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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done to identify clinical nurses' experiences of safety management 
with older patients. Methods: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six step method. Data 
collected from July 27 to December 1, 2017, were from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nurses who 
had worked at one general hospital for more than five years. Data collection was done until data saturation was 
reached. Results: This study results were comprised of four categories and nine clusters of themes. The four 
categories were: “Increasing burden in the management of older patients”, “Unsettling feelings of fear and guilt 
from unexpected safety accidents”, “Shift to active coping”, and “Expectations regarding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older pati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or clinical nurses to provide safety 
management for older patients, it is necessary to have a sufficient number of nursing staff, to underst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lders, and to establish facilities that older patients can use safely and conveniently. In addi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the nursing community as it provides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safety management 
for older patients from the nurses' point of view and thereb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and 
improvement in the work capability to provide care to elders. Furthermore, the study results are also politically 
significant as evidence to establish standards for expanding the number of nursing staff and safety managem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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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3.2%(676만 3천 명)로 10

년 전보다 약 200만 명 증가하였으며, 2037년에는 전체인구의 

30%를 넘어설 전망이다[1].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화와 관련

된 건강 문제로 이어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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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권수혜·이연향 등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진료일 기준)가 전체 진료비 

비 40.8%를 차지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노인은 노화로 인하여 인지기능 장애, 시력장애, 우울, 다중 

약물복용, 보행 및 균형 능력 저하, 문제행동 등의 다양한 신체

적,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고[3], 이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간호사는 노인 환자안전에 해 집중적

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4].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에 환

자안전에 한 항목을 포함하면서 환자안전에 한 관심이 증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가치관 및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 체계적 논의는 아직 미흡해 안전사고 발생 수치와 피

해 정도 및 처 방법, 유형 등 실질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5].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은 의료인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부서나 병원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

므로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확보하려면 안전사고의 해

결보다 사고 예방 차원에 더욱 중점을 둔 인적, 물적 관리를 필

요로 한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환자안전을 증진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는 환자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6].

간호사는 병원 내에서 환자안전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일선

에서 파악하고 처하는 방패적 역할을 하는 전문 집단으로 

간호사들의 관심과 인식이 환자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

당하고 있다[7]. 업무의 특성상 간호사는 다양한 환자안전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투약오류 51.3%, 낙상 14.7%, 기타 

14.3%, 주사 관련 8.2%, 수혈 관련 4.7% 순으로 나타났다[8]. 

이중 입원 노인의 낙상사고는 병원 낙상의 49~55%를 차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이러한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해 병

원의 재정적 손실과 병원 의료진에 한 신뢰감 저하, 의료소

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안전은 병원 내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0]. 하

지만 지금까지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공

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개인

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여 안전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파

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응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11].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는 노력으로써 안전한 병원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사고에 하

여 개방적인 논의를 허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12].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안전문화나 환자안전과 관련하

여 간호사를 상으로 진행되어 온 연구들은 주로 양적연구가 

부분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낙상 예방 교육의 체계화, 투약 

및 수혈, 구두 처방과 관련된 절차의 재정립, 오류를 걸러내고 

정확한 의료정보전달을 위한 질 향상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

선된 간호 활동이 환자 안전문화 인식과 환자들을 위한 안전

한 치료환경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5,6,10,13]. 이처럼 환자 안전문화의 구축은 보다 안전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

력 중 주목받는 접근으로[14,15], 환자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며, 벌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자발

적으로 환자안전에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를 보고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안전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16]. 그리고 국내에서 연구된 간호사의 환자안전 관

련 질적연구는 현재까지 1편으로[17], 간호사의 환자안전사

고 유발 경험에 하여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초점을 둔 간호사의 경험을 다루고 있었다. 한편, 실제 임상에

서는 노인 환자 안전사고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며[3,5,6], 환자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간호사

들이 사고를 야기하는 입장이 되면서 죄책감과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을 고려하게 되거나 실제로 사직을 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

로 미루어 볼 때 임상간호사들이 노인 환자를 돌보며 겪게 되

는 생생한 안전관리 경험을 파악해 보는 것을 통해 병원 내 노

인 환자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보

다 심도 있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환자안전문화 조성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Colaizzi [1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에 참여한 

각 개인들의 경험적 진술들을 일반화한 형식으로 다시 표현해 

가면서 경험의 공통된 부분에서 본질적 구조를 추출하여 기술

해 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노인 환자 안전

관리를 경험한 간호사들의 생생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기술하

고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노인 환자 안전관리의 공통적 의미와 

본질을 밝혀 이와 관련된 총체적인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Colaizzi [1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

고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 환자들을 위한 안전문화를 조

성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하여 상황에 근거한 전략적 간호 관리 과정을 수립해 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을 파악

하기 위해 시도된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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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사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와 관련된 경험의 진술 속에

서 그것이 가지는 본질과 의미를 알아내어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임상간호사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가 병원에서의 간호 실무 중에 경험

한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생한 경험

의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Colaizzi [18]가 제시

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임상에서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이 

있고, 안전관리 경험에 하여 풍부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를 상으로 편의 추출하

였다.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종합병원 신경과, 심

장내과, 정형외과 병동에서 근무한 지 최저 5년 이상 된 간호

사 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였다. 면담은 참

여자가 편안해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정하여 진행되었는데 이

에 한 의사결정 시 부분의 참여자들이 조용한 곳에서 만

나 면담하길 원하여 참여자 7명 모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개

별 심층 면담과 적극적 경청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은 1회에 60~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횟수는 개인당 1~3회 

실시하였다. 면담은 ‘임상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경험을 생각이 떠오르는 로 이

야기해 주시겠습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시

기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2회차 면담부터는 첫 번째 면담에

서 나온 면담 내용들을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한 질문을 시행하여 면담 참여자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와 

관련한 경험에 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계속 분석

해 나갔다. 본 연구에서 여섯 번째 참여자로부터 자료의 포화

를 확인할 수 있어 일곱 번째 참여자 면담 후 자료수집을 종료

하였다. 또한 면담 시 연구자의 선입견이 배제되고 참여자의 

경험 세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괄호 치기를 통해 판단 중지

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과 분석은 순환적이며 동시적으로 

진행하였고 Colaizzi [1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6단

계 자료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단계는 연구참여자의 

진술에서 그 진술 내용이 의미하는 바와 현상의 본질을 명확

하게 기술하려는 과정으로써 각 단계는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에 한 면 한 파악을 위해 여

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그 의미를 탐구하고, 확인된 내용 중 의

미 있는 진술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내용을 파

악하였다. 둘째, 앞서 파악한 의미 있는 진술에서 노인 환자 안

전관리 경험과 관련한 진술 내용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시킨 

후 보편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용어로 그 의미를 구성하여 참여

자가 말한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잘 드러나도록 주의를 기울

였다. 셋째, 구성된 의미들을 면 히 확인하여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끼리 묶어 좀 더 추상적인 주제를 도출하

며 이에 해 공동 연구자들과의 여러 횟수에 걸친 확인을 통

해 도출된 추상적인 주제가 원자료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

는지 파악하였다. 넷째, 비슷한 주제들끼리 모아 주제 모음을 

도출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선정한 주제를 표현하는 경험적 현

상을 통합함으로써 결론적인 기술을 시행하기 위해 비슷한 주

제들끼리 묶어 주제 모음을 조직하였다. 다섯째, 앞의 분석 과

정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임상간호사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이 드러나도록 주제 모음을 구성하였다. 여섯째, 주제 모

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도출된 결과를 2명의 연구참여자

에게 보여주어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참여

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함을 표현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 [19]가 제시한 신뢰성, 적합성, 감사 가능성, 

확증성을 따랐다. 본 연구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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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정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참여자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된 경험을 담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

고, 참여자가 표현한 그 로를 글로 적어 자료의 신뢰성을 높

였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판단 중지를 하였다. 또

한,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4명의 연구자가 함께 

자료분석을 진행하고 2명의 연구참여자에게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며 검증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진술문에 포함하기 위해 참여자가 표

현한 그 로를 글로 적고 참여자 이외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이 풍부한 임상간호사 두 명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경험과 

같은 의견인지 확인하여 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진행 과정에 한 상세한 내용과 면접 

및 필사의 과정에 해 연구자가 직접 진행을 하고 이에 사용

되었던 자료를 제공하여 다른 연구자도 그 자취를 그 로 따

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감사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자료분

석 과정에서 Colaizzi [1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준수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증성은 신뢰성, 적합성, 감사성 세 기준

을 충족시킬 때 획득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연구주제

에 관한 연구자의 모든 편견과 선이해 등에 해 사전에 검토

하였고, 면담 과정 동안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참여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고 자료분석 과정

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

해 노력하였다. 

6.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

본 연구자들은 간호사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병

동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노인 환자를 간호하며 겪게 되는 안

전관리 사고를 통해 노인 환자 안전관리의 어려움에 해 자

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임상에서 간호

사들이 겪는 다양한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 속에서 공통적 

의미와 본질을 밝혀 이와 관련된 총체적인 현상을 이해하고자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는 연구

자 자신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 있는 그 로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자들은 질적연구에 한 깊은 관심을 가지

고 질적연구학회를 통해 이에 한 교육을 받았으며 학원

에서 질적연구방법론에 한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질적연구

에 한 기본 지식을 쌓았고 북한 이탈 여성이나,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보호자, 목회자 사모 등을 상으로 한 다양한 질

적연구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KU IRB 

2017-0061-01)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

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심

층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면담 

시작 전 본 연구목적 및 면담 시에는 녹음을 하게 될 것과 개인

의 비 은 보장한다는 사실을 연구참여자에게 알리고 면담 자

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

다. 그리고 설문지 및 녹음된 면담의 필사본은 연구자 개인 서

랍에 이중 잠금 장치하여 보관하고 녹음 파일도 연구자를 제

외한 그 누구에게도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참여에 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하였다.

연 구 결 과

총 7명의 임상간호사가 본 연구의 상으로 참여하였다. 연

령은 20  2명, 30  2명, 40  3명이었고, 그 중 4명이 기혼이

었으며, 종교는 기독교 2명, 불교 1명, 천주교 1명, 무교 3명이

었다. 총 근무 경력은 최저 5년에서 최고 17년으로 평균 9년이

었으며, 현 병동 근무경력은 최저 4년에서 최고 9년으로 평균 

6년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Colaizzi [1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232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이

를 토 로 19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보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9개의 주제 모음과 4개의 

범주로 통합되었다(Table 1).

범주 1. 가중되는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감

부분의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의 특성과 보호자들과의 관

계로 인해 안전관리에 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노인 환자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로 상 적으로 손이 많이 가고, 여

러 번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 

참여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보

호자들의 돌봄 부족과 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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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Nurses' Safety Management Experiences with Older Patients: Categories, Clusters of Themes, and Themes 

Categories  Cluster of themes Themes

Increasing burden of 
safety management 
for older patients

․ Increase in workload due to 
management needs of older 
patients 

․ Exhaustion due to a need for intensive care
․ Situations where repeated explanations are necessary
․ Always nervou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falling

․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ggravated by a 
lack of caregiver's role

․ There is much regret for the caregiver's attitude not to care for 
elderly patients

․ Increased workload as guardians are also elders

Unsettling feelings of 
fear and guilt from 
unexpected safety 
accidents

․ Extreme anxiety related to the 
deterioration of patients' health

․ A desire to get out of the situation
․ Feelings of guilt associated with safety accidents

․ Fear and anguish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others after 
unexpected safety accidents

․ Fear of reprimand as the person responsible for causing the 
safety accident

․ Anguish due to the tainted perceptions of others

․ Feelings of resentment due to 
the results of the accidents

․ Feelings of injustice due to being unfairly perceived as the sole 
factor for causing the accident

․ Feelings of regret towards nursing and turnover intentions due 
to the incomprehensible outcome of the safety accident

Shift to active coping ․ Efforts to follow the rules ․ Sensitive response in case of similar incidents
․ Efforts to be cautious while conducting patient safety care

․ Consideration of safety strategy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given to patients
․ Sharing cases among departments

Expectation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older patients

․ Expectations regar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 Need for more nursing staff for elders
․ Need for safe facilit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 Pursuit of customized safety 
management practices for older 
patients

․ Need for education on safety for older patients
․ Need for awareness regarding individual differences among 

elders

자들은 가중되는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부담감으로 힘겨

워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 모음은 ‘과중한 노인 환자 안전관

리 업무’, ‘보호자의 역할 부족으로 가중되는 안전관리 책임’

으로 이루어졌다.

1) 과중한 노인 환자 안전관리 업무

참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에는 노인 환자를 돌보는 상황은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 것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의 경우 상

태가 중하거나 기저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고 고령과 기초체

력 저하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에 

부담이 크다고 했다. 또한 반복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짜증이 나고, 늘 낙상이 염려되어 불안을 증가시킨

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은 노인 환자들에게는 보호자의 

상주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업무량이 많아져 고달픔’,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 상

황이 반복됨’, ‘낙상 가능성으로 인해 늘 긴장됨’으로 이루어

졌다.

노인 환자들은 개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많으니까, 보

통 당뇨, 고혈압은 세트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드시고 계

시는 약도 워낙 많으니까요. 입원하면 복용 약부터 확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참여자 5)

설명을 해도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보청

기도 잘 안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젊으신 분들에 비하

면 두 번 세 번 설명해 드려도 아무래도 이해력도 부족하

시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다른 일들이 지연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요.(참여자 6)

침 에서 떨어지실까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특히 

나이트 근무 때 더 심해요. 환자분 주무실 때도 사이드 레

일이 올려져 있어도 그 불안감이 가시질 않으니까 신경이 

쓰이고.(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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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의 역할 부족으로 가중되는 안전관리 책임  

참여자들은 자신이라도 노인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일

상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지만 다른 여러 환자의 간호는 

물론 많은 업무들로 인해 충분히 노인 환자 곁에 있어주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호자들도 병

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

게 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들고 노인 환자들을 돌봄에 있어 

보호자들의 역할 부족에 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노인 배

우자가 노인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배

우자 역시 노인이라 인지기능과 기력의 저하로 인해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 안

전관리의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노인환자를 돌보지 않는 보호자의 태도에 아쉬움이 

큼’, ‘보호자도 노인이라 업무가 가중됨’으로 이루어졌다.

노인환자 혼자 계실 때가 많아요. 보호자들과 전화 연

락이 어려울 때도 종종 있고요. 그런 상황에선 안전사고

에 한 위험도 커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더 자주 많은 일

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서 책임이 무거워지죠. 자주 못 

오시는 보호자들은 못 보는 사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 해 잘 모르시니까 “멀쩡히 걸어서 들어온 사람

이 왜 이렇게 누워서 못 움직여요?” 라고 답변을 요구해 

당황스럽기도 해요.(참여자 4) 

나름 열심히 노인 환자를 간호한다고 노력했는데 오랜

만에 병원에 온 보호자들께서 왜 우리 부모 먼저 간호해 

주지 않냐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속상해요. 그러다

가 환자 상태 안 좋을 때나 시술 앞두고 보호자가 필요할 

때는 안 계실 때가 종종 있어 환자분 혼자 계실 때 무슨 일

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싶어 걱정부터 앞서요. 같이 좀 있

어 주면 좋을 텐데. 정말이지 보호자의 손길이 너무 아쉽

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니 우리 책임이 자꾸 커지는 것 같

아요.(참여자 5)

보호자도 고령이시라 설명을 해드려도 도무지 이해하

지 못 하실 때가 많아요. 나름 보호자 역할을 해보려고 하

시다가도 본인도 힘이 드시니 감당을 못하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해드리고. 다른 일이라도 좀 

적으면 괜찮은데 바쁜 상황에서 환자도 보호자도 함께 돌

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참여자 6)

보호자가 같이 나이가 많으니까요. 명색이 보호자로 

계시지만 그분도 돌봄이 필요한 정도일 경우가 많으니까 

역할을 못하세요. 설명도 못 알아들으실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야간에 보호자가 화장실 가실 때도 우리가 부축하고 

도와드려야 하기도 하고.(참여자 7)  

범주 2.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소용돌이치는 두려움과 

죄책감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너무나 혼란스

러웠다고 한다. 노인 환자라 젊은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더 저

하될까 하는 것과 자신이 사고 상황의 책임자가 될까 봐 두려

워하였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상황이 현실이 아니길 원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사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이는 앞

으로 환자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정적 상태 변화에 한 두

려움과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과 질책에 한 두려움 때문이었

다.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듯 느껴져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것에 하여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

었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 모음은 ‘환자의 건강 악화에 한 극

도의 불안’, ‘갑작스런 안전사고 발생 후 주변 시선에 한 두

려움과 괴로움’, ‘사고 처리의 결과에 억울함을 느낌’으로 이

루어졌다. 

1)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극도의 불안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당시 혼동되고 

당황스러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하

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 상태에 한 불안과 무서움으로 

일어난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환자의 건

강 상태의 호전과 악화 반응에 온 신경을 쏟으며 두려움에 빠

졌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음’, ‘사고 

발생에 해 죄책감을 느낌’으로 이루어졌다.

심장이 옥죄고 끔찍한 생각만 들어요. 불안해서 검사 

결과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저 시간아 빨리 

가라,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발만 동동 구르고……. 그

렇게 기도하면서 그 환자가 조금이라도 호전 되셔서 퇴원

해서 가시면 좋겠다고 내심 바라고 그랬죠.(참여자 2)

하필이면 왜 내가 근무 할 때 사고가 났을까 막 원망스

럽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랬어요. 빨리 환자 

상태가 호전 돼서 이런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 그 

맘만 가득하고.(참여자 3)

그 분도 스텐트 삽입하고 내일 퇴원 예정이었는데 주

치의 등도 보호자 집에 가도 된다고 하고 당일 아침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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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 가다 넘어져 CT를 찍었더니 머리 혈종이 생겼더라

고요. 좋아서 가야 되는데……. 걱정도 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좋지 않았어요.(참여자 4)

내가 낙상하시기 전에 어르신을 한 번 더 봤더라면, 그 

환자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내가 보고 도와 드렸더라

면 이런 사고는 안 났을 텐데……. 그런 생각……. 억울한 

감정이 들다가도 내 잘못인가 싶어 죄스럽고. 괴롭죠.(참

여자 5) 

2) 갑작스런 안전사고 발생 후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

참여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의 실수에 한 꾸

중과 책임 추궁, 신뢰감 상실,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등이 따

를 것을 미리 염려하며, 사건 보고를 주저했다. 어찌되었든 병

원이라는 시스템이 사고의 책임에 있어 간호사를 일 순위에 

두고 있는 현실로 인해 사고 처리의 과정에서 문책과 비난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며 크나큰 심적 부

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사고로 인해 병동 내 

간호사, 부서장, 주치의 등으로부터 자신에 한 불신감과 부

정적 시선을 받게 되리라 예상하면서 이로 인한 자괴감으로 

의기소침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사고유

발 책임자로서 문책이 두려움’, ‘곱지 않은 타인의 시선이 괴

로움’으로 이루어졌다.

밤 동안 환자가 낙상하면 낙상 보고를 해야만 되는데 

꾸중 들을 생각이 들어 너무 갈등이 많이 되더라고요. 환

자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냥 이야기하지 말까 싶기도 하

고……. 아침에 수선생님께 인계할지 수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결국 수선생님께 보고 드리

고, 주치의한테 보고했죠.(참여자 3)

수간호사의 문책이 무서웠고 간호부장님 라운딩 하시

면서 질책하실까 봐 그 역시 너무나 걱정이 되고. 아 진짜 

그만둬야 하나 싶은 생각이 수백 번 들죠. 다들 그렇게 느

낄 거예요. 병동 내에서 조심하지 하고……. 또는 너는 뭐 

했어 등의 무언의 압력이나 비난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

실이죠 뭐……. 담당 간호사에게 일임하는 것도 얄밉기

도 하구요.(참여자 1) 

간호사로서 능숙하게 잘하고 싶은데 그런 일 때문에 

약간 좀 자존심 상하고 또 나 없을 때 얘깃거리로 올리기 

딱 좋으니 괴롭죠. 내 잘못만은 아닌데도 병동 식구들이

나 수선생님께서 니 잘못만은 아니다, 힘내라, 같이 해결

해 보자라고 한마디 말 해줄 수도 있을 듯한데, 그러는 사

람은 전혀 없었어요……. 보고서 쓰라 라는 말 외엔 아무 

말씀 없으시고…….(참여자 5)

어쩌다 그렇게 됐냐, 사고 날 때 뭐 하고 있었냐, 그런 거 

묻는 게 너무 추궁하고 중죄인 취급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무 태

만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해서 내 마음만 괴롭죠.(참여자 6)

3) 사고 처리의 결과에 억울함을 느낌

참여자들은 사고가 처리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병원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책임으로 돌려질 것에 

한 방어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억울해하고 상처

를 받는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였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환자 안전

사고에 해 자신의 잘못으로 집중되어 가는 사고처리의 방향

들을 보며 간호사로 일해 왔던 시간들에 해 회의감을 느낀

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자신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몰리

는 사고 처리 과정에 억울함을 느낌’, ‘불합리한 사고 처리 결

과를 보며 간호직에 한 회의감과 이직 의도를 느낌’으로 이

루어졌다. 

이게 내가 사고가 나게끔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 시간에 내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뿐인데……. 사고 처리 과정들을 보니 직

원을 보호해 주기보다 병원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 시간에 나 말고 다른 사

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사고 당사자 아니겠어요. 누구

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구요.(참여자 1) 

나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병원 문제가 

아니다 라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처리

하고 제게 말할 때도 그런 뉘앙스였어요. 직원 입장에서

는 별달리 생각해 주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일

을 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간호직에 한 회의감 

같은 게 들었어요.(참여자 3) 

범주 3. 능동적인 대처로의 전환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 안전사고를 겪은 후 간호사로서 업

무 시 더욱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정확성을 기하려고 반복 

확인하며, 사건 발생을 경험했던 상황과 유사한 간호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특히 더욱 기민하게 처하려 하였다. 이는 오

랜 시간이 흘러도 안전사고를 낸 것에 한 죄책감이 마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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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에 상처로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고를 계기로 간호

사로서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태도로 전

환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의 

이해 능력에 맞춘 설명을 통해 안전관리에 힘써 노력을 했으

며, 병원 측에서도 노인 환자 안전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한 

자료를 회의 시 모두 공유하여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

을 막고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 모음은 ‘원칙 사수를 위한 노력’, ‘눈높이

를 고려한 안전전략 고민’으로 이루어졌다.

1) 원칙 사수를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간호 업무 수행 시 사고 발생 당시와 유사한 상

황이 발생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예민해진다고 했다. 이는 예

전에 자신이 경험한 안전사고와 비슷한 상황이 상기되면서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노

인 환자에게 또 다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고 간호 수행 시 여러 번 확인 과정을 거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므로 더욱 신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민감하

게 처함’, ‘환자안전 간호 수행 시 신중을 기하려 애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분이 낙상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노인 

환자들 중에 그 분처럼 보호자가 없이 입원하신 경우에는 

주의를 더 기울여요.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고. 혼자서 하지 마시라고, 꼭 간호사를 부르시라고 콜

벨 사용법을 단단히 일러드리고 그랬어요.(참여자7)

라운딩할 때 꼭 침상 난간이 올려져 있는지 봐요. 휠체

어 보조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확인하구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닦아요. 물 때문에 미끄러

진다고……. 침  바퀴도 고 잠가놓고, 그리고 의자가 

침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의자 밟고 내려오다 다칠까 봐 

낙상 교육하고 필요하면 의자를 치워 버리죠.(참여자6)

2) 눈높이를 고려한 안전전략 고민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실

례를 들어 현실감 있는 설명을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환자분은 낙상해서 뼈를 다쳤다. 수술하고 중환자

실로 가는 바람에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라고 설명하는 것이

었다. 이를 통해 노인 환자들이 혼자서 무리해서 활동하지 않

고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노인 

환자 안전사고 발생이 줄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병원에서

도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문제점이 두되기 시작하면서 

환자안전 사례에 한 분석과 토의를 통해 자료를 구성하고 

구성된 자료를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환자 눈높

이에 맞게 설명함’, ‘부서 간 사례를 공유함’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몇 호실 어느 어르신이 침 에서 내려오다가 떨

어지셔서 골절 수술 하셨다고. 절 로 혼자 내려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많은 노인 환자들이 그런가? 

하시면서 저희한테 도움도 청하시기 시작하시면서 확실

히 사고가 줄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구구절절 길게 설

명하는 것 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확 와 닿으시나 봐요.

(참여자 1)

‘이렇게 해서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

다’라고 하면 어느 병동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조

심하게 되고……. ‘이런 일도 있었네, 저런 일도 있었네.’ 

라고 예상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2)

실제 사례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더 확인하고, 투약 

연결할 때도 환자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참여자 6)

범주 4. 노인 환자 안전관리 개선의 기대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노인 환자의 일반적 상태를 고려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인력, 교육 및 시설정비 등의 전반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노인 환자의 특성을 반

영한 간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노인의 특성, 

의사소통술 등 같은 노인 간호에 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

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 모음은 ‘제도적 개선을 향한 기 ’, ‘노

인 환자 맞춤형 안전관리 실무의 추구’로 이루어졌다.

1) 제도적 개선을 향한 기대

참여자들은 업무환경이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하기에는 불

충분한 인력 배치로 업무가 과중되면서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할 여력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 환자에게 맞춘 안전

한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며 노인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과 

시설 및 제도의 개선을 기 한다고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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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노인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함’, ‘안전한 시설과 제도 개선

이 요구됨’으로 이루어졌다.

병동에 반 이상이 노인 환자인데 나이트 때 간호사 2명 

내지 3명으로 다 커버하기엔 너무나 힘들죠. 할 일은 태산

인데 간호사 1명이 화장실 가고, 1명이 라운딩 가버릴 경

우 자칫 다른 병실에서 사고 나기 일쑤이고 인력이 충원

되면 한 번이라도 더 환자한테 갈 여력이 생기니까 사고

발생도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 20명을 보는 것과 

70  노인 환자 20명을 보는 간호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간호할 때 손이 

많이 가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참여자 4) 

일단 침 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침  생활 안 하신 분

들이 많아서 오르내리기 딱 봐도 위험하고. 병실도 좀 넓

혀서 보호자 침 도 편히 쓰고, 물건에 부딪히거나 하는 

일도 좀 줄였으면 하고……. 아무튼 시설이 좀 개선되었

으면 해요.(참여자 7)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 방지, 안전관리 설

명문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분들에게 맞는 설명문이라든

지 하다못해 글자라도 좀 크게 출력된 문구를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또 노인 환자분들의 느린 템포에 

맞춰줄 수 있는 검사 준비 시간, 입 ․ 퇴원 준비시간 등 제

도적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

2) 노인 환자 맞춤형 안전관리 실무의 추구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노인 환자 안

전에 한 전문적인 교육과 노인 환자 건강과 특성에 한 차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인 환자의 일부분이 아

닌 노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식 전환과 맞춤식 안전관리

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인 노인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

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노인 환자 안

전에 한 교육이 필요함’, ‘노인의 개별적 차이에 한 인식이 

요구됨’으로 이루어졌다.

질병만 치료하지 말고 노인 환자에 관한 전문적인 교

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간

호사라도 노인 환자 간호에 한 지식도 부족하고……. 

노인 환자 특성을 고려한 응, 응 법이나 처치 같은 것

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참여자 7)

입원하시는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별

로 건강 차이가 뚜렷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노인 환자

인데 의외로 7, 80세라 해도 정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60세라도 저희 말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 

입원도 잘 안하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좀 더 협조가 안 되

고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많으니까 개별적 접근이 안전

관리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5)

논 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에 한 내면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해보고자 

Colaizzi [18]의 현상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가중

되는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부담감’, ‘갑작스런 안전사고

에 소용돌이치는 긴장과 두려움’, ‘능동적인 처로의 전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개선의 기 ’라는 4개의 범주가 도출되

었다.

첫 번째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의 안전에 한 

인식 부족과 잦은 낙상 및 질식사고로 항상 불안한 마음을 표

현하였다. 또한 간호사들은 보호자들의 노인 환자에 한 돌

봄 부족으로 인해 아쉬움과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노인 

환자를 노인이 간병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같이 간호

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노인 환자 안전관리의 부담감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노인 환자 

간호업무에 해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20]. 최근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자녀들이 멀

리 떨어져 있어 몸이 아파도 자식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

고 입원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도움을 간호사에게 원하는 노인

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화로 인한 생물학적 취

약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유지를 위한 기능이 저하되어 노인

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서 간호사들은 노인들의 고집스러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

로하고 노인 간호를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이어지고 있다. 따

라서 간호사들에게 노인의 특성에 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에 한 간호사의 인식변화 및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온다

면 노인 간호 실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와 

국외에서 시행된 낙상예방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교육과 위험

도 사정, 인식의 전환을 통한 태도의 변화가 낙상과 같은 안전

사고 예방의 실천율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어 본 연구의 결

과를 뒷받침한다[21]. 또한 보호자의 상주가 점점 더 어려워지

는 현 시점에서 병동 간병인제도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은 

보호자 문제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입원 

노인의 낙상사고는 병원 낙상의 49~55%를 차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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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17],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은 직접 간호를 수

행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어 노인 환자의 

안전사고에 한 불안과 긴장의 연속으로 인한 업무 부담감은 

간호사들이 소진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20]. 

두 번째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들의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당혹스러움과 긴장이 소용돌이침을 

느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사고 발생에 해 죄

책감을 느끼면서 문책에 해 두려워하며 타인의 시선에 힘듦

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 Lee 등[22]은 간호사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 환자 상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될까 봐 두려워하

였으며, 그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회피하고 싶어 한

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사고를 경험한 간호사들이 보고를 주

저하는 이유로 환자 상태에 한 두려움 이외에[23], 상사 또

는 동료로부터의 비난, 질책 및 징계에 한 부담감[24] 등으

로 보고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보호자, 의사로부터 간호사의 부주

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치부되고 그에 한 책임을 물을 

때 억울함을 느끼고 열등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직을 촉진한다

고 하였다[2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안

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의 비난 

등이 아닌 조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하는 분위기의 확

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22,23,25]. 따라서 병원조

직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은폐하거나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 분석을 하여 의료시스템 과정 자체

의 결함부터 개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누가(who)’가 아니

라 ‘무슨(what)’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왜(why)’ 발생하였

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6]. 또한 의료기관 차원에서 

안전사고 보고서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

키고 조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안전사고에 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며 

2016년 7월 환자안전법이 공포되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적

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는 자율학습보고체계를 시행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자율학습보고체

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17,22,25] 아직은 문

제가 되는 안전사고 보고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를 위해 의료기관 관리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전

략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환자 측과 의

료인 측 모두를 위한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내에 

법무팀 내지는 관련 부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유사한 상황 발생에 민감해

지고 간호 수행 시 신중을 기하며 원칙을 사수하고 환자 눈높

이 맞는 교육의 필요성과 부서 간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노인 환

자 안전관리에 능동적인 처를 경험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안전사고 발생 당시의 충격이 쉽게 

잊히지 않고 임상 실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Kim [25]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현재 임상현장에서 노인 환자 간호가 

노인의 질병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 이에 한 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간과되어온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

리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해 노인 간호의 관점은 노인들의 

긴 인생 여정의 복합적인 존재를 고려한 총체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노인 환자를 제 로 이해한 안전관리의 기준을 세

울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27]. 따라서 간호사를 상으로 노인 

환자 안전교육에서는 노인들의 경제 상태, 사회적인 배경, 가

족 및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28].

네 번째 범주에서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 안전관리 제도 개

선에 한 기 를 표현하며, 노인을 간호하기 위한 인력의 보

충과 시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사들

의 노인 환자 안전에 한 차별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노인

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한 전문적인 안전

관리의 실무를 갖추고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함을 표현하였다. 이는 입원한 노인 환자를 다루는 간호사

들에게 노인 환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Lee 등[2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의료기관

에서는 간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간호사들이 노인 환자들

을 다루는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부담을 줄여 줄 수 있

도록 의료기관에서 마련하여야 할 시설, 제도 및 교육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낙상은 노인 환자 안전사고의 주된 요

인이 되므로[29], 노인 환자들이 사용하는 침 의 높이를 낮추

는 등의 노인 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 및 낙상 예방 장치 등을 설

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

하여 간호 요구도가 높고 재원 기간이 긴 노인 환자들의 특성

을 반영한 노인병동의 확충과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해 노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편리를 도모해야 하며, 노인들

의 가독성을 고려한[30] 노인 전용 설명문을 구비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 중 ‘능동적인 처로의 전환’의 주

제모음인 ‘원칙 사수를 위한 노력’ 등은 Lee 등[23]의 연구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개선의 기 ’ 범주

는 본 연구에서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에 해 새롭게 규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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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노인 환자의 특성

에 한 파악을 통해 적절한 간호 인력 배치와 노인 환자 안전

에 한 교육과 시설 및 제도 개선을 가져오도록 노력함으로써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개인과 병원 차원에서 환자안전문

화 인식 고취와 사고 예방 및 사고 후 처리 전략을 수립하는 관

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Colaizzi [18]의 자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임상

간호사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해 

봄으로써 노인 환자들을 간호하는 임상간호사들의 경험을 총

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가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상 적으로 손이 많이 가

고,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 부담스러워했다. 또한, 보호자들의 노인 환자에 한 돌

봄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가중되는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부담감으로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한 노인 환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매우 

혼란스러워 했으며 또한 안전사고로 인해 노인 환자 상태가 

악화될까 두려워했으며 그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벗어나길 바랐다. 더불어 앞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과 질

책에 해 두려워했으며, 자신의 부주의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시

달려야만 했다. 그 후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기민한 자세로 확인하고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자세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안전사고 유발 상황과 유사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는 특히 더욱 신중하고 예민하게 

처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노인 환자 수준에 맞춘 설명

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병원 차원에서도 노인 

환자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회의 자료를 모두 공유하여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고 노인 환자 안전관리에 

한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효과적

인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인력, 시설 및 교

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인 간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해야 하고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노인의 특성, 의사소통

술 등 같은 노인 간호에 한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들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인 

환자 입원이 비교적 많은 종합병원에서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과 편리함을 갖춘 시설을 구축하고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들을 상으로 노인

의 특수성에 한 이해와 노인 환자 안전관리 실무역량을 증

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이에 한 정

기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 인력의 안전관리 경

험의 이해를 도와 노인 간호에 한 교육과 실무역량 증 에 

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간호 학문적 의의가 있으

며, 간호 인력 확충의 기준과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도울 국

가정책 마련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

가 있다고 본다. 임상간호사의 노인 환자 안전관리 역량을 더

욱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임상간호사의 노인 환자 안전관

리에 관한 요구도 조사와 함께 이들의 안전관리 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규명하는 실증연구를 제언하며,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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