 확인하고 추적하기, 환자

안전 사건보고서를 익명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공개하여 교육하기, 

외부전문가나 타부서 전문가와 업무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

기, 미리 사용할 실을 풀어 놓지 않기 등이었다.

솜 10개 카운트하는데... 그 후 마커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참여자 7) 

실 같은 경우는 진짜 쓸 때 풀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참여자 5) 

(3) 셋째, 원칙준수를 강화함 

참여자들은 수술 환자안전을 위해 원칙준수를 더욱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수술 후 피부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기, 항생제를 미리 주

사기에 재 놓지 않기, 손 씻기를 원칙대로 준수하기, 추측하지 않기, 

서두르지 않기, 수술방장이 솔선수범하여 원칙을 지키기 등이었다. 

만약 욕창이 생기면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4) 

근데 또 연차가 늘면서 보고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위

에 사람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참여자 5) 

2) 여전히 남아있는 틈새에서의 사고발생 우려 

참여자들은 다양한 개선과 예방노력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

분, 사소한 것, 미세한 것 등에서 사고 발생을 우려하였다. 안전의 

사각지대로 외래 수술환자 수술실과 모니터링이 미비한 국소마취 수

술실을 예로 들었다.

한 번은 맞겠지 했는데. 거즈 카운트가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뒤져도... 나중에 보니, 쓰레기통에, 어떤 경우에는 신발에... 도

저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참여자 4) 



769

http://dx.doi.org/10.4040/jkan.2015.45.5.761 www.kan.or.kr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확보 경험

실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생각 외로 지켜줘도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7) 

논 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 확보 경험을 근거

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수술실 환자안전 확

보경험에 대한 핵심범주는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

하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직된 환자안전관련 조직분위기

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노하우 공유로 수술에 몰입하여 한 팀으로 호

흡을 맞추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환자안전 확

보는 무엇보다도 환자중심 마인드로 무장함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창의적인 사고로 진일보한 결과, 환자

중심 예방전략 강구하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수술의 

속도와 질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수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몰

입하기 어려움도 동시에 경험하면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식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이 경험한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의 인과적 조건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요인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 체계적인 교육, 잘 

개발된 실무 매뉴얼이었다. 이는 여러 연구에서 수술환자 안전관리

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점과 같은 맥락이

어서[7,18,19],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실천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는 최근 수술종류가 많아지고 어려운 수술도 증

가하면서 성공적인 수술결과를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이 필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부정적인 요

인에서 근무환경요인으로 수술실 인력의 부족, 수술기계 사용의 미

숙과 부담감, 부정확한 환자수술에 관한 정보로 분류되었다. 수술실 

근무환경의 중요성은 수술과 관련된 환자안전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거의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었다[7,12,18-21]. 본 연구에서 경력자의 

이직과 초·밤번근무와 식사 교대시간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나타났으

며, 국내의 환자안전 개념분석 연구[18]에서도 환자안전의 선행요인

으로 자격있는 충분한 인력배치가 제시되어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수술실 

환자안전의 강화요인으로 불충분한 직원배치, 직원부족이 지적되었

는데, 특히 적절한 인력의 배치에 휴식시간 반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21], 환자안전의 위험요인으로 많은 업무량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은 수술실 인력배치와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7]. 본 연구에서 근무환경의 어려움은 수술실 기계사

용의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은 업무특성 상 많은 수

술기구와 장비 및 소모품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술

실 기계사용과 관련된 어려움은 장비와 소모품의 잦은 교체, 신제품

의 도입, 사용법이 다른 다양한 제품, 사용빈도가 적은 기구의 사용 

미숙과 외부 입고물품의 관리부담, 기구작동의 불량, 특수기구의 부

족 등이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22]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

으로 수술실 기구 사용의 문제점은 장비가 인터페이스가 안 되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디자인이 좋지 않거나, 시스템 불량 등이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수술실 기계사용의 어려움과 부담감을 극

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관리능력과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노력이 

중요하다. 동시에 수술물품의 경제적 요인도 감안해야 하므로

[23,24], 의사결정 시 사용자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비용효과 측면

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통합적인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환자의 수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예를 들면, 부정확한 수술명, 수

술부위 표기의 미흡, 수술 전에 수술 절차나 준비에 대한 논의 부

족, 환자의 일차적인 건강정보 수집 부족, 여러 과가 협진하는 복합

수술의 계획 부족 등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의료팀

의 협동과 기록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안전한 수술확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정확한 환자

정보에 근거하여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

다. 수술실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비능률이 초래되며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수술 시에 문제발생, 

팀의 긴장, 장비나 인력사용 등의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

가서 수술절차의 지연, 환자의 불편 및 절차의 오류 등의 문제가 유

발될 수 있다[25]. 그러므로 정확한 환자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며

[7]. 여러 관련 연구[15,20,21]에서 환자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정, 

기록 및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실천이 필요하다

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수술실 환자안전 경험의 맥락적 조건으로 ‘여러 직

종과 한 팀으로 호흡 맞추기’와 ‘경직된 환자안전 관련 조직분위기’

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수술에 참여하는 다양한 직종과 한 팀으

로 호흡 맞추기를 통하여 수술에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

행 연구[26]에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팀워크가 위해사

건의 발생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치료의 질과 안전과 

관련되고, 팀워크와 리더십 유형은 직원의 안전에도 관련되는 중요

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술실의 환자안전 강화요인

으로 상호신뢰가 제시되고 있는데, 많은 수술실 간호사들은 수술실

에서 협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서로 잘 알고, 상호신뢰와 협업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 보고[21]와 유사하였다. 또한 수술실 

의료진의 팀워크와 환자안전 문화인식에서 부서 간 협조체계는 비교

적 높은 것[12]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60개 병원의 외과의사, 마취과의사, 마취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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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한 협력과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24]에서 수술실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학제간에 팀 형

성과 협력이 중요한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조직의 경직된 분위기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술참여자의 독특

한 개인적 성향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수술환자안전에 관

한 선행 연구[12,20]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환자안전과 관련된 경직된 조직분위기는 위해사건과 실수

가 단지 형식적 사건보고로 다루어지므로 회의적이며, 이는 환자안

전 위협요인이 된다는 연구[21]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권

위적 조직문화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절차는 수술환자 안전의 위

험요인이므로 수술실에서 보다 강력한 안전문화 창출에 주력해야 한

다는 연구[7]를 뒷받침하였다. 경직된 조직분위기는 수술참여자의 

독특한 개인적 성향도 관여되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21]에서 개인

적 성향이 산만하거나 성급함은 수술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류

나 실수의 원인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한 수술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많은 연구

[7,27,28]에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음, 개인적 습관이나 선호가 거론

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에 영

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으로 ‘환자중심 마인드 형성’과 ‘수술시간 단

축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환자안전에서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한 점은 환자안전 마인드였다. 이는 환자를 수술의 대상으

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기본

적인 사항이지만, 고무적인 것은 간호사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된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개념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와 간호를 명시한 연구[18]와 같은 맥락이었다. 또 다른 환자안

전의 중재적 조건으로 참여자들은 수술의 속도와 질에 대한 압박을 

받은 점이었다. 이는 수술실의 환자안전 위협요인으로 속도와 생산

성 증가 요구, 수술대기 환자 감축, 수술건수 증대를 보고한 연구

[21]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시간에 대한 압박은 간호사들에게 수

술준비 시간과 수술과 수술사이 시간을 감소시켜야 하는 부담을 주

었다. 이에 대하여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으나, 피

로감을 느끼므로 환자안전이 우려가 된다고 하였고[21], 지속적인 

집중부족은 환자안전의 위협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 따라서, 수술실 생산성 제고라는 목표 하에 이루어지는 수술

실 운영 성과와 환자안전의 관계를 보다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

으며, 이에 대한 접근은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를 위

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참여자들은 끊임없는 개선과 노하우 공

유로 수술에 몰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

선시도하기’, ‘즉각적인 환자안전 경험 공유하기’였다.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의료현장에서, 최고의 수술의 결과를 도출

해내기 위해 기존의 틀에 안주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업무 개선시도

를 보였다. 또한 개선의 결과 혹은 논의되는 실무문제에 대하여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참여자들 간에 공유를 시도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의료기관인증에서도 환자안전을 강화하

는 점과 최고의 환자결과를 창출해내려는 의료기관의 운영 추세와

도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끊임없는 개선과 노하우 공유로 수술

에 몰입하여 ‘환자중심 예방전략 강구하기’를 보여 주었으며, ‘진보

하는 환자안전 관련업무’와 ‘여전히 남아있는 틈새에서의 사고발생 

우려’로 분류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술환자의 안전을 위해 3가지의 

유형, 즉 새로운 절차나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절차를 바꾸

어 적용하기, 원칙준수를 강화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규정

이 없으면 만들고, 지켜지지 않으면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과도 흡사한 형태로 간주된다[29,30]. 또한 환자안전 선행요인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과 경험적 준거로는 환자에게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사전 예방 및 상해의 제거, 최소화를 보고한 연구

[18]와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환자안전 강화요인으로 미리 생각하기

로 실수예방은 수술실간호사 업무의 핵심이라고 한 연구[21]를 지지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다양한 개선과 예방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우려하였다. 이에 대한 관리자

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관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거

이론방법을 이용하여 수술환자안전 확보에 대한 경험을 깊이 이해하

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술실의 환자안전 확보 경험

은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 사수하기로 나타났으며, 간호

사들은 경직된 환자안전관련 조직분위기에서 환자중심 마인드형성

과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하여 환자중심 예방 전략을 강구

하기 위하여 개선과 노하우 공유로 수술에 몰입하기를 보여주고 있

다. 그 결과는 진보하는 환자안전 관련업무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틈새에서의 사고발생 우려문제도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

은 팽팽히 긴장된 수술현장에서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 수술환자 안

전원칙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원칙준수를 위

한 전략을 강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술실의 권위적 분위기 

등으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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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관리자와 병원경영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획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술실 생산

성 제고와 수술환자안전의 관계에 대한 효과적인 관계설정을 조직차

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수술실에는 많은 환자안전 위협요

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현장의 다양한 전략과 노력들이 

보다 폭넓게 공유되고 실행된다면 더 나은 환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제언으로 수술실 관리자는 환자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토콜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과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실 안에서 다학

제간의 환자안전 요인에 대한 협조 및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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