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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치과의료기관의 QI 교육이 지속적 질 향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치과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치과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치과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Quality Improvement(QI) 관련 교육의 내용과,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것이 QI 활동과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었다.  

서울, 경기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10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과 기타 행정직 직원을 대상으로 QI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관한 현황과, QI활동 정도 및 사후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QI활동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치과의료 QI 활동에 

맞게 수정 보안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3 인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설문지 500 개 중 회수된 331 개의 설문지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66.2%였다. 분석 방법은 SPSS 19.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QI 활동 및 사후관리 정도를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test 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 하였으며, QI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χ²-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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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활동의 필요성을 331 명 중 293 명(88.5%)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QI 활동 현황은 42.6%가 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중 연간 활동 건수는 1 건이 32.6%로 가장 많은 빈도였다. 치과위생사 

이외 직종은 QI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QI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3.53±0.563점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사후관리의 개념인식은 38.7%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4.26±0.886 점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사후관리 

시행은 27.2%만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의 

만족도는 3.3±0.56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QI교육 경험은 응답자 331명 중 228명(68.9%) 이었으며, 평균 교육 시간은 

1.8±1.11 시간 이었고, QI 활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2±0.61 로 

낮은 편이었다. 교육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평균점수는 3.2±0.74, 학습자료의 

유용성은 3.3±0.72 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였다. QI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교육내용은 ‘QI 에 관한 개념인식’이 44%를 보여 아직 QI 활동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다. 

QI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QI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58.3%로 높았고,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은 QI 활동에 참여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92.2%), 

교육경험과 QI 활동 참여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활동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6.4%로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육횟수가 2 회 이상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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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미만일 때 보다 QI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4.566 배, 사후관리개념 

인식 4.53 배, 사후관리를 시행 할 확률이 1.787 배 높았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가장 유효한 조건으로는 1 회 성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QI활동을 함에 있어서 치과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QI 활동 관련 된 교육참여,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접근이 있다면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의 단위가 개인이지만, QI의 활동 등에 관한 특성은 

기관변수가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  

 

 

 

 

 

 

 

 

 

 

-----------------------------------------------------------------------

핵심되는 말 : 지속적 질 향상 활동, 사후관리, 치과의료기관, 병원 교육 

 



１ 

 

I. 서론 
 

 1. 연구 배경 

병원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병원들로 하여금 변화대응능력을 

갖추도록 강요하고 있다. 국민들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의식 변화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더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호하게 되었다(김욱진,1993).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병원은 

적응하여야 하고,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며, 과거의 실수를 

발견하고 수정하고, 닥쳐올 위협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며, 새로운 실험을 

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매진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Argyris andSchon,1996). 

고객의 다양해진 욕구에 부합하여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병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변화되는 병원환경과 더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전선정,2011).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업무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절감을 추구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으로 보고되어 

왔다(이선희 외,2002). 

2000년도 전후로 치과의료기관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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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의료기관과는 별도로 치과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치과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김한나,2011).  

지속적인 의료의 질 향상(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조성현,1997). 

지속적인 의료의 질 관리, 즉, CQI는 고객에게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통합된 팀 활동의 노력으로 조직의 목적과 성공은 조직 내부와 외부의 

고객에게 기초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고정된 목표를 달성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향상을 이루는데 있다. 이러한 개선의 목적은 내부와 

외부의 고객들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매년 연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었다(Gaucher 등,1997). 

2009년 한국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한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평가 시행과 치과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1년 치과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평가가 이루어졌다. 치과의료기관 인증제는 지속적 질 향상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질 향상 활동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병원의 다각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치과의료기관에서 질 향상 활동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대한치과병원협회(KODH)에서 주관하는 제2회 치과의료 QI 

학술집담회가 개최되었다. 앞으로 도입 될 치과병원 인증제도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안전 및 치과의료계에서 아직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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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못하고 있는 적신호사건과, 근접오류, 인증제 전후의 변화를 

소개함으로써 치과의료계가 인증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치과의료기관 인증제의 도입을 앞두고, 치과의료 전반의 질 향상 활동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과병원의 경우, 본격적인 QI 활동이 실시 된지 어언 20년이 되고 있지만 

치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반면에, QI 활동 자체 활동에만 치중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 자체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CQI 활동 이후 방치되어, 현황을 분석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질 향상 사업이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병원 전 직원의 

변화에 수용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즉, 질 향상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다.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병원 직원 및 의료관리실 직원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질 향상과 관련된 

원내의 기존활동을 분석하고, 향후 질 향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비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홍창기 외,1994). 

이처럼 질 향상활동의 촉진요인으로 교육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었다. 

실무에서 질 향상 활동을 주도하고, 향후 질 향상 활동을 이끌어갈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 요구와 태도, 역할 등에 관한 정보 

없이 단지 해당병원의 QI실무자들의 구상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치과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QI 관련 교육의 내용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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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것이 QI 활동과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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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서울, 경기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10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과 기타 행정직 직원을 

대상으로 QI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관한 현황과, QI활동 정도 및 

사후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QI활동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직종별, 근무경력, 직위 등의 특성에 따라 QI 교육, 활동 

및 사후관리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QI활동 교육에 관한 요소가 QI활동 및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치과의료기관의 QI활동과 사후관리의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치과의료기관의 효과적인 QI활동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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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의료기관의 경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들은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용효과분서적인 방법을 통하여 내부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Donabedian A.,1989).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된다(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7).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질 향상 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질 향상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QA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곽경덕,1995). 또한 일부 대학병원의 의료 질 

관리위원 의사를 대상으로 질 관리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료QA학회에서는 400병상 이상의 병원종사자의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였다(황정혜 외,1996). 

의료기관에서 질 향상 활동의 실무적인 직종은 주로 간호사, 의사, 

의무기록사 또는 진료지원 행정요원 이었다(한윤자, 2003).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QI 활동은 전 직원이 함께 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 활동은 의료기관이 실시하여 왔던 활동에 

비하면 기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료QA학회가 창설되고 이에 의료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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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부터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에 반해 치의료 질 향상 활동은 

5~6년 전부터 몇몇 치과병원에서 자체활동 및 외부활동을 해왔고 

치과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하여 치과병원들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치의료 질 

향상 활동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참여 및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연구 또한 선행된 바 있다(현석균,2002). 

현재까지는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활동은 의료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거나 활발하지 못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연구였다. 치과의료기관의 질 

향상활동에 관한 연구는 전담부서 유무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인식도의 차이를 연구한 사례(김한나,2011)가 있었다.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의료진 및 여러 직종을 대상으로 한 

치과의료기관의 QI 활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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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적 고찰 

 

가. Quality 의 개념 

질(quality)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Webster사전(1966)에서는 어떤 사물이 소유하고 있는 우수성의 정도, 고유의 

성질 및 개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질의 의미를 제일 좋은 것, 고유한 

특성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eming(1986)은 질의 개념을 

고객의 요구 충족으로 표현하였고, Crosby(1984)는 질이란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치라 주장 하였다. 또한 Juran(1986)은 용도의 적합성으로 

정의하였다. Cartter(1996)는 질을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즉 질의 개념이 다의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질의 개념은 그 수준을 누가 

결정하며,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질(quality)은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부터 최근의 전략적인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질(quality)의 전통적인 개념은 

최고급·최상급·특상품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나, 산업사회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요구를 갖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치열한 경쟁의 환경에 처하고 있는 

오늘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라고 하는 주관적 성향을 띄고 있는 전략적 

품질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박우동,1996). 

이와 같은 개념의 전환은 여러 학자들의 질(quality)에 대한 해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질의 개념이 갖는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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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들이 내려져왔다. Juran(1989)은 질(quality)은 유용성이다 라고 

정의하였는데, 유용성이란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의 욕구 또는 기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하며, Deming(1986)은 고품질(quality)의 제품과 

서비스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구입했다고 만족스럽게 느끼고 계속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앞으로도 구매할 의향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Feigenbaum 

(1988)은 품질(quality)을 결정하는 사람은 고객이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지니고 있던 기대감과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한 다음에 겪은 

경험에 의해서 질(quality)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ANSI(American 

Nation al Standard Institute)의 품질학회(American Society for Quality 

Control ; ASQC)에서는 품질(quality)이란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나타나는 특성과 특징들의 총체이다 라고 

정의하였다(안영진, 1999). 위의 정의들은 질(quality)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정의들로서 질(quality)에 대한 기준 설정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가 

필수적임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들이다. 

Taguchi(1990)는 고객이 요구하는 질을 Nominal Quality라고 정의(Holmes, 

1988)하고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는 평균적인 질을 Average Quality라고 

정의하면서 Average Quality가 Nominal Quality와 정확히 일치할 때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디에서나 일치되는 질(quality)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품질 경영을 

수행할 때 어떠한 질에 대한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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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선택된 질의 정의 또는 개념을 조직 전체의 정의로서 삼아야 하고 이에 

대한 전 조직의 분명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Schiller,1994). 

Schiller (1994)등은 제품과 서비스의 질(quality)은 실제 수행된 질(factual 

quality)과 인식된 질(perceived quality)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수행된 질(factual quality)은 서비스 제공자가 직무 수행 기준에 

따라 그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성취될 수 있으며, 인식된 

질(perceived quality)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그의 기대 수준을 

충족했을 때 성취될 수 있다. 실제 수행된 질과 인식된 질간의 불일치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즉각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불일치는 

흔히 발생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이러한 불일치를 유도하는 수행 과정을 

찾아서 고객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 수행기준을 

변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JCAHO의 회장인 O'Leary (1991)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양질의 의료관리는 환자의 의료적 필요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한 결정들을 진단 또는 치료를 통하여 정확하게 실현시키는 것 이라고 

하였다. 

1954년에는 미국의 Deming, Juran에 의하여 QC(Quality Control)를 일본에 

전파하였다가 다시 미국에서 역으로 QC 7가지 기법을 도입하여 일반 

제조산업에서 사용하던 것을 의료의 질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의료의 질에 

대한 것은 그 시대의 사회 및 문화, 전문지식의 발전 정도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Lee&Jones,1933). Myers(1969)는 양질의 의료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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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Accessibilit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지속성(Continuity) 및 

효율성(Efficiency)이라 하였고, Donabedian(1980)은 진료의 모든 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환자의 복지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을 의료로 정의하는 등, 그 외에도 많은 

보건학자들이 의료의 질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면 질은 고객의 기대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그 

수준은 고객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수요자들의 욕구는 항상 변화 하기 때문에 

질의 수준도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다.  

 

 

나. QI 활동의 개념 

 

 의료질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 관리 활동(Quality Control), 

질 보장 활동(Quality Assurance), 질 향상 활동(Quality Improvement), 

지속적 질 향상 활동(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총체적 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이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의료의 질적 수준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는 활동과, 사전에 설정한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활동을 'Quality Assurance(QA)'라고 칭하였으나, 이 

용어가 최소한의 질적 수준(minimum standard)을 보증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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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최근에는 적극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뜻에서 ‘질 향상’ 또는 ‘질 관리(Quality Management)'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의료 QA학회, 1960). 

QA(Quality assurance)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수행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급검토(Retrospective inspection)개념으로 단순한 조사 또는 감사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어 끝나는 지점(End point)이 있고, 업무수행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 또는 징계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QI(Quality Improvement)는 현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측면의 활동이며, 문제에 대한 

동시검토가 가능하고, 검사실 전체의 체계와 업무진행과정을 조사해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 단계 발전된 활동으로 QI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로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로 발전되었고, 현재는 더 앞선 

개념으로는 QA & PI(Quality Assessment & Performance Improvement), 혹은 

QI(Quality Innovation)라는 용어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은 관리 철학의 의미이고, QI는 수행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CQI는 의료기관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이다(조우현,2000). 여기서 질은 모든 고객들에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CQI는 모든 임상 및 비임상 서비스, 산출물 그리고 정보를 

포함한 질로 정의하였으나(Gaucher,1997) 의료기관에서와 같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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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도 개선활동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기준을 설정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것의 

기초는 QA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와 관심이 함께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유승흠,1994). 

 

 

다.  의료기관의 QI 활동 

 

근대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의 

시도였다. 1855년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 참가한 영국군 병사 중 부상으로 

다리를 절단한 환자의 사망률을 의료기관 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큰 병원에서의 사망률이 작은 병원의 사망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쁜 위생 상태로 인한 전염병 발생과 전염의 급속한 전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의료기관의 

수준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커졌다고 할 수 있다(김창엽,1994).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 구체적인 의료의 질에 관한 것은 Flexner(1910)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내 의과대학의 표준을 

제안하고, 의학교육기관의 질 평가를 시행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면 1916년 



１４ 

 

미국의 코스만이 수술 후 퇴원환자를 1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였다.  

미국외과학회는 1919년 병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으며, 1951년 까지 

300여개의 병원을 조사 및 심의하였다. 이는 1951년 미국 의사협회, 병원협회, 

내과학회, 캐나다 의학협회가 참여하여 JCAH(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로 발전 하였다. 의료조직 신임 합동위원단이 

가동된 이후, QA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개발하였고, 1953년에는 질적 

요구사항을 작성한 이래 1974년까지 진료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준거들이 있었으나 특정한 방법론이나 규정은 없었다. 그러다가 

1975년 전문적인 서비스의 질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의료기관들은 신빙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평가하며 최적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진료의 질을 유지하여야만 하게 되었다(JCAH, 1975; JCAHO, 1991).  

이상에서와 같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 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의학의 급속한 발달과 국민들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겠다는 욕구와 의료에 

대한 권리의식이 고조되면서 의료 전문직 내에서도 자체 비판의 소리가 일게 

되었던 것이었다(유승흠,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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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 나라의 QI 활동 현황  

 

 병원 표준화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시행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질 관리 

활동이었다. 이 사업은 대한병원협회에 의하여 1963년부터 시행 되었던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심사를 1981년부터 확대 및 발전시킨 것이었으며 매년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병원신임제도(Hospital 

Accreditation)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료QA학회,1994). 미국의 경우에는 

1992년에 보건의료조직 신임 합동위원단(JCAHO)에서 질 향상사업을 

추진하면서 CQI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대한병원협회,2001) 우리 

나라에서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병원신임제도의 시행함에 따라 1981년부터 

병원표준화 심사를 시작한 이후 의료의 질이 자주 거론되고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 1994년 3월에 한국의료QA학회가 창립되어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를 시작으로 대형병원 시험평가, 중소병원 

시험평가가 있었으며 2001년에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시험평가가 실시 

되었다. ‘국내 질 향상 활동 현황과 전망’(이선희,2001)에 의하면 79개의 

조사병원 중 87.3%가 CQI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병상 규모별로 보아도 

800병상 이상의 병원은 100%가 CQI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4년부터 의료기관 평가가 시작되었고,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지속적 질 향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관은 2007년 치과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 2011년 치과의료기관 

인증제 1차 시범 평가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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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I 활동이 의료기관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질 중심의 조직문화, 고객 

중심의 조직문화 그리고 변화 지향적인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CQI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을 

촉진 함으로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관리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부여, 그리고 CQI에 의한 

성과에 따른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겠다(조우현, 2001). 

CQI는 전 의료기관에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보급되었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들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 것이다.  

 최근 OECD 보건의료 질 평가:한국편(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2)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구체적이고도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가장 절실한 것이 개별적 임상가들의 

성과를 보다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환자안전의 위험과 

같은 문제들을 확인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진료의 질에 관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임상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하여 우수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병원들이 

소수에 불과 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인증제를 병원 영역을 확대 시킬 

것을 권고하였고, 앞으로 일차 의료에 대한 인증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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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국 보건의료체계는 신중한 개혁이 필요하며 의료의 질 향상이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병원 조직의 특성  

  

조직이란 일정한 일정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분업과 통합의 

활동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 (민진,2009)이며, 인간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목표 추구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체제이며, 인간의 모든 

사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서정교,2008).  

병원은 많은 조직체 가운데에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노동집약적 조직체 중의 하나이다. 또한, 병원조직은 인적자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변화 없이는 혁신 경영을 이루기 어렵다. 

치과의료기관의 직종구성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행정직,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등 여러 인력이 모여있으며 교육 

배경도 다양하다.  

 모든 조직에서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수적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큰 병원 조직에서는 조직원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QI활동 등 어떠한 변화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병원과 같이 고도의 수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전문적 관료제조직의 경우 많은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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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바로 혁신에 대한 저항이 높아서 

혁신이 어렵다는 점이다. 

 

 

바. 교육훈련 

 

1) 교육훈련의 정의와 목적 

기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키우고,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직원들이 적응하기 위한 

태도를 갖도록 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에서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Gomez-Mejia등(1995)은 교육과 훈련을 구분하지는 않았으며, 그 대신 

훈련과 개발을 엄격히 구분하여 개념정의 하였다. 훈련은 직원에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수행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거나 

또는 실제 직무수행상의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인 반면, 개발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조직이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노력과정이라 말 하였다.  

실제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조직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데 

이것이 곧 학습이다. 학습(learning)이란 간단히 말해서 개인의 행동양식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떤 교육훈련이든지 조직구성원의 

욕구와 필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이론들이 교육학 분야에서는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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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다(James,1969). 교육학자들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에 한해서 교육이라고 규정한다(정범모,1990). Keith 

Forrester와 Kevin Ward(1986)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교육은 첫째,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에 부응하는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 둘째,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개념을 더욱 강화시키고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 셋째, 

근로자 주변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넷째, 근로자들만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 등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훈련의 행위성에는 직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이론교육, 감정호소적인 행사, 각종 시청각 교육을 포함할 수 

있겠다.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인력이 본인이 

속한 기업의 성과진작을 의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써, 현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업 교육훈련의 목적은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교육과 훈련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교육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반면, 훈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기업교육을 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 

기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의 업무처리능력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목적을 갖고 기업체가 주관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유진봉,198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훈련이란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써 기업이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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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직원들 각 개인의 욕구파악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시키고 조직 

속에서의 역할을 인식시킴으로써 조직 활성화 및 직원들의 사기와 조직문화 

변화에 그 목적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교육훈련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업 능력을 훈련을 통하여 채득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Beach(1980)는 기업 교육훈련의 실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성취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학습시간을 단축시킨다. 둘째, 

현재 직무의 수행능력 개발과 숙련을 통해 성과를 개선시킨다. 셋째,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근무태도를 형성시킨다. 넷째, 인사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한다. 다섯째, 개인이 갖고 있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준다. 여섯째, 

개인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기업교육훈련은 업무의 수행능력과 태도를 변화시켜 자기 직무 흥미를 

느끼게 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근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mith&Wakeley,1972).  

이처럼 교육훈련은 기업측과 직원 개인에게 모두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진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개인은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생산성 및 유효성의 향상, 종업원 능력 

개발로 인한 인력배치의 유연성 확보, 다양한 환경변화에의 적응, 조직문화의 

형성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훈련은 조직구성원의 기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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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등의 능력을 변화시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직구성원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한다.  

학습동기가 높아지려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교육훈련 참가자는 자신의 강.약점 평가가 정확하다고 스스로 믿어 

교육훈련을 지시 받거나 교육훈련에 참가할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드는 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수준의 노력으로 교육훈련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고 

믿고, 교육훈련에 참가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이 성취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셋째, 높은 직무성과를 가치 있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직무에 맞는 교육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 참가자의 업무환경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제공하고 있고, 조직 내의 분위기가 개방적이며 동료 및 상사의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 될 때 교육 참가자는 

교육에서 제공하는 지식과 기술을 보다 많이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동기가 

높아진다 (Noe,1986).  

 

2) 교육훈련의 필요성  

현대 지식기반사회 속에서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한 개인의 

생애학습을 전제로 각자의 경력개발을 위해 구성원 스스로가 필요한 

교육훈련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임파워먼트의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기준·김인호,2002). 

기업은 변화 속에 존재하는 조직체로서 기업을 둘러 싸고 있는 기술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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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직원의 욕구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교육 훈련이 

필연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박경규,1988).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훈련은 현재 

직원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태도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그 

필요성이 인식된다(이수광,이재섭,2003). 변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의 유지, 조직의 효율성 증대 

및 새로운 조직 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교육 훈련이 역할을 다해야 하고, 

직무차원에서는 직무가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므로 교육훈련의 역할이 필요하고, 

개인적 욕구와 조직욕구수준의 통합을 위하여도 적합한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식현,1999). 

직원에게 직무상의 기술과 지식을 충족시키고, 환경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능력의 향상, 직원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태도 및 기술상의 수정을 

가져다 주기 위한 기업의 교육훈련 기능은 의식적, 계획적,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에 보다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보다 나은 직무활동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의 성과는 종사원의 능력 

향상을 가져오고, 성취동기를 형성시켜 업무성과의 증진을 가져오게 

된다(신애경,2007).  

교육관련 특성 중에서도 그 유효성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직무와의 연관성이다. 기업의 교육에,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점은 기업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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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조직 내에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교육의 

내용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교육에 대한 기대나 몰입이 높아져 그 

유효성이 높게 나타난다(최보인외,2008). 

이와 같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유용한 도구인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김영배,2004). 

 

 

사. 병원의 교육훈련  

 

최근 들어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종합병원들도 이제는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들은 그 동안 합리적인 교육훈련 체제를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한 경험도 일천하여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안상윤,2011).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종합병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훈련은 

조직, 시설, 프로그램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체제에 있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직원 숫자가 수백 명이나 되는 종합병원에서도 연간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 교육훈련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도 극소수 병원에 그치고 있다 

보니 병원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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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교육훈련이 등한시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병원 경영이 

수익중심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의사들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Shortell & Kaluzny,2006).  

병원종사자들에게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조직의 목표를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목적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생산성향상에 기여, 사기앙양에 기여, 개인의 경력발전에 기여, 직장 내 

팀워크의 조성,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등을 꾀하는데 

있다(유승흠,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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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연구고찰 

 
가. QI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의료 질 향상 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해 연구한 

최귀선․이선희(2000) 등은 국내 400병상 이상 병원 총 108개의 병원장과 QI 

전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QI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략적 높은 우선순위), 고객지향적 사고, 임상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 등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실패요인으로는 QI에 대한인식 및 지식의 부족을 QI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부족, QI활동의 낮은 전략적 우선순위, 평가와 보상체계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보상체계의 

개발과 제공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선희,2000). 

 QI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800병상규모의 1개 

대학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직, 사무직, 진료 지원직을 대상으로 의사 

50명, 간호사 180명, 사무직 50명, 진료 지원직 60명 등 총 3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QI 교육의 필요성은 90.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활동의 필요성은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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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는 저조했다. QI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적 요인으로 

의사직종은‘QI활동에 대해 부서원들의 관심부족’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간호직종은 ‘업무 외 추가업무에 대한 부담’을 QI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또한,‘QI활동 자체에 대한 불신’과‘QI업무가 

강제적으로 할당’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타 기술적 

요인은 ‘자료수집이나 자료정리의 어려움’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조적 요인에서는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근무여건으로 인한 어려움 과 경영자의 지원이 QI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는 결과가 나왔다(한윤자,200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171개를 대상으로 한 국내 질 향상부서 중심의 질 

지표 측정 현황과,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연구를 통하여 질 지표의 실무적용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병원 최고 경영자 및 경영진의 의지’와 

‘표준화된 기준 설정 및 지침의 공표’등을 꼽았다 (황지인,2005). 

또한 의료기관 QI사업의 시행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QI사업의 장애요인으로 

QI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을 중요 요인으로 모든 직종이 꼽았고, 

QI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과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저조, 그리고 

서비스 평가와 표준화 심사 등 외부평가에 시간과 예산을 많이 소비한다는 

순서로 응답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홍애란,2005). 

병원관리의 질 향상활동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에서는, QI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은 ‘업무 외 추가부담’ 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QI 

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부족이 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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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활동의 실패요인은 구성원들의 관심이 낮고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오형원,2010).  

 

 

나. 종합병원의 QI활동의 개선효과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QI사업의 내용과 개선효과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2개 종합병원의 QI사업 내용에 대해 병원들의 

시행여부와 시행 후 개선효과 정도와, QI사업 주제의 시행 빈도를 연구 

하였다. 시행 빈도는 외부고객만족 관련주제가 80.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비용절감 관련주제는 66.1%, 임상진료의 질과 의료의 질 향상 관련 

주제는 62.4%, 업무효율성 향상관련주제는 54.2%, Risk Management관련 

주제가 3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진료의 질과 의료의 질 향상 

관련주제는 QI사업 활동기간이 2년 이상일 때 개선효과 부분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최지혜,2002).  

또한, QI활동 결과 QI 활동으로 인한 관리교육이 효과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며, QI 활동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박선경,2004).  

활동 의료기관 QI사업의 시행효과에 관한 홍애란(2005)의 연구는 직종이나 

병상규모별로 QI사업의 시행 정도는 직종간 차이가 있었으나, QI사업의 시행 

후 개선효과는 직종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부서 단독으로 QI 



２８ 

 

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상호 협조를 통해 다학제 팀을 이루어 수행할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효과적인 QI활동을 위해서는 QI의 

개념이해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형원(2010)의 연구QI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서 QI 활동의 시행효과에 

대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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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독립변수>                                          <종속변수> 
 

 

 
 

빈도분석 

 

t-test 

ANOVA  

χ²                                 

Logistic regression 
 

 

 

 

 

 

빈도분석  

t-test  

A NOVA  

χ² 

Logistic regression 

 

 

 

 <그림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위에 제시된 <그림1> 과 같은 틀에 바탕을 두어 진행되었다. 

머저, 치과의료기관의 QI 활동과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 및 행정적원들의 응답을 통해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QI 및 사후관리의 

정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의료진 및 행정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QI 활동 및 사후관리가 그들의 일반적 특성과 QI 관련 

교육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법 역시 연구의 틀에 함께 제시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근무경력 

 직위 

 직종 

 업무 

 학력 

QI 활동   

 교육의 성과 

 QI 활동 경험 

 QI 활동 건수 

 관심 있는 활동 주제 

 QI활동 후 만족도 

QI 교육 

 QI 교육 참석 여부 

 연간 교육 횟수 

 교육기관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사후관리  

 개념 인식 

 필요성 인식 

 사후관리 시행 여부 

 사후관리  만족도 

 미 시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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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과 QI 교육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시행하고, 이러한 특성들에 따라 QI 활동과 사후관리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이용한 평균비교를 시행한다. 교육이 QI 활동 정도와 

사후관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χ²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QI관련 교육여부, 

참석횟수, 교육내용, 교육에 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QI 활동 현황과, 

사후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인식, 시행여부의 현황을 종속변수로 선정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영역을 QI교육 현황, QI 활동인식도 및 활동현황,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과 현황 3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QI 활동의 교육현황은 교육 참여 여부와 교육횟수, 교육방법, 지속적 

교육여부, 교육의 성과 등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QI활동현황에 대한 인식 및 활동 현황으로 QI활동 경험여부와 연간 

활동건수, 관심 있는 주제, 활동의 만족도, 활동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과 현황은 QI활동 이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 개념인식, 필요성 인식, 시행 여부, 실시 할 경우 활동 만족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미 실시 사유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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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서울 경기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치과의료기관 중에서 10개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분류를 치과대학 부속,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으로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질 관리 업무는 임상적인 활동과 조직관리 및 

행정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한 부서에서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집단의 협력이 필요한 활동이다. 

병원 내의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한다면 치과의료기관 전체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으며, QI활동 활성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치과의료기관 인증제를 대비한 업무에서도 치과병원 전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QI활동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최지혜. 2002, 현석균. 2002, 

김한나.2011)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치과의료 QI 활동에 맞게 수정 보안 

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조사대상자가 

설문지에 주제별 QI활동의 필요성 및 시행 정도(빈도)를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다. 

시행 유무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참여하였거나, 팀이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시행한 경우로 한다.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과 사후관리가 잘 되는 경우와 

관리가 안 되는 경우의 인지도를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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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4) ― 보통이다(3) ― 아니다(2) ― 전혀 아니다(1)로 하였고 

사후관리를 잘 진행하기 위하여 인지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는 5점 척도로 

하여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전혀 

그렇지 않다(1)의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적 신뢰도는 Chronbach`s Coefficient Alpha값으로 

측정한다(Streiner DL, Norman GR,2008). 

본 조사가 이루어진 2 주 후, 조사한 인원의 10%인 33 명에 대해 검사-재검사 

분석을 시행하여 응답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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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설문조사 자료는 SPSS 19.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연구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그림1>. 

또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에 따른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 활동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 

하여 평균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χ²-test를 실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변수에 따라 교육의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변수가 QI 

활동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 시행하여 각 

변수들의 비차비(odds ratio), 95% 신뢰구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설문항의 Cronbach α 값은, QI 교육 0.72, QI 활동 0.71, 사후관리 0.99 

였다.  

13 개의 설문문항의 검사-재검사 일치도 분석을 하였다. 공통으로 대답한 

QI 교육 문항과, QI 활동, 사후관리 활동 문항으로 일치도 분석한 결과 평균 

kappa index는 0.891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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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 500개 중 회수된 331개의 설문지로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66.2%였다. 조사 대상자 331명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성별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았다. 이는 병원의 인력 구성 

특성 상 여성인력의 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은 30.2±6.36세 이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높았다. 

직종은 치과위생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급은 평사원이 거의 

대부분 이었다. 근무 경력은 2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근무경력 평균은 

5.5±6.18 년 이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 121 36.6 

 여 210 63.4 

연령 20대 188 56.8 

 30대 111 33.5 

 40대이상 32 9.7 

근무년수 2년미만 104 31.4 

 2-5년미만 76 23.0 

 5-10미만 83 25.1 

 10-20년미만 48 14.5 

 20년이상 20 6.0 

직위 평사원 317 95.8 

 보직자 14 4.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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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수 백분율 

직종 치과의사 116 35.0 

 치과위생사 127 38.4 

 
기타의료직(의료기사 포함) 41 12.4 

 

사무관련직종(의무기록사, 

수납업무, 행정직) 
47 14.2 

주 업무 환자 접점업무 282 85.2 

 환자 비 접점업무 49 14.8 

교육수준 고졸 9 2.7 

 전문대졸 71 21.5 

 대졸 141 42.6 

 석사재학 중 43 13.0 

 대학원이상 67 20.2 

계 331 100.0 

 

 

 

2. QI활동에 대한 인식도 및 활동 현황 

 

QI 활동에 대한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QI 활동의 필요성을 5 점 척도로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3.58±0.822 

점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매우 필요, 필요, 

보통을 필요로 포함시키고,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을 불필요로 

포함시켜 빈도를 분석한 결과, 331 명 중 293 명(88.5%)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QI 활동의 우선시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업무효율성’이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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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QI 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수 빈도수 백분율 

필요 293 88.5 

불필요 38 11.5 

질향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N=293)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 77 26.3 

 의료질 향상 97 33.1 

 업무효율성 99 33.8 

 비용절감 10 3.4 

 환자안전 10 3.4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N=38) 
  

 현재 상태에 만족 10 26.3 

 시간낭비적인 서류작성 11 28.9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어려움 3 7.9 

 과중한 업무부담 14 36.8 

계 331 100.0 

매우필요, 필요, 보통 -> 필요로 포함 

전혀필요하지않음, 필요하지않음 -> 불필요로 포함 

 

 

QI 활동 현황은 <표 3>와 같이 응답자의 42.6%가 활동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중 연간 활동 건수는 1 건이 32.6%로 가장 

많은 빈도였다. QI 활동 참여경험은 성별, 연령, 근무 년 수, 직위,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령, 근무 년 수가 증가할수록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다. 직위는 평사원과 비교해 보직자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치과위생사 이외 직종은 QI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부록 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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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QI 활동 현황 

변수 빈도수 백분율 

QI활동 참여 경험  예 141 42.6 

 아니오 190 57.4 

연간 참여하는 QI 활동 

건수 
0건  177 53.5 

 1건 108 32.6 

 2건 30 9.1 

 3건 5 1.5 

 4건 이상 11 3.3 

관심 있는 QI활동 주제 외부고객만족 66 19.9 

 의료 질 향상 122 36.9 

 업무 효율성 117 35.3 

 비용절감 15 4.5 

 환자안전 11 3.3 

계 331 100.0 

 

QI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평균점수는 3.53±0.563 점 이고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238 명으로 가장 

많았다<부록 표 16>.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QI 활동이 바람직 한 가에 대한 

질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95 명(61.3%)으로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많았다.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 는 ‘강제에 의한 QI 활동참여’, 

‘일회성 및 실적 위주에 의한 사후관리 관심부족’항목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QI 활동이 자발적 참여가 아닌, 강제에 의한 활동이고,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부정적인 현황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QI 의 긍정적인 진행 방향인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되며,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다’로 응답한 사람은 18.2%밖에 안 되는 

반면, ‘과제개발은 되지만 사후관리 개념이 미비한 상황’라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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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새 과제 개발과 사후관리 모두 

미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9.6%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현재 QI 활동에 대한 의견은 근무 년 수,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무 년 수 2 년~10 년 이내 직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위와 주 

업무에 관한 변수에서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다른 변수들간에는 

유의한 차이 없이 대체로 현재 QI 활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었다<부록 표 17>. 

 

 

 

3. QI활동의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과 현황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38.7%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반면,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5 점척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4.26±0.886 점으로 매우 높았으나, 실제 사후관리 시행은 

27.2%만 시행하고 있었다<표 4>.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 

인식 여부는 성별, 연령, 근무년수, 직위, 직종,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부록 표 18>. 

현재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의 만족도는 3.3±0.56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조직적면 에서는 ‘전 팀원들의 지속적인 관심’항목이 3.61±0.68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경영자보다는 구성원들에 의한 사후관리가 사후관리의 유무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운영면에 기여하는 요인은 ‘추진과제의 지속적 



３９ 

 

목표관리’, ‘사후관리 지식 및 경험’, ‘표준화 정립’의 순서였다. 

시스템 면에 기여하는 요인은 ‘부서의 명확화’3.43±0.70로 가장 높았다 

<부록 표19>.  

 

표 4.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과 현황  

 변수 빈도수 백분율 

사후관리의 개념과 인식  예 128 38.7 

 아니오 203 61.3 

사후관리의 필요성
*
 필요 244 73.7 

 보통 79 23.9 

 불필요 8 2.4 

사후관리의 운영여부 예 90 27.2 

 아니오 236 71.3 

 무응답 5 1.5 

계 331 100.0 

*매우필요, 필요 -> 필요  

매우 불필요, 불필요 -> 불필요로 포함 

 

치과의료기관에서 QI활동의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조직적인 면에서는 QI활동 후 직원들의 관심저조 항목이 3.82±0.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운영면에서는 표준화 정립 미흡항목이 3.64±0.65, 시스템 

면에서는 가중한 업무부담이 3.93±0.81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직, 운영, 

시스템 3가지 항목 중 시스템 영역에 대한 총 평균은 3.78±0.675로 가장 

높았다<부록 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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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QI 교육 현황 

 

가. 빈도분석 

 

QI 교육현황에 관한 경험은 <표 5>와 같다. QI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331 명 중 228 명(68.9%) 이었으며, 병원교육과 기타교육을 모두 참여한 

사람은 100 명(43.9%) 이었고, 병원교육만 참여해본 사람은 111 명(48.7%), 

기타기관의 교육만 참여해본 사람은 17(7.5%)였다. 따라서 대부분 병원의 

QI교육(92.6%)에 참여하고 있었다. 

 QI 교육 참여 여부는 성별, 연령, 근무 년 수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근무 년 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부록 

표 21>. QI 를 처음 접한 시기에서 학력 수준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 연령, 근무 년 수, 직위, 직종 변수들에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부록 표 22>. 성별 변수에서 남자는 아직 

잘 모른다, 여자는 1~2 년 전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 20 대는 아직 잘 모른다 는 응답이 33%, 30 대는 3 년 전 이상이 52.2%, 

40 대 이상은 40.6%의 응답자가 5 년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연령, 근무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QI 를 처음 접한 시기가 오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직종 

중 치과의사는 아직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는 1~2 년 전이라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련업종은 

31.9%가 3~4년 전 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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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QI 활동에 대한 교육 현황 

변수 빈도수 백분율 

알게된 시기 잘 모름 84 25.4 

 최근(1년미만) 52 15.7 

 1-2년전 81 24.5 

 3-4년전 65 19.6 

 5년이상 49 14.8 

QI교육 이수경험 있음 228 68.9 

 없음 103 31.1 

강의형태(중복응답)
*
 온라인강의 45 13.4 

 강의실 강의 175 51.9 

 연수 19 5.6 

 팀발표 72 21.4 

 워크샵 26 7.7 

도움된 내용
*
 개념인식 99 44.0 

 

자료수집,분석

방법 
15 6.7 

 지표관리 12 5.3 

 활동도구,방안 23 10.2 

 활동사례 76 33.8 

지속적 교육 여부
*
 예 89 40.1 

 아니오 133 59.9 

계 311 100 

결측값 제외 

*병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QI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n=228)만 해당.  

 

QI 교육의 강의형태는 전통적 강의 방식인 강의실강의(77.8%)가 가장 많은 

비중 이었고,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교육내용은 ‘QI 에 관한 

개념인식’(44%) 이었다. 아직 QI 활동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다. 지속적으로 교육에 관한 질문에는 40.1%만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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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균값 비교 

 

QI 활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표 6>과 같이 3.2±0.61 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강의방법이 효과적 이었는가에 관한 질문에 

3.8±0.38, 학습자료는 적절하였냐는 질문에서 3.3±0.72 의 응답률을 보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1 년 평균 교육 시간은 1.8±1.11 시간 이었고, 

교육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평균점수는 3.2±0.74, 학습자료의 유용성은 

3.3±0.72점으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였다<부록 표 23>.  

Likert 5 점 척도로 측정한 교육의 성과 변수의 평균점수는  ‘새로운 지식 

습득’, ’실제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관심도 증가’, ‘의욕적 

자세변화’의 항목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다.  

 

 

표 6. QI교육의 성과 

변수 N mean s.d. 

전반적 교육 만족도 228 3.18 0.612 

새로운 지식 습득  228 3.47 0.760 

실제 수행에 도움 228 3.32 0.750 

관심도증가 228 3.27 0.760 

의욕적 자세변화 228 3.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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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육여부에 따른 인식차이                                   단위: mean(s.d) 

변수 

교육경험 

p 

지속적 교육 

p 있음

(n=228) 

없음

(n=103) 

있음 

(n=89) 

없음 

(n=130) 

QI 활동의 필요성의 

인식 
3.6(0.79) 3.4(0.87) 0.026

*
 3.65(0.80) 3.63(0.79) 0.000

*
 

현재 QI 활동의 

만족도 
3.2(0.52) 3.0(0.42) 0.000

*
 3.34(0.56) 3.05(0.44) 0.854 

사후관리의 필요성 4.0(0.75) 3.8(0.65) 0.176 4.00(0.71) 3.81(0.75) 0.063 

independent t-test, *p-value <0.05 

 

교육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에 비해 QI 활동의 필요성 인식, 활동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사후관리는 기술통계량은 높게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속적 교육이 있는 군이 QI 활동의 필요성 인식도가 높게 

나왔다. 현재 QI 활동 만족, 사후관리 필요성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7>.  

 

 

 

다. 교차분석 

 

QI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이 QI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58.3%로 높았고,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은 QI 활동에 참여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92.2%). 

즉, 교육경험과 QI 활동 참여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교육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 QI 활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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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50.4%로, 교육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 개념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되며,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후관리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87.4%로 높아, 결국 교육경험과 사후관리 

개념의 인식유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사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8>. 

 

표 8. QI 교육에 따른 인식의 차이                                 단위: N(%)  

 
 QI교육경험 

p-value 
N 있음 없음 

QI활동 참여 있음 141 133(58.3) 8(7.8) 
0.000

*
 

없음 190 95(41.7) 95(92.2) 

현재 QI 활동에 대한 

생각 

바람직 123 90(39.5) 33(36.7) 

0.702 바람직하지 

못함 
195 138(60.5) 57(63.3) 

사후관리 개념의 인식† 예 128 115(50.4) 13(10.2) 
0.000

*
 

아니오 203 113(49.6) 90(87.4) 

사후관리 시행여부 예 90 74(32.5) 16(16.3) 
0.003

*
 

아니오 236 154(67.5) 82(83.7) 

사후관리의 필요성† 필요 244 171(75.0) 73(70.9) 

0.609 보통 79 51(22.4) 28(27.2) 

불필요 8 6(2.6) 2(1.9) 

계  331 228(100.0) 103(100.0)  

무응답 제외 

Chi-square test, *p-value <0.05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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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QI의 지속적인 교육에 따른 인식 의 차이                    단위: N(%)  

 
 QI 지속적교육 

p-value 
N 있음 없음 

QI활동 참여 있음 129 68(76.4) 61(45.9) 
0.000

*
 

없음 93 21(23.6) 72(54.1) 

현재 QI 활동에 대한 

생각 

바람직 87 56(62.9) 31(23.3) 

0.000
*
 바람직하지 

못함 
135 33(37.1) 102(76.7) 

사후관리 개념의 인식 예 109 60(67.4) 49(36.8) 
0.000

*
 

아니오 113 29(32.6) 84(63.2) 

사후관리 시행여부 예 71 50(56.2) 21(15.8) 
0.000

*
 아니오 151 39(43.8) 112(84.2) 

사후관리의 필요성† 필요 166 72(80.9) 94(70.7) 

0.176 보통 50 16(18.0) 34(25.6) 

불필요 6 1(1.1) 5(3.8) 

합계  222 89(100.0) 133(100.0)  

무응답제외  

Fisher’s exact test, *p-value <0.05, †Chi-square test 

 

지속적 교육에 따라 QI 활동참여, 활동 인식, 사후관리 개념인식, 

시행여부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활동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6.4%로 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았다<표 9>. QI 교육시간과 활동 필요성에 음의 상과 관계가 있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사후관리 필요성, 활동 만족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현재 활동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0>.  

 

표 10. QI교육시간과 QI활동 필요성, 만족도와 사후관리의 상관관계 

 QI교육시간 

QI활동 필요성(n=226) -0.075 

현재 QI활동 만족도(n=229) 0.158* 

사후관리의 필요성(n=229) 0.097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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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응답자 특성에 따른 QI 교육의 만족도, QI 활동의 필요성, QI 활동 

만족도, 사후관리 필요성의 차이                                단위: mean(s.d) 

 

병원 QI교육의 

만족도 

현재 QI활동의 

만족도 

QI활동의 

필요성 

사후관리의 

필요성 

성별 남자(n=121) 3.1(0.7) 

 

3.1(0.6) 

 

3.4(1.0) 
* 

3.8(0.7) 

 여자(n=210) 3.2(0.6) 3.1(0.5) 3.7(0.7) 3.9(0.7) 

연령 20s(n=188) 3.2(0.7) 

 

3.1(0.5) 

 

3.6(0.8)a 

* 

3.8(0.7)a 

* 30s(n=111) 3.2(0.6) 3.1(0.5) 3.5(1.0)a 3.8(0.8)a 

40s<(n=32) 3.2(0.5) 3.1(0.5) 4.0(0.51)b 4.3(0.5)b 

근무년수 2년미만(n=104) 3.3(0.6) 

 

3.1(0.5)a 

* 

3.5(0.9)a 

* 

3.9(0.7)a 

* 

2-5년미만(n=76) 3.2(0.8) 3.1(0.5)a 3.4(0.9)a 3.6(0.7)ab 

5-10년미만(n=83) 3.1(0.6) 3.0(0.5)a 3.6(0.8)a 3.9(0.7)ab 

10-20년미만(n=48) 3.2(0.5) 3.3(0.5)a 3.8(0.6)ab 4.1(0.8)ab 

20년이상(n=20)  3.2(0.6) 3.2(0.5)a 4.2(0.5)b 4.3(0.4)b 

직위 평사원(n=317) 3.2(0.6) 

 

3.1(0.5) 

 

3.6(0.7) 
* 

3.9(0.7) 

 보직자(n=14) 3.4(0.7) 3.3(0.6) 4.1(0.6) 4.2(0.6) 

직종 치과의사(n=116) 3.1(0.8) 

 

3.1(0.5) 

 

3.3(0.9)a 

* 

3.6(0.6)a 

* 
치과위생사(n=127) 3.2(0.6) 3.2(0.5) 3.8(0.6)b 4.0(0.7)b 

기타의료기사,업종(n=41) 3.1(0.3) 3.1(0.5) 3.6(0.8)ab 4.1(0.7)b 

사무관련업종(n=47) 3.2(0.5) 3.0(0.4) 3.7(0.9)ab 4.2(0.6)b 

주업무 환자접점(n=282) 3.2(0.6) 

 

3.1(0.5) 

 

3.6(0.8) 

 

3.8(0.7) 
* 

환자비접점(n=49) 3.2(0.5) 3.1(0.4) 3.7(0.8) 4.2(0.7) 

교육수준 고졸(n=9) 3.3(0.5) 

 

3.0(0.0) 

 

3.9(1.2)a 

 

4.3(0.5)a 

* 

전문대졸(n=71) 3.1(0.4) 3.2(0.5) 3.6(0.7) 4.0(0.7)ab 

대졸(n=141) 3.2(0.6) 3.1(0.5) 3.7(0.7) 4.0(0.7)ab 

석사과정재학중(n=43) 3.2(0.9) 3.1(0.5) 3.4(0.8) 3.7(0.8)b 

대학원졸이상(n=67) 3.1(0.7) 3.1(0.5) 3.4(1.0) 3.7(0.8)b 

성별, 직위, 주업무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연령, 근무년수, 직종, 교육수준 were analyzed by One way ANOVA(연령)  

*p-value<0.05 

a,b,c denotes the same sub-group defined by Scheffe post-hoc analysis 

†병원에서 QI교육을 받아본 사람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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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병원의 QI 교육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재 QI 활동의 만족도는 근무년수 10 년 이상인 군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QI 활동 필요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 유형,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관리 필요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무년수가 

증가할 수록, 직종은 의사직종이 가장 낮고 그 이외 직종은 높았다. 주 

업무는 환자 접점업무일 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1>.  

 

 

 

라. 회귀분석 

 

1) QI 활동 참여여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변수가 QI 활동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업무와 직무유형, 병원 교육 횟수만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환자접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비접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보다 QI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4.028 배 높았고,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QI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4.548 배 높았다병원 교육횟수가 

2 회이상일 때 1 회일 때 보다 QI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4.566 배 

높았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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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QI 활동 여부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OR 95% CI p-value 

성별 남자(ref)    

 여자 0.798 0.36~1.76 0.576 

연령  0.946 0.84~1.07 0.373 

근무년수  1.098 0.97~1.24 0.142 

직위 평사원(ref)    

 보직자 1.686 0.30~9.60 0.556 

주업무 환자비접점(ref) 
   

 환자접점 4.028 1.23~13.17  0.021* 

교육수준    0.400 

 고졸(ref)    

 전문대졸 1.829 0.29~11.45 0.519 

 대졸 3.691 0.56~24.24 0.174 

 석사재중 3.015 0.34~26.50 0.320 

 대학원졸이상 4.665 0.57~37.95 0.150 

직무유형그룹    0.107 

 치과의사(ref)    

 치과위생사 4.548 1.35~15.36 0.015* 

 기타의료기사,의약관련업종 3.624 0.86~15.35 0.080 

 사무관련직종 3.251 0.68~15.56 0.140 

QI병원교육경험  무(ref) 
   

 유 7.346 0.69~78.79 0.099 

병원교육횟수 2회 미만(ref) 
   

2회 이상 4.566 0.95~1.73 0.030* 

교육시간  1.330 0.94~1.88 0.107 

상수  0.010  0.075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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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관리  

 

표 13. 사후관리개념 인식여부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OR 95% CI p-value 

성별 남자(ref)    

 여자 0.811 0.33~2.01 0.652 

연령  0.953 0.83~1.10 0.510 

근무년수  1.059 0.92~1.22 0.436 

직위 평사원(ref)    

 보직자 7.920E8      0.998 

주업무 환자비접점(ref) 
   

 환자접점 0.277 0.07~1.12 0.071 

교육수준    0.021* 

 고졸(ref)    

 전문대졸 0.079 0.01~0.68 0.021* 

 대졸 0.075 0.01~0.67 0.020* 

 석사재중 0.024 0.00~0.32 0.005* 

 대학원졸이상 0.144 0.01~1.68 0.122 

직무유형그룹    0.000* 

 치과의사(ref)    

 치과위생사 8.259 2.07~32.98 0.003* 

 기타의료기사,의약관련업종 4.723 1.02~21.99 0.048* 

 사무관련직종 0.911 0.14~6.00 0.923 

QI병원교육경험  무(ref) 
   

 유 6.233 0.58~67.57 0.132 

병원교육횟수 2회 미만(ref) 
   

2회 이상 4.532 0.58~1.45 0.027* 

교육시간  1.200 0.85~1.69 0.300 

상수  2.897  0.730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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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교육변수가 사후관리개념 인식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육수준, 직무유형, 교육횟수가 

유의적이었다. 고졸자에 비해 전문대졸자가 사후관리개념을 0.079 배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대졸자는 0.075 배, 석사 재학 중 인자는 0.024 배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8.259 배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기타의료기사 및 의약관련업종 종사자는 4.723 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병원 교육 횟수가 2 회 이상이 2 회 미만보다 4.53 배 높게 

사후관리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다<표 13>.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 변수가 사후관리 시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연령, 근무년수, 교육수준,직무유형, 병원 

교육 횟수가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근무년수가 증가 할수록 사후관리를 

시행할 확률이 1.143 배 증가하였다.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사후관리 

활동을 시행 할 확률이 3.457배 높았고, 기타 의약업종은 9.791배, 사무관련 

직종은 8.3 배 높았다. 병원교육을 1 회 시행했을 때보다 2 회 이상 실행 했을 

때 사후관리를 시행 할 확률이 1.787배 높았다<표 14>.   

 

 

 

 

 

 

 

 



５１ 

 

표 14. 사후관리시행여부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OR 95% CI p-value 

성별 남자(ref)    

 여자 0.565 0.23~1.40 0.218 

연령  0.819 0.71~0.94 0.005* 

근무년수  1.143 1.00~1.30 0.045* 

직위 평사원(ref)    

 보직자 2.395 0.57~10.15 0.236 

주업무 환자비접점(ref) 
   

 환자접점 1.888 0.58~6.12 0.289 

교육수준    0.069 

 고졸(ref)    

 전문대졸 0.477 0.70~3.31 0.454 

 대졸 0.523 0.07~3.76 0.519 

 석사재중 0.325 0.03~3.37 0.347 

 대학원졸이상 0.786 0.09~6.93 0.828 

직무유형그룹    0.017* 

 치과의사(ref)    

 치과위생사 3.457 0.99~12.05 0.052 

 기타의료기사,의약관련업종 9.791 2.26~42.39 0.002* 

 사무관련직종 8.301 1.65~41.73 0.010* 

QI병원교육경험  무(ref) 
   

 유 0.651 0.08~5.25 0.687 

병원교육횟수 2회 미만(ref) 

   

 
2회 이상 1.787 1.16~2.77 0.009* 

교육시간  0.966 0.70~1.32 0.828 

상수  30.413  0.200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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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의과병원의 경우, 본격적인 QI 활동이 실시 된지 20여 년이 되고 있지만 

치과의 경우 치과의료기관 시범평가가 시행 된 5년 전부터 QI 활동이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QI 발전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많은 치과 의료기관이 

아직 QI 활동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여 실시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다. 또한, 

지속적 질 향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치과에서는 QI 활동 자체 활동에만 치중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활동 이후 방치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QI 활동 현황과, 사후관리 현황,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QI 활동에 맞는 커리큘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QI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의 QI교육현황과 그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의과병원과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QI 활동의 인식도 차이를 

보면, 병원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윤자(2003)의 연구에서 QI 활동의 필요성을 

응답자의 91%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선정(2011)의 연구에서도 

필요성은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81.6%가 QI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활동 정도는 응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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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로 절반 미만의 응답자가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김한나,2011). 비교적 QI 활동에 관한 인식도는 높은 편이었고, 활동 

정도는 이선희(2001) 의 연구에서 4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의 87.3%가 

QI사업을 실시 하고 있었다. 반면, 오형원(2010)의 연구에서는 질 향상 

활동의 인식도 평균 점수는 2.60점으로 낮은 인식도를 보인 결과도 있었다. 

한편, 치과의료기관의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에서는 QI활동 

필요성은 88.5%가 QI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인식도 정도는 

3.6점이었다. QI활동 참여경험은 42.6%로 절반 미만의 경험을 보여 활동 

참여가 낮았다. 이는 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QI활동의 

필요성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활동 정도는 미비한 상태였다. 

본 연구의 추가적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비율은 적었으나, 질 향상 

활동이 필요 없는 이유에 관한 응답은 과중한 업무부담, 시간낭비적 서류작성 

이 많았고, 26.3%는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QI 

활동 참여의 장애요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QI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에 대한 의견 중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 직원의 개선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유는 강제에 의한 QI 활동 참여, 일회성· 실적 위주에 의한 사후관리 

관심부족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후관리에 관한 개념 인식은 38.7% 만 하고 

있었고, 사후관리 시행도 27.2%로 매우 낮았다. 현재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그룹의 만족도는 3.3점으로 높지 않았다.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이에 기여하는 요인을 조사 하였는데, 조직적인 요인 중 전 팀원의 



５４ 

 

지속적 관심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임상의사의 적극적 

참여,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지원 순서로 응답하였다. 반면,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가중한 업무부담에 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QI 활동 후 

직원들의 관심저조, 인력과 예산 부족 순서로 높았다.  

QI 활동이 일회성에서 끝나기 보다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현석균(2002)도 같은 의견이었다. QI 활동이 연 단위로 진행되고 연말에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 그 해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표를 

위한 활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QI 활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부담감만 증대시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QI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활동의 수행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현재 QI 

활동의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는 QI 활동이 지속적 질 향상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QI활동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라는 인식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QI 활동이 직원들로 하여금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그 결과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경영진 및 QI 리더들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QI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오형원(2010)의 

연구에서 질 향상 활동의 촉진요인에는 연령, 종교, 근무부서, 직급, 경력, 

QI 교육경험, QI 활동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QI 교육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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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식도가 높았으며, QI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식 정도가 높았다.  

박인선(2000)은 병원 전체로 CQI 활동이 확산되는데 최고경영자가 QI에 대한 

확실한 필요성 인식, 전담부서, 의료진의 참여유도, 부서장의 강력한 의지, 

정보화 시스템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선희(2000)는 질 향상 활동의 

성공요인으로 변화 지향적이고 참여적인 조직 문화의 개발, 경영자의 

리더쉽과 지원, 경영전략으로서 질 향상 사업 활용, 의료진의 적극적 참여, 

효율적 질 향상 사업 조직, 질 향상 사업 팀 활성화를 꼽았다. 의료 질 

향상에 중요한 조직문화의 변화는 지속적인 직원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교육이 QI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윤자(2003)의 연구에서 QI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8%였고, 오형원(2010)의 연구에서 QI 교육 경험 유무, 의료기관 내 

정기적인 QI 교육 및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질 향상 활동의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선희 외(2001)의 연구에서는 QI 

교육 및 동기부여에서 조사 대상 병원의 약 94.2%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QI 

교육을 실시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병원이 비 정기적 혹은 일회성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의 경우 년 평균 

교육 횟수는 3.5회였다. 직종별로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병원을 대상으로 QI 교육이 활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심도 있게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직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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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품질관리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었다(박경규, 임효창, 1999). 교육을 통한 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직무의연관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교육의 내용은 

참가자가 접하고 있는 현실과 근접한 것이어야 하고, 참가자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최보인(2008) 등은 주장했다. 병원 

교육에 관한 연구 중 QI에 관련된 연구는 아니나, 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내용과 직무 몰입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안상윤,2011). 직원들의 

교육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 져야 동기부여가 되어 실제 교육받은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에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김영배,2007).  

한편,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QI교육을 통해 QI활동에 

관한 새로운 지식 습득, 관심도 증가, 의욕적 자세변화가 있었다. QI 교육 

여부에 따라 QI활동 필요성 인식 및 활동 참여, 사후관리의 개념 인식 및 

활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에 따른 QI 

활동의 필요성인식, 활동참여, 현재 활동에 관한 인식도, 사후관리 개념인식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QI 교육 현황은 응답자의68.9%가 

QI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교육 받은 사람의 92.6%는 병원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고, QI교육의 만족도는 3.18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병원 교육에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에 맞는 

커리큘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내용이 의과병원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이 적어 교육에 관한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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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 수 밖에 없다. 평균 교육시간은 1.8시간으로 매우 짧았고 QI교육의 

강의형태는 강의실 강의51.9%와, 팀 발표21.4% 및 온라인강의13.4%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QI 활동에 도움 된 내용은 개념인식의 응답률이 높았다. 

따라서, 이후에 QI교육 할 때에는 개념인식에 관한 내용에 그칠게 아니라, 

지표 관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좀더 심화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QI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2회 미만 교육을 시행 했을 때에 비해 2회 이상 시행했을 때 사후관리 개념 

인식을 할 확률이 4.5배 증가하였고, QI 활동을 할 확률이 4.6배 

증가하였으며, 사후관리 시행할 확률이 1.8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회 이상은 시행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종에 따른 인식도 차이에 관한 결과는 

진선정(2011)의 연구에서 직종간의 QI활동의 인식도 차이는 의료직은 3.58, 

사무직은 3.50의 점수 차이가 있었다. 의사, 간호사, 의무직 및 행정직을 

대상으로 QI 사업의 참여 정도를 연구한 이선희(2001)의 결과에서 의사의 

참여도가 2.7점으로 가장 낮고, 간호사가 3.8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한윤자(2003)의 연구에서는 질 관리 활동을 간호사가 59%이상 시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직종에 따라 QI 활동의 필요성, 

사후관리 필요성 인식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QI 활동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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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의 인식 점수가 가장 낮았다. 

사후관리 필요성은 기타 의료기사 업종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가 

가장 낮았다. 또한, QI의 개념을 알게 된 시기 와 사후관리 개념 인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QI활동 경험은, 치과의사는 응답자 중 25.9%만 참여 경험이 

있었고, 치과위생사는 58.3%가 참여한 경험의 차이가 있었다.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4.5배 높았다. 사후관리 개념 

인식은 치과의사에 비해 치과위생사가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8.3배, 기타 

의료기사 업종이 4.7배 높았다. 사후관리의 시행할 확률은 치과의사에 비해 

기타 의료직이 9.8배 높고, 사무관련직종은 8.3배 높았다. 본 설문에서 

치과의사는 QI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QI 활동에 관한 관심 

부족과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치과의사들이 관심 있는 

항목은 임상질지표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을 QI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질 지표에 관한 내용을 더욱 활성화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료기관의 QI활동 시행 주제에 관해 연구한 김한나(2011)의 결과에 

의하면 주제별 시행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외부 고객만족 관련 주제가 

59.8%로 가장 많은 시행빈도였고, 의료의 질 향상 관련 주제가 51.4%, 

업무효율성 관련 주제가 34.84%, Risk management 관련 주제가 32.94%, 

비용절감 관련 주제가 29.7%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치과병원의 직원들은 질 향상 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33.8%, 의료 질 향상 33.1%, 외부 고객 만족 향상 26.3%,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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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 3.4%, 환자안전 3.4%이라고 응답하였다. QI 활동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이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에 가장 많은 

비중이 있었고, 아직 외부고객만족 향상에 관심이 치우쳐져 있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등으로 인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환자 안전 에 

관한 내용은 아직 관심이 저조하였다. QI 활동 현황에서도 관심 있는 항목 중 

환자안전에 관한 비중이 너무 낮았다. 아직 치과의료기관 인증제가 1차 

시범사업만 진행되고, 도입되지 않은 단계라 환자안전에 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보다는 환자의 process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디자인 자체가 Cross sectional 

Study 이기 떄문에 일정 시점의 상태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연구 대상 병원 

선정에서 Random sampling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Selection Bias 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QI활동 등에 관한 특성은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기관변수가 클 수 있으며, 대상 병원이 대규모의 대학병원인지, 

소규모의 병원인지 교육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QI 활동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고, 활성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치과 QI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QI 활동은 의료기관에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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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치과의료서비스의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치과의사들을 QI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더욱 발전이 있을 

것 이다. 특히, 치과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상 질 지표 에 관한 

활동은 현재 치과 의료 질 향상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교육 대상자에게 맞는 커리큘럼 개발을 하여,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어 QI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Romsai,2007). 

나아가, 병원 시스템적으로 QI 활동 관련 된 교육참여,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접근이 있다면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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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QI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치과의료 질 향상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치과의료기관 내 질 향상 활동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계획 하였다.  

서울, 경기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10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QI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 관한 현황과, QI활동 정도 및 

사후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QI활동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치과의료 QI 활동에 

맞게 수정 보안 하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66.2%였다. QI 활동 및 사후관리 

정도를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T-test 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 하였으며, 

QI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χ²-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I 활동의 많은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QI 활동 활동경험은 42.6% 로 절반도 안 되는 

빈도였다. 현재 QI 활동에 관한 의견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많아 QI 활동 만족도 점수는 3.5 점으로 높지 않았다. 사후관리의 

개념인식은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필요성은 4.26 점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사후관리 시행은 27.2%만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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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관한 만족도는 3.3 점으로 보통 정도였다. 이처럼, 현재 

치과의료기관의 QI 활동은 의과병원에 비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였다. 

QI교육 경험은 응답자의 68.9%가 있었으며, 1년 평균 교육 시간은 1.8시간 

이었고, QI 활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2 점 이었다. QI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교육내용은 ‘QI 에 관한 개념인식’이 44% 였다. 아직 QI 

활동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많았다. 치과병원의 QI 활동에 

사후관리가 활성화 되지 않아 향후 사후관리에 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교육경험과 QI 활동 참여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육에 의한 QI 활동에 참여, 

사후관리개념을 인식, 사후관리를 시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과 의료기관의 QI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직원의 인식과 QI 

활동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치과의료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QI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QI활동에 맞는 

커리큘럼의 개발이 시급하며, 교육내용 심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직종별 QI 

활동 인식도 및 참여의 차이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치과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지금, 치과의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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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5. 응답자의 특성과 QI활동 참여여부                              단위: N(%) 

 
 QI활동 참여경험 

p 
N 있음 없음 

성별† 남 121 37(30.6) 84(69.4) 
0.001

*
 여 210 104(49.5) 106(50.5) 

연령 20대 188 63(33.5) 125(66.5) 

0.000
*
 30대 111 55(49.5) 56(50.5) 

40대이상 32 23(71.9) 9(28.1) 

근무 

년수 

2년이내 104 29(27.9) 75(72.1) 

0.000
*
 

2-5년이내 76 20(26.3) 56(73.7) 

5-10년이내 83 41(49.4) 42(50.6) 

10-20년이내 48 35(72.9) 13(27.1) 

20년이상 20 16(80.0) 4(20.0) 

직위† 평사원 317 130(41.0) 187(59.0) 
0.010

*
 

보직자 14 11(78.6) 3(21.4) 

직종 치과의사 116 30(25.9) 86(74.1) 

0.000
*
 

치과위생사 127 74(58.3) 53(41.7) 

기타 진료지원직 41 19(46.3) 22(53.7) 

사무관련업종 47 18(38.3) 29(61.7) 

주업무† 환자 접점 282 126(44.7) 156(55.3) 
0.085 

환자 비접점 49 15(30.6) 34(69.4) 

학력 

수준 

고졸 9 3(33.3) 6(66.7) 

0.691 

전문대졸 71 30(42.3) 41(57.7) 

대졸 141 66(46.8) 75(53.2) 

석사재학중 43 16(37.2) 27(62.8) 

대학원졸 67 26(38.8) 41(61.2) 

Chi-square test, *p-value <0.05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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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QI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운영에 대한 의견 

변수 빈도수 백분율 

만족도 만족 58 18.2 

 보통 238 74.6 

 불만족 23 7.2 

현재 QI활동에 대한 생각 바람직함 123 38.7 

 바람직하지 못함 195 61.3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N=123)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18 14.6 

 

 

전직원의 QI 활동에 대한 개선마인드 

형성 
46 37.4 

 

 

병원 경영에 도움 19 15.4 

 

 

시행과제의 사후관리가 잘 되기 때문 7 5.7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13 10.6 

 

 

새로운 주제의 지속적인 개발 13 10.6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7 5.7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N=195)   

 
 강제에 의한 QI활동 참여 64 32.8 

 

 일회성, 실적위주에 의한 사후관리 

관심부족 
60 30.8 

 
 경영에 도움이 안되는 형식적 활동 7 3.6 

 
 QI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부족 30 15.4 

 

 추가적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참여저조 
29 14.9 

 

 

QI활동 업무절차의 복잡성 2 1.0 

 

 

기타 3 1.5 

현재 QI활동의 진행방향에 대한 생각   

 

새로운과제 지속적 개발되며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음 
58 18.2 

 

새로운 과제는 개발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 미비 
125 39.3 

 

새로운 과제 개발은 미진하지만 적극적 

사후관리 
27 8.5 

 새로운 과제 개발 및 사후관리 모두 미비 94 29.6 

 기타(잘 모르겠음) 14 4.4 

합계 331 100.0 

무응답 제외, 
*
매우만족(n=1), 만족(n=17) -> 만족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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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응답자의 특성과 현재 병원의 QI활동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    단위: N(%) 

 
 현재 QI활동에 대한 의견 

p 
빈도수 바람직함 바람직하지못함 

성별† 남 118 50(42.4) 68(57.6) 
0.341 여 200 73(36.5) 127(63.5) 

연령 20대 178 71(39.9) 107(60.1) 

0.794 30대 108 39(36.1) 69(63.9) 

40대이상 32 13(40.6) 19(59.4) 

근무 

년수 

2년이내 97 47(48.5) 50(51.5) 

0.022
*
 

2-5년이내 75 24(32.0) 51(68.0) 

5-10년이내 78 21(26.9) 57(73.1) 

10-20년이내 48 21(43.8) 27(56.3) 

20년이상 20 10(50.0) 10(50.0) 

직위† 평사원 304 113(37.2) 191(62.8) 
0.021

*
 

보직자 14 10(71.4) 4(28.6) 

직종 치과의사 111 38(34.2) 73(65.8) 

0.452 

치과위생사 121 46(38.0) 75(62.0) 

기타 진료지원직 41 18(43.9) 23(56.1) 

사무관련업종 45 21(46.7) 24(53.3) 

주업무† 환자 접점 271 100(36.9) 171(63.1) 
0.144 

환자 비접점 47 23(48.9) 24(51.1) 

학력 

수준 

고졸 9 6(66.7) 3(33.3) 

0.098 

전문대졸 67 27(40.3) 40(59.7) 

대졸 136 58(42.6) 78(57.4) 

석사재학중 43 11(25.6) 32(74.4) 

대학원졸 63 21(33.3) 42(66.7) 

무응답제외 

Chi-square test, *p-value <0.05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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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응답자의 특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의 인식 여부               단위: N(%) 

 
 사후관리개념 인식여부 

p 
빈도수 예 아니오 

성별† 남 121 34(28.1) 87(71.9) 
0.003

*
 여 210 94(44.8) 116(55.2) 

연령 20대 188 55(29.3) 133(70.7) 

0.000
*
 30대 111 51(45.9) 60(54.1) 

40대이상 32 22(68.8) 10(31.3) 

근무 

년수 

2년이내 104 27(26.0) 77(74.0) 

0.000
*
 

2-5년이내 76 15(19.7) 61(80.1) 

5-10년이내 83 38(45.8) 45(54.2) 

10-20년이내 48 34(70.8) 14(29.2) 

20년이상 20 14(70.0) 6(30.0) 

직위† 평사원 317 115(36.3) 202(63.7) 
0.000

*
 

보직자 14 13(92.9) 1(7.1) 

직종 치과의사 116 16(13.8) 100(86.2) 

0.000
*
 

치과위생사 127 71(55.9) 56(44.1) 

기타의료기사 및 

의약관련업종 
41 20(48.8) 21(51.2) 

사무관련업종 47 21(44.7) 26(55.3) 

주업무† 환자 접점 282 103(36.5) 179(63.5) 
0.058 

환자 비접점 49 25(51.0) 24(49.0) 

학력 

수준 

고졸 9 6(66.7) 3(33.3) 

0.003
*
 

전문대졸 71 31(43.7) 40(56.3) 

대졸 141 61(43.3) 80(56.7) 

석사재학중 43 6(14.0) 37(86.0) 

대학원졸 67 24(35.8) 43(64.2) 

Chi-square test, *p-value <0.05 ,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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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와 기여하는 요인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90 3.33 0.561 

조직    

 전 팀원의 지속적 관심 90 3.61 0.682 

 임상의사의 적극적 참여 90 3.50 0.824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지원 90 3.46 0.850 

운영 
   

 추진과제의 지속적 목표관리 90 3.58 0.653 

 활동시 사후관리의 표준화 정립 90 3.47 0.603 

 사후관리에 대한 지식 및 경험 90 3.47 0.674 

시스템 
   

 
사후관리 부서의 명확화 90 3.43 0.704 

 전산화를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 90 3.43 0.780 

 적극적인 예산지원 90 3.33 0.983 

현재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n=90)의 결과.  

 
 

표 20.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는 원인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조직    

 QI활동후 직원들의 관심 저조 233 3.82 0.754 

 최고경영자의 지원 부족 233 3.42 0.779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 233 3.00 0.843 

운영 
   

 표준화 정립 미흡 233 3.64 0.650 

 사후관리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 233 3.58 0.666 

 QI 사업 추진방법의 부적절성 233 3.35 0.639 

시스템 
   

 가중한 업무 부담 233 3.93 0.812 

 인력과 예산부족 233 3.80 0.790 

 주관부서의 미설정 233 3.58 0.779 

현재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n=236)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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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응답자의 특성과 QI교육 참여여부                              단위: N(%) 

 
 QI교육 참여 

p 
빈도수 있음 없음 

성별† 남 121 75(62.0) 46(38.0) 
0.048

*
 여 210 153(72.9) 57(27.1) 

연령 20대 188 118(62.8) 70(37.2) 

0.008
*
 

30대 111 82(37.9) 29(26.1) 

40대이상 32 28(87.5) 4(12.5) 

근무 

년수 

2년이내 104 56(53.8) 48(46.2) 

0.000
*
 

2-5년이내 76 47(61.8) 29(38.2) 

5-10년이내 83 64(77.1) 19(22.9) 

10-20년이내 48 41(85.4) 7(14.6) 

20년이상 20 20(100.0) 0(0.0) 

직위† 평사원 317 215(67.8) 102(32.2) 
0.720 

보직자 14 13(92.9) 1(7.1) 

직종 치과의사 116 70(60.3) 46(39.7) 

0.058 
치과위생사 127 95(74.8) 32(25.2) 

기타 진료지원직 41 27(65.9) 14(34.1) 

사무관련업종 47 36(76.6) 11(23.4) 

주업무† 환자 접점 282 196(69.5) 86(30.5) 
0.617 

환자 비접점 49 32(65.3) 17(34.7) 

학력 

수준 

고졸 9 8(88.9) 1(11.1) 

0.346 

전문대졸 71 44(62.0) 27(38.0) 

대졸 141 100(70.9) 41(29.1) 

석사재학중 43 32(74.4) 11(25.6) 

대학원졸 67 44(65.7) 23(34.3) 

Chi-square test, *p-value <0.05 

†Fisher’s ex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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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응답자의 특성과 QI를 처음 접한 시기                          단위: N(%) 

 
 QI를 처음 접한 시기 

p 
빈도수 잘 모름 최근(1년미만) 1-2년전 3-4년전 5년이상 

성별 남 121 38(31.4) 24(19.8) 27(22.3) 22(18.2) 10(8.3) 

0.028
*
 여 210 46(21.9) 28(13.3) 54(25.7) 43(20.5) 39(18.6) 

연령 20대 188 62(33.0) 40(21.3) 52(27.7) 27(14.4) 7(3.7) 

0.000
*
 30대 111 17(15.3) 12(10.8) 24(21.6) 29(26.1) 29(26.1) 

40대이상 32 5(15.6) 0(0.0) 5(15.6) 9(28.1) 13(40.6) 

근무 

년수 

2년이내 104 43(41.3) 33(31.7) 25(24.0) 3(2.9) 0(0.0) 

0.000
*
 

2-5년이내 76 22(28.9) 11(14.5) 30(39.5) 11(14.5) 2(2.6) 

5-10년이내 83 14(16.9) 7(8.4) 18(21.7) 32(38.6) 12(14.5) 

10-20년이내 48 4(8.3) 1(2.1) 4(8.3) 14(29.2) 25(52.1) 

20년이상 20 1(5.0) 0(0.0) 4(20.0) 5(25.0) 10(50.0) 

직위 평사원 317 84(26.5) 52(16.4) 79(24.9) 60(18.9) 42(13.2) 

0.000
*
 

보직자 14 0(0.0) 0(0.0) 2(14.3) 5(35.7) 7(50.0) 

직종 치과의사 116 43(37.1) 22(19.0) 34(29.3) 16(13.8) 1(0.9) 

0.000
*
 

치과위생사 127 21(16.5) 18(14.2) 35(27.6) 25(19.7) 28(22.0) 

기타 

진료지원직 
41 11(26.8) 3(7.3) 6(14.6) 9(22.0) 12(19.3) 

사무관련업종 47 9(19.1) 9(19.1) 6(12.8) 15(31.9) 8(17.0) 

주업무 환자 접점 282 70(24.8) 49(17.4) 74(26.2) 52(18.4) 37(13.1) 

0.026
*
 

환자 비접점 49 14(28.6) 3(6.1) 7(14.3) 13(26.5) 12(24.5) 

학력 

수준 

고졸 9 1(11.1) 4(44.4) 0(0.0) 3(33.3) 1(11.1) 

0.118 

전문대졸 71 18(25.4) 11(15.5) 16(22.5) 12(16.9) 14(19.7) 

대졸 141 37(26.2) 21(14.9) 34(24.1) 26(18.4) 23(16.3) 

석사재학중 43 9(20.9) 12(27.9) 11(25.6) 8(18.6) 3(7.0) 

대학원졸 67 19(28.4) 4(6.0) 20(29.9) 16(23.9) 8(11.9) 

Chi-square test, *p-value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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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QI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331 명중 228 명)에게 강의의 교육방법과 

학습자료에 대한 유용성을 질문한 결과,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총 교육받은 시간 228 1.8 1.11 

교육방법의 적절성 228 3.2 0.74 

학습자료의 유용성 228 3.3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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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No.             

치과의료기관의 QI 교육이 지속적 질 관리활동(CQI)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 석사과정에 있는 최나래 입니다. 

 

본 설문지는 “치과병원 직원의 QI 활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위

해 작성된 설문지 입니다. 

 

본 설문지는 치과병원 직원의 QI활동 현황과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

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치과병원의 QI 활동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다고 생각하여 설문

지에 솔직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결과는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철

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연구자 최나래 드림 

 

지도교수 김태현 

 

E-mail : cnr35@naver.com 

 

 

 

mailto:cnr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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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QI 활동에 대한 교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치 의료 QI활동(Quality improvement: 의료 질 향상, 진료 및 병원 행정업

무에 관한 치 의료 질 향상활동, 이하 QI 활동)의 개념과 활동에 대하여 알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아직 잘 모른다 ② 최근(1년 미만)  ③ 1~2년 전  ④ 3~4년 전   

⑤ 5년 이상 

 

2. 병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중 QI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년       회)           ② 없다 

 

3. 기타 교육기관에서 QI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아래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학부과정 / 학회 세미나 / 대학원 / 기타            )  

② 없다 

  

 

* QI관련 교육(병원/기타 기관)을 1회 이상 받으셨다면 -> 4번 이동 

* QI관련 교육(병원/기타 기관)을 한번도 받은 적 없으시다면 -> 13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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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I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시간은 총 몇 시간 입니까?  

① 3시간 미만   ② 3-5시간  ③ 6-10시간    ④ 11-20시간   ⑤ 20시간 이상 

 

5. 강의의 형태는 어떠하였습니까? (해당항목에 모두 체크 해주세요) 

① 온라인강의  ② 강의실에서 듣는 것(PPT 이용한 강의 등)   

③ QI 연수교육 ④ 팀 별 발표(사례발표 등)  ⑤ 워크샵 참여    

⑥기타(                       ) 

 

5-1. QI교육의 교육방법(강의식, 토론식 등)이 교육내용을 전달하기에 효과

적이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2. 강의에서 사용되었던 학습자료는 QI학습에 유용하였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QI교육에서 제공하는 학습자료와 관련정보는 QI활동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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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의내용은 실제 QI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9. 교육참여 후, QI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의욕적으로(필요성을 느꼈다 등)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과제 종료 후 QI활동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QI교육 내용 중 활동에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① 개념인식 ② 자료수집, 분석방법 ③ 지표관리 ④ 활동도구,방안 ⑤ 활동 사례  

 

12. 병원에서 시행한 QI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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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QI 활동에 대한 인식도 및 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13. 현재 병원에 근무하시는 치과병원에서 QI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지 않다 ->13-2                 *보통, 필요하다 -> 13-1 

 

13-1.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측면에서 질 향상이 가장 우선시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 

② 의료의 질 향상 

③ 업무 효율성 

④ 비용 절감 

⑤ 환자 안전 

13-2.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골라주세요) 

①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 

② 서류작성으로 시간낭비 

③ 조직의 경직성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 

④ 과중한 업무 부담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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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QI 활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는 어떠하십니까? 

① 있다 (       회)          ② 없다 

 

15. 귀하가 연간 참여하시는 QI활동 주제 수는 몇 건 입니까? 

① 0건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4건 이상 

 

16. 귀하의 관심 있는 QI 활동 주제는 무엇입니까? 

① 외부 고객만족  ② 의료 질 향상 ③ 업무 효율성  ④ 비용절감 ⑤ 환자안전 

 

17.  QI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8. 현재의 QI활동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18-1                  ② 아니오 ->18-2 

  18-1.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골라주세요) 

① 전 직원의 QI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② 전 직원의 QI활동에 대한 개선 마인드 형성 

③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 

④ 시행한 과제의 사후관리가 잘 되기 때문 

⑤ 병원의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⑥ 새로운 주제의 지속적인 개발 

⑦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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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골라주세요) 

① 강제에 의한 QI활동 참여 

② 일회성에 의한 실적 위주의 활동으로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③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 (형식적인 활동) 

④ QI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부족 

⑤ 추가적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 

⑥ QI 활동 업무 절차의 복잡성(공문 처리 등) 

⑦ 기타                              

 

19. 현재 QI 활동의 진행 방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되며,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다. 

②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개념은 없다. 

③ 새로운 과제 개발은 미진하지만, 사후관리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④ 새로운 과제 개발도 미진하고, 사후관리에도 미진하다.  

⑤ 기타                                                 

 

 

 

 

III. 다음은 QI 활동의 사후관리 (지속적 질 관리)에 대한 문항입니다 

 

20. QI 활동의 사후관리의 개념과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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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QI활동이 활동 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수행한 QI 활동과제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① 예 -> 23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5번으로 이동 

 

 

==================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 ============ 

 

23.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전혀 불만족    ② 불만족      ③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4. 성공적으로 사후관리가 운영되기까지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 

에 표기(V) 해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조직 

1)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지원 

⑤ ④ ③ ② ① 

2) 임상 의사의 적극적인 참

여 

⑤ ④ ③ ② ① 

3) 전 팀원의 지속적인 관심 ⑤ ④ ③ ② ① 

운영 

1) 사후관리에 관한 지식 및 

경험 

⑤ ④ ③ ② ① 

2) 추진과제의 지속적인 목

표관리 

⑤ ④ ③ ② ① 

3) 활동 시 사후관리의 표준

화 정립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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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 사후관리 부서의 명확화 ⑤ ④ ③ ② ① 

2) 전산화(EMR, OCS 등)를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⑤ ④ ③ ② ① 

3) 사후관리 시 적극적인 예

산지원 

⑤ ④ ③ ② ① 

 26번으로 이동해주세요 

===================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 

 

25. QI과제를 수행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못하는 요인에 

관한 의견을 표기해주세요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조직 

1) 최고 경영자의 지원 부족 ⑤ ④ ③ ② ① 

2) 조직 구성원 간에 갈등 ⑤ ④ ③ ② ① 

3) QI 활동 후 직원들의 관

심 저조 

⑤ ④ ③ ② ① 

운영 

1) 활동 후 표준화 정립 미

흡 

⑤ ④ ③ ② ① 

2) QI사업 추진방법의 부적

절성 

⑤ ④ ③ ② ① 

3) QI활동 후 사후관리에 대

한 지식 및 경험 부족 

⑤ ④ ③ ② ① 

시스템 

1) 가중한 업무 부담 ⑤ ④ ③ ② ① 

2) QI 활동 후 필요한 인력

과 예산부족 

⑤ ④ ③ ② ① 

3) 주관부서의 미 설정 ⑤ ④ ③ ② ① 

 26번으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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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26. 귀하의 성별 

① 남        ② 여 

 

27. 귀하의 나이 

만         세 

 

28. 근무경력 

          년      개월 

 

29. 귀하의 직위는? 

① 평사원( 정규직 / 비정규직 / 의사의경우: 레지던트)   

② 보직자 (계장, 팀장, 과장 이상)  

 

30.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① 치과의사   ② 치과위생사  ③ 치과기공사 ④ 방사선사  ⑤ 간호사    

⑥ 약사  ⑦ 임상병리사  ⑧ 의무기록사  ⑨ 수납직원   ⑩ 행정직         

⑪기타(         ) 

30-1. 귀하가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환자 접점 업무     ② 비 접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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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졸     ② 전문대졸      ③ 대학교졸     ④ 석사과정 재학 중                            

⑤ 대학원 이상(석사 졸업 , 박사과정 중/졸업)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E-mail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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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 Effect of QI Education of Dental Hospital on 

Its Sustained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Na Rae C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Ph D.) 

 
Recently, an effort of enhancing the quality of dental medical service 

led by dental medical institution apart from medical institution is 

necessitated.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fter exploring contents 

and satisfaction relevant to QI (Quality Improvement)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t dental medical institutions, a research on its effect on 

QI activity and its follow-up is required to be performed at this 

junc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status of education 

influencing over QI activity, level of QI activity and its follow-up and 

to pursue its developmental direction for ensuring an effective 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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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by targeting dental staff and other administrative staffs 

working at 10 dental medical institutions over hospital class in Seoul 

and Gyeonggi-do. Statistic analysis for the questionnaire was performed 

based on 331 pieces of recovered questionnaire among total 500 pieces.  

293 persons (88.5%) among total 331 persons felt its necessity. As for 

status of QI activity, 42.6% replied that they had experienced such 

activity and yearly activity frequency of 1 case among those experienced 

persons was represented to the highest as 32.6%. As a result of 

analyzing general satisfaction for QI activity in terms of technical 

statistics, average score of satisfaction was not so high as 3.53±0.563. 

Necessity of follow-up was highly recognized as 4.26±0.886 but its 

implementation was limited to 27.2% only. 

228 persons (68.9%) among total 331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had 

experience of QI education and yearly average education hour was 1.8 

hours and general satisfaction for QI activity education was generally 

low as 3.2±0.61.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ducation experience and participation status in QI 

activity. In case that education frequency is over 2 times,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QI activity was higher than a case of 1 time by 

4.566 times, recognition for follow-up concept by 4.53 times and 

probability of implementing follow-up by 1.787 tim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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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factor of activating QI activity, education effect could be cited 

as an example. The most valid condition for an effective education is 

that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repeatedly, not end up with one 

time. In addition, contents of education actually received could be 

utilized by motivating QI activity through provision of customized 

education matching with the education level of staf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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