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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

전관리활동의 수준을 파악하고,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관리

활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1개 치과대학병원, 6개

서울 소재 종합병원 내 치과, 4개 개인치과병원(치과의원 포함)에 근무하는

치과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3주간이었다. 배포된 설문지 803부 중 713부(89%)

가 회수되었다. 그 중 환자안전관리활동에 해당사항 없음이 하나라도 체크

가 된 설문은 폐기하고 총 42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AS(ver. 9.2)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변량 분석(t검정, 분산분석, 단순

상관관계분석)과 다변량 분석(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평균

3.25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는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가

3.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이 2.86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의 평균은 2.75점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정확

한 환자확인이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이 1.92점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근무부서환경과 화재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는 r=.237(p=.001)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와 충분한 설명과의 관계는

r=.213(p=.00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과 의료

기기예방점검 활동과의 관계는 r=-.258(p=.001)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특

히 환자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감염관리활동이 가장 상관성이 높았

다(r=.293, p<.001).

셋째,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 중 정확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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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에서 해당병원 근무부서 경력으로 5-10년

간 근무한 종사자(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무부서는 구강악안면

외과가 정확한 환자확인에서 3.75점(p<.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낙상예방활동은 직종에서 치과의사가 2.45점(p<.0001)으

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정도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직종은 간호사였다. 또한 환자안전문화 하위영역 중

‘병원환경(p<.05)’이 대부분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활

발히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환자에게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을 제공해 주는 낙상예방활동, 감염관리활동, 화재안전관리활동, 의료기기예

방점검활동, 응급상황 발생 대비 활동 등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므로

치과병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

육을 실시하며 환자안전의 날 등 다양한 환자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동

하며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환자안전관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환자안전,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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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최근 환자안전문화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병원 내 환자안전문화의

증진은 환자안전활동의 핵심으로 인식되었다(Nieva & Sorra, 2003). 미국 질

관리 보건기구인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04)에 따르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란 그

일로 인해 환자에게 끼친 피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과오(error), 실수(mistake), 사고 (accident)등을 포함한다. 미국의학

연구소인 IOM(Institute of Medicin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입원

환자의 2.9%~3.7%가 부작용을 경험하며,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로 인해 매년

44,000-98,000명이 사망한다고 하였다. 이는 매일 제트여객기 1대씩이 추락하

는 정도의 의원성 사고(iatrogenic accident)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인 사망

원인 중 8위가 의료과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IOM, 1999, 2006).

병원이라는 복잡한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의료의 질 저하

와 재정적인 손실 등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병원에서 환자와 관련

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영향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자안전이라

고 할 수 있다(정준, 2006).

환자안전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과오는 그에 연루된 의사

나 간호사, 의료진 등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병원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은 침묵의

문화, 부끄러운 문화 그리고 비난의 문화로 인식되어 왔다(김일훈, 2003).

현재 의료서비스 조직이 환자안전을 구축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병원에

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직이 갖는 문제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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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스템의 개선과 다음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기회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시스템이나 관련된 조직구성원을 탓하는 문화가

조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제우영, 2006).

국내에서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정착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로서 부상

하며 의료과오 감소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안전문화

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과 의

료과오의 감소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의료정보화나 컴퓨터 사용, 최신장비

의 도입, 임상진료지침(clinical guideline)의 제시 등 기술적 해결방법에 치

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강민아 등, 2005).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제도적

인 장애요인으로 인해 의료제공자들이 의료과오에 관한 문제들을 공개적으

로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 오류의 발생 규모와 결과, 유형,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김정은, 안경애, 윤숙

희, 2004). 국내에서도 환자안전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

과 하며, 연구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단일 직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김정은 등(2004)은 미국 질 관리 보건기구

(AHRQ)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간호사 대상으로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병원

환경과 조직문화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강민아 등(2005년)

은 의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와 의료과오보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

다. 정준(2006년)은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제우영, 2006). 양혜용(2009)은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

화에 대한 인식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순천지역을 중심으

로 조사하였다. 이유정(2011)은 병원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안전문화 및 환자

안전관리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정회진(2013)은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

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환자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의료제공자 중심의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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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 서면 환자안전이 아니라 의료사고 혹은 의료분쟁의

이슈로 문제가 제기된다(이선미 등, 2008, 권병기 등, 2006).

치의학분야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노력은 FDI(World Dental Federation)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2010년 유럽치과의사회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Yamalik and Perez, 2012). 국제기구의 노력 이외에 치의학

분야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노력은 환자안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 정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신호성, 2013).

우리나라 치과병원의 경우 2007년에 치과의료기관 시범사업평가가 처음

실시되었고 환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환자안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치과병원에서의

환자안전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의료기관평

가가 2010년 인증제로 전환되면서 치과의료기관평가도 2011년에 치과의료기

관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1차 치과병원 인증 시범조사가 실시되었고,

2012년에 잠시 주춤하다가 2013년 9월에 3개 치과대학병원 등 5개 병원에

대한 2차 치과병원 인증 시범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2010년에 대한치과병

원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개최된 제1회 치과의료 QI 학술집

담회에서 구강영역의 환자안전에 관한 초청 구연 등을 하면서 치의학분야에

서도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치의학분야의 환자안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자의 건강의 총체

적 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치과병원

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할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정지은, 2012).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의 질 향상, 환자중심의

접근이 강조되는 의료문화에서 환자안전의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주요한 주

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의 치의학 분야에서 환자안전의 문

제가 주요의제로 부각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신호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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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및 환자

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를 파악하여 치과병원의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관

리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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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문화란 환자에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위

험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시

스템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이는 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

성원의 헌신과 개인/조직의 능력을 결정짓는 가치, 태도, 지각, 능력 그리고

행동양식의 산물이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

AHRQ, 2004).

의료기관내에서의 안전문화는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믿음, 가치, 그리고 지속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 개인적 행동과 조직적 행동(Kizer, 1999)을 말하는 것으

로, 환자안전의 증진은 의료전달체계가 안전문화를 채택할 때만이 성공적으

로 성취될 수 있다(Aspden, Corrigan, Wolcott, & Erickson, 2004).

환자안전문화의 형성은 의료과오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중의 하나로서,

이는 환자안전을 강조하는 리더십, 조직 내의 협조체계, 의료과오에 대한 의

사소통의 개방성 등 안전에 대한 조직문화의 개선은 결여된 채 각종 최신

과학기술, 의료장비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 첨단정보기술 체계의 구축만

으로는 ‘예방가능한 의료과오의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

였다(Weeks & Bagian, 2000; Aron & Headrick, 2002; Walsh & Freeman,

2002; Nivea & Sorra, 2003)

환자안전문화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

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고(Davies et al., 2000; Koeck, 1998; Pronovost et

al., 2003), 몇몇 연구들에서는 표준화된 사건보고시스템 구축이 의료오류,

특히 투약오류 감소에 효과적이었음을 발표하였다(Bates et al., 2003; J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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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1998).

개방적이며 처벌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안심하고 환자안전에 관련

된 사건 또는 사고를 보고할 수 있으므로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자안전문화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의 안전

문화의 현황 및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보건의료 및 다른 산업분야에

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사람도 때때로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

기도 하며, 관련된 사람에 무관하게 오류에는 반복적인 발생유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범한 개인을 문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기 어렵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석화,

2006).

김정은 등(2004)은 미국 AHRQ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설문지를 번안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86명의 응답을 얻었다. 조사 결과 병원, 병동, 근무환경 및 의사소통 절차

에 대한 평가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만 10년 이상의 경력이, 평간호사보다

수간호사가 환자안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같은 도구로 강민아

(2005)등은 의사 135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와 의료과오 보고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자신이 소속된 병동에 환자안전문

제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한 반면, 74%의 응답자들은 ‘의사

들이 너무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32%가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병동에서는 능률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환자안전이 희생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병동 내 환자안전

문제의 잠재적인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의

료과오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문의

와 수련의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안전과 관련된 병원환경, 조직문화 및 의료과오 보고에 대해 간호사

들의 인식을 종합해보면, 병원환경과 조직문화가 환자안전을 확실하게 보장

한다는 인식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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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병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병원의 조직문화

중 병원경영진의 환자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및 부서 간 협동, 직속상관

이나 관리자의 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 쪽으로 근접하고는 있으나 더욱 개

선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김정은 등, 2007).

간호사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보건직과 더불어 높게 나타났으

나, 보건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의사의 경우는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경영진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 대해 최우선시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

력이 부족하며, 필요한 인력을 임시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의

료의 일선에 있는 의사의 경우 의료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사

고의 보고체계에 관한 인식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이나, 2008).

양혜용(2009)은 간호사 311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환

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전반적

인 점수는 5점 만점에 3.31점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간호사들

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병동근무지에서의 환자안전,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에 대한 인식, 사고보고의 빈도’영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환자

안전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4

년∼10년 미만의 병원경력, 간호사 경력, 병동 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의 환자

안전문화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간

호활동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병원근무경력, 근무시간, 연령, 직위, 교육정도,

안전교육 횟수에 따라 안전간호활동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

였다. 이안생, 윤치근(2010)은 W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59명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적인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점수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에서 간호사

경력이 짧을수록 병원근무기간이 짧을수록 현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환자안

전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주당 근무시간도 40시간 미만인 간호사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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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식이 가장 높았다.

이유정(2011)은 40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병원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안

전문화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에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3.40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하부영역별로는 사고보고 빈도 3.80점, 직속상

관/관리자태도 3.71점, 부서의 근무환경 3.40점, 의사소통과 절차 3.26점, 병

원의 환경 3.20점, 환자의 안전도 3.05점으로 사고보고의 빈도 영역이 가장

높고, 환자의 안전도 영역이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병원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에는 상관관계

가 있으며 지각한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보다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낮아 안

전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환자안전문화 개선에 있

어서는 개인의 문제보다 병원차원의 시스템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김미영, 김영미(2012)는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미국 질관리 보건기구(AHRQ)의

HSOPSC 설문지를 이용하여 간호사 268명과 치과위생사13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간호사는 3.48점, 치과위생사는 3.51점으로 나왔고, 근무

경력의 경우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2년 미만의 경우가 2년∼4년, 5년∼9

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연령이 낮고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으나, 근무경력이 증가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환자안전

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정지은(2012년)은 치과위생사 233명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치

과위생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57.9%로 보통수

준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중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6개 영역 중에

부서내의 팀워크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영역에서 “심각한 과오가 없는 것은 우연임‘항목이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학습영역에서는 ’직원들은 환자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함‘항

목이 67%, 부서 내 팀워크 영역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도와줌‘항목이 86.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배치영역에서는 ’필요인력을 임시직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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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의 개방성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항목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이 48.9%, ’옳지 않는 것에 직원들은 질문하기를 꺼림‘이 46.8%로 나

타났다.

신호성(2013년)은 미국 AHRQ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설문지를 번역하여 치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6명의 응답을 얻었다. 연구결과 근무부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전

반적인 준비정도에 대해 총 256명 응답자 중 53.4%가 좋다고 응답하였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았고(60.4%) 그 다

음이 민간치과병원(53.6%), 치과대학 부속병원 응답자의 경우 가장 낮은 점

수(50%)를 주었다. 전반적으로 민간치과병원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

자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반해 치과대학 부속 병원 응답자는 상

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12개 하위

개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50% 이상 넘어가는 하위개념은 부서 내 팀워크

(73%), 환자안전에 대한 조직적 교육/훈련(51%), 상사 관리자의 기대 및 행

동(57%), 환자의 부서 간 이동(63%), 환자안전에 대한 관리적 지원(60%),

부서를 넘어서는 팀워크(56%)로 나타났다. 반면 40%이하의 긍정적인 응답

을 보인 하위 개념은 적절한 직원수(34%), 의료과오에 대한 무처벌(25%),

의료과오보고빈도(26%), 의료과오에 대하 의사소통의 자유로움(29%)로 나

타났는데 적절한 직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30% 미만의 긍정적인 응답 비

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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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감소, 제

거, 예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김정자 등, 2006).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진료의 과정 중에 발생, 또는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찾아

내어 개선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문제의 재

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효과를 평가하

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 주로 제시되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국제

적으로는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병원 실무에서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JACHO의 표준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이금옥, 2009).

JACHO(2008)에서는 2003년부터 14개 영역의 환자안전목표, 6개 영역의 국

제적 환자안전목표를 내세우고 해마다 갱신하고 있다. 국제적 환자안전 목표

로는 정확한 환자확인, 효과적 의사소통 개선, 고위험 투약의 안전개선,

3W(wrong-site, wrong patient, wrong-procedure)의 배제, 의료관련 감염위

험의 감소 및 낙상으로 인한 환자위험의 감소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세계보

건기구가 환자안전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에 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를 설립하여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

행하고 있다(이상일, 2009)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발적인 환자안

전개선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법적인 또는 재정적인 문제의 사후 처리에 국한되었던 활동들이 사건/사고

의 사전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판

단된다(이상일, 2009)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권리의식이 커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지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예상치 않은 결과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은 이미 병원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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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 수준이 환자의 안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여길 정도로 환자안전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의료사고에 대한 미진한

예방이나 발생한 사고처리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간호사

들도 환자안전보다는 업무량 처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양혜용,

2009)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환자안전관리활동 기준은 2011년부터 시행

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과 미국의료기관 인증기구인 The Joint Commission의

JCI인증에 대한 조사 기준이 대표적이다(김희래, 2012).

국내 치과의료기관 인증기준집(2014)에서도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조사기

준으로 정확한 환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 감염관리활동, 화재안

전관리활동, 의료기기 예방점검활동, 질 향상 활동 참여, 응급상황 발생 대

비 활동, 구두처방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투약안전간호활동 등 치과의료기관

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정준(2006)등은 병원 내

안전관리활동이 평균 3.41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안전관리활

동은 조직 내 의사소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조직 구성원들간의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양혜용(2009)은 안전간호

활동 정도는 5점 만점에 3.96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였고 안전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안전교육 횟수가 많은 간호사의 안전간호활동

점수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이유는 1회성 안전

교육보다는 반복교육이 안전간호활동 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

로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들에게 환자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안전간호활동 정도를 높여 환자안전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박소정(2011)은 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직

원간의 개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인증평가 때와 같은 환자안전에 대한 병

원의 지원과 주기적인 교육, 평가기준에 맞는 간호업무의 표준화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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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 환자안전관리 활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병

원 내 안전한 환경조성과 투약 안전을 위한 시스템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부서의 특성과 간호사의 근무경력을 고려한 안전관리 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환자안전관리활동 중 낙

상예방활동이 5점 만점에 4.16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으며 현 부서 근무

경력 1년 미만 간호사가 5∼10년 미만 간호사보다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과계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환자안전관리 활동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한남주(2011)의 연구에서는 안전간호활동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4.30

점이었으며 수혈간호활동이 4.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간호사의 환자안

전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이를 간호실무에 활용한다면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

질 것이고 안전간호활동 정도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장희은(2013년)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총 임상 근무경력이었고, 그 중에서도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 간호사가 2년 미만 간호사보다 더 높은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간호사례 중심의 환자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간호사들의 환

자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이라

고 하였고 간호사가 안전에 대한 개인의 통제능력을 통하여 환자안전관리활

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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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환자안전문화 인식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을 분

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

관리활동을 보았고, 두 번째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보고자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환자안전문화 인식 환자안전관리활동

연구대상의 특성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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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3일까지 약 3주간 전국의 11

개 치과대학병원, 서울소재 6개 종합병원 내 치과, 4개 개인치과병원 및 치

과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사무직 등 치

과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사전에 파악하여 총 직원수의 약 30%에 해

당하는 설문을 배부하였으며 총 803부 중에 713부(89%)를 회수하였으나 응

답자가 고의로 응답표시를 누락하였거나 무성의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미흡

한 57부, 환자안전관리활동에서 하나의 항목이라도 활동에 해당사항이 없음

으로 표시한 설문 228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설문지 총 428부를 최종자료 분

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구분과 정의 및 구체적인 측정내용은 <표 1>

과 같다.

가. 환자안전문화 인식 측정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

문화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에 미국 질 관리 보건기구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서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Culture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설문지는 특

별한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도구이다. 치의학분야의 환자안전

문화 인식 조사 국내연구자인 신호성(2013)이 한글로 번역한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미국 질 관리 보건기구 AHRQ(2004)의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병원조사 설

문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는 0.77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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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독립변수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세 이상

최종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석사과정 재학 중

⑤ 대학원 이상

(석사 졸업, 박사과정 중/졸업)

직위

① 평사원 (정규직 / 비정규직 / 의사

의 경우: 전공의)

② 중간관리자 (계장, 파트장, 팀장, 과

장 이상 / 의사의 경우: 교수 및 진료과

장 등 보직자)

직종

① 치과의사 ② 치과위생사

③ 치과기공사 ④ 간호사

⑤ 약사 ⑥ 행정직

⑦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

무기록사 등) ⑧ 기타 ( )

환자접촉

① 일반적으로 환자와 직접 상호작용

또는 접촉을 한다.

② 일반적으로 환자와 직접 상호작용

또는 접촉을 하지 않는다.

직종근무경력

① 1년 이하 ② 1-3년 이하

③ 3-5년 이하 ④ 5-10년 이하

⑤ 10-15년 이하 ⑥ 16년 이상

나. 환자안전관리활동 측정 도구

치과병원 종사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료

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발한 치과병원 인증조사 지침서(2014) 202개 조사항

목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과 관련된 11개 항목을 추출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

지 형태로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표 1. 변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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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정의

독립변수

해당병원근무경력

① 1년 이하 ② 1-3년 이하

③ 3-5년 이하 ④ 5-10년 이하

⑤ 10-15년 이하 ⑥ 16년 이상

해당병원근무부서 경력

① 1년 이하 ② 1-3년 이하

③ 3-5년 이하 ④ 5-10년 이하

⑤ 10-15년 이하 ⑥ 16년 이상

주당 근무시간

① 20시간 미만 ② 20-39시간

③ 40-59시간 ④ 60-79시간

⑤ 80-99시간 ⑥ 100시간 이상

병원형태

① 치과대학병원 ② 종합병원

③ 치과병원 ④ 치과의원

⑤ 기타 ( )

독립변수/

종속변수

근무부서환경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병원환경

사고보고빈도

환자안전수준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적당하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의사소통절차와 과정
① 전혀 안한다 ② 가끔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자주한다 ⑤ 항상한다

지난 1년 동안

사고보고 횟수

① 21회 이상 ② 11-20회

③ 6-10회 ④ 3-5회 ⑤ 1-2회 ⑥ 없음

종속변수

정확한 환자확인

�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②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③ 가끔 수행한다

④ 자주 수행한다

⑤ 항상 수행한다

⑥ 해당 없음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

감염관리활동

화재안전관리활동

의료기기 예방점검 활동

질 향상 활동 참여

응급상황 발생대비 활동

구두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투약 안전간호 활동

수혈 시 안전간호 활동

표 1. 변수정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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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를 횡단

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SAS (ver. 9.2)로 통계처리 하였다.

가. 단변량 분석

1) 연구대상의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

용하였다.

2)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검정(t-test)과 일원량 분산분석(ANOVA)를 이

용한 평균 비교를 시행하였다.

3)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

여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나. 다변량 분석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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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최종 분석한 설문지 428부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 428명

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306명(71.0%)으로 남자 122명(28.5%)보

다 많았다. 이는 병원의 인력 구조 특성상 여성인력의 비중이 많기 때문으

로 보인다. 연령은 30-39세가 192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

졸(전문대 포함)이상이 250명(58.4%)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기타(실

및 센터인 특수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이 65명(15.2%)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

로는 평사원이 390명(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치과의사

가 168명(39.3%), 치과위생사가 163명(38.1%), 간호사가 28명(6.5%), 치과기

공사가 25명(5.8%), 기타(간호조무사 등)가 20명(4.7%), 행정직이 17명

(4.0%), 의료기사가 7명(1.6%)이었다. 본인의 직종에서의 근무경력은 1-3년

이 142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의 형태에서는 치과대학병원에 근무

하는 종사자가 303명(70.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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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의 특성 (N=428)

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22 28.5

여 306 71.0

연령

20∼29 172 40.2

30∼39 192 44.9

40∼ 64 15.0

최종학력

고졸이하 9 2.1

대졸(전문대 포함) 250 58.4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69 39.5

근무부서

구강내과 24 5.6

구강악안면외과 56 13.1

치주과 54 12.6

보존과 63 14.7

보철과 57 13.3

교정과 40 9.4

소아치과 30 7.0

행정부서 16 3.7

QI부서 2 0.5

치과기공실 21 4.9

기타(실 및 센터) 65 15.2

직위
평사원 390 91.1

중간관리자 38 8.9

직종

치과의사 168 39.3

치과위생사 163 38.1

치과기공사 25 5.8

간호사 28 6.5

행정직 17 4.0

의료기사 7 1.6

기타 2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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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환자접촉
접촉 한다 386 90.2

접촉하지 않는다 42 9.8

직종근무경력

1년 이하 64 15.0

1∼3년 126 29.4

3∼5년 63 14.7

5∼10년 75 17.5

10∼15년 46 10.7

16년 이상 54 12.6

해당병원 근무경력

1년 이하 95 22.2

1∼3년 142 33.2

3∼5년 54 12.6

5∼10년 54 12.6

10∼15년 37 8.6

16년 이상 46 10.7

해당병원

근무부서경력

1년 이하 144 33.6

1∼3년 135 31.5

3∼5년 47 11.0

5∼10년 54 12.6

10∼15년 29 6.8

16년 이상 19 4.4

주당근무시간

20시간 미만 8 1.9

20∼39시간 31 7.2

40∼59시간 281 65.7

60∼79시간 54 12.6

80∼99시간 36 8.4

100시간 이상 18 4.2

병원형태

치과대학병원 303 70.8

종합병원치과 89 20.8

치과병원(의원포함) 36 8.4

계 428 100.0

표 2. 연구대상의 특성(계속) (N=428)



- 21 -

2. 환자안전문화 인식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가. 환자안전문화 인식

치과병원 종사자들이 지각한 환자안전문화 영역별 인식에 대한 분석은

<표 3>과 같다.

치과병원 종사자들이 지각한 환자안전문화를 측정한 결과 평균점수는

3.25±0.54이었다. 하부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보통이다’를 의미하는 3점을 중

심으로 할 때, 직속상관/관리자태도(3.46±0.53)가 가장 높았고, 환자안전수준

(3.42±0.75), 병원환경(3.41±0.46), 근무부서환경 (3.26±0.28), 사고보고의 빈도

(3.08±0.62)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2.86±0.59)이었다.

표 3. 치과병원 종사자가 지각한 환자안전문화 인식

변 수 Mean±SD

근무부서환경 3.26±0.28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3.46±0.53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2.86±0.59

사고보고의 빈도 3.08±0.62

환자안전수준 3.42±0.75

병원환경 3.41±0.46

계 3.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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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인식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중에서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표 4>와 같다.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6개 영역 중 부서 내에서의 팀워크가

6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61.39%, 직

속상관 및 관리자의 태도가 55.49%, 조직학습이 43.38%, 직원배치가

26.11%,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19.39%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심각한 과오가 없는 것은 우연임’ 항목이

7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부서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음’은

64.49%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학습영역에서 ‘직원들은 환자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함’ 항목이

6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서 내의 팀워크 영역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도와줌’ 항목에 81.07%가,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함’ 항목에는 80.61%, ‘많은 업무 처리 시 직원들이

함께 팀으로 일함’ 항목에 58.41%, ‘한 팀이 바빠질 때에는 다른 팀이 협력

해서 도와줌’ 항목에는 35.75%만이 긍정적인 응답율을 보였다.

직원 배치 영역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이 있음’ 항목

에 37.62%, ‘너무 많은 업무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일함’ 항목에 24.53%, ‘필

요 인력을 임시적으로 대체함’ 항목에 22.43%, ’최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 항목에 19.8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대해서 ‘상관의 결정, 행동에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

함’의 항목에 27.80%,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에

21.2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직속상관 및 관리자의 태도에서 ‘직원들의 환자안전 개선 제안을 신중히

받아들임’이 59.35%, ‘환자안전절차를 따를 때 격려의 말을 함’ 항목에

51.64%, ‘업무량이 증가할 때 속성으로 일을 처리하기 원함’에 33.64%가 긍

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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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 하부영역의 문항별 인식률 (N=428)

항 목 명 % Mean±SD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해치는 일은 없음 271 63.32 3.59±0.87

부서의 절차나 시스템이 과실 예방에 도움이 됨 186 43.46 3.38±0.70

심각한 과오가 없는 것은 우연임† 318 74.30 3.76±0.72

우리 부서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음† 276 64.49 3.64±0.77

소계 1,051 61.39 3.59±0.77

조직학습

직원들은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함 268 62.62 3.66±0.68

과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126 29.44 3.05±0.81

안전개선을 위한 변화 시도 시 효과를 평가함 163 38.08 3.21±0.78

소계 557 43.38 3.31±0.76

부서내에서의 팀워크

직원들은 서로를 도와줌 347 81.07 3.96±0.64

많은 업무 처리 시 직원들이 함께 팀으로 일함 250 58.41 3.52±0.81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함 345 80.61 3.94±0.64

한팀이 바빠질 때에는 다른 팀이 협력해서 도와줌 153 35.75 2.88±1.09

소계 1,095 63.96 3.58±0.80

직원 배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이 있음 161 37.62 3.15±0.90

최적의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 85 19.86 2.76±0.85

필요 인력을 임시적으로 대체함† 96 22.43 2.64±1.00

너무 많은 업무 때문에 위기상황에서 일함† 105 24.53 2.92±0.82

소계 447 26.11 2.87±0.89

의사소통의 개방성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 91 21.26 2.84±0.86

상관의 결정, 행동에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함 119 27.80 3.11±0.88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의견을 내는 것을 꺼림† 39 9.11 2.57±0.90

소계 249 19.39 2.84±0.88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

환자안전절차를 따를 때 격려의 말을 함 221 51.64 3.40±0.80

직원들의 환자안전 개선 제안을 신중히 받아들임 254 59.35 3.57±0.76

업무량이 증가할 때 속성으로 일을 처리하기 원함† 144 33.64 2.99±0.93

환자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도 그냥 지나침† 331 77.34 3.87±0.75

소계 950 55.49 3.46±0.81

*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역코딩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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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치과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인식

치과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인식은 <표 5>와 같다.

치과병원의 조직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부서간의 협조체계가 5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서간의 환자전송이 4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경영진의 태도는 ‘병원 경영진은 환자안전을 개선하

고자 하는 업무분위기를 조성함’이 58.64%, ‘병원경영진은 환자안전을 최우

선 순위에 둠’이 55.37%,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환자안전에 관심을 가

짐‘이 41.82%로 응답하였다. 부서간의 협조체계 영역은 ‘같이 일할 때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짐’이 ’6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환자에게 최상

의 진료를 위하여 협조를 잘함’은 46.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서간의

환자전송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로 환자 전송 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음’이

31.07%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인수인계 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됨’ 이

61.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5 -

표 5. 치과병원의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인식 (N=428)

하부영역 및 문항 명 % Mean±SD

병원경영진의 태도

환자안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분위기 조성 251 58.64 3.59±0.74

환자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둠 237 55.37 3.54±0.81

사고발생 후 환자안전에 관심을 가짐† 179 41.82 3.21±0.89

소계 667 51.94 3.45±0.81

부서간의 협조체계

같이 일할 때 부서간 협조가 잘 이루어짐 268 62.62 3.66±0.68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위해 협조를 잘함 199 46.50 3.44±0.67

부서 간 협조가 잘됨 227 53.04 3.48±0.71

다른 부서에서 파견온 직원과 일할 때 불편함† 222 51.87 3.47±0.82

소계 916 53.50 3.51±0.72

부서간의 환자 전송

다른 부서로 환자 전송 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음† 133 31.07 3.10±0.76

인수인계 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됨† 265 61.92 3.59±0.70

부서사이에 정보교환 시 문제가 발생함† 159 37.15 3.22±0.77

교대근무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음† 173 40.42 3.29±0.78

소계 730 42.64 3.3±0.75

†역코딩문항

주 1) 각 문항의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 : 긍정적인 질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응답자 비율과 전체 평균값이고, 부정의 질문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대상자 비율과 전체 평균값임.

라. 의료과오 보고체계에 관한 인식

의료과오 보고체계에 관한 인식은 <표 6>과 같다.

의료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영역에서 ‘실수가 인사기록에 기록될까

두려워 한다’가 34.11%, ‘실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낀다’가

11.21%였다.

의료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에서 ‘사건보고서를 근거로 변화 사항

을 피드백 받음’이 31.54%, ‘사고 재발 방지법에 대하여 직원 간에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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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21.96%, ‘부서 내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린다‘가 15.19%였다.

의료과오 보고 빈도 영역에서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견된 과

오’는 31.07%,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해를 주지 않는 과

오’21.73%,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과오’20.56%였다.

표 6. 의료과오 보고체계 인식 (N=428)

하부영역 및 문항 명 % Mean±SD

의료과오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

실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낌† 48 11.21 2.52±0.80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사건자체보다 관련된 사람의

문제가 중심이 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느낌
116 27.10 2.94±0.84

실수가 인사기록에 기록될까봐 두려워 함† 146 34.11 3.10±0.85

소계 310 24.14 2.85±0.83

의료과오에 대한 피드백과 의사소통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변화사항을 피드백 받음 135 31.54 3.17±0.83

부서 내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림 65 15.19 2.67±0.81

사고 재발 방지법에 대해 직원 간에 논의함 94 21.96 2.79±0.89

소계 294 22.89 2.88±0.84

의료과오 보고 빈도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 발견된 과오 133 31.07 3.19±0.74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과오 88 20.56 3.01±0.69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해를 주지 않는

과오
93 21.73 3.04±0.69

소계 314 24.45 3.08±0.71

†역코딩문항

주 1) 각 문항의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 : 긍정적인 질문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응답자 비율과 전체 평균값이고, 부정의 질문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대상자 비율과 전체 평균값임.



- 27 -

마. 환자안전수준에 관한 인식

환자안전수준에 관한 인식은 <표 7>과 같다.

환자안전수준에 관한 인식은 대상자의 약 48%가 ‘매우 좋은 편이다’ 혹은

‘좋은 편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7. 환자안전수준 (N=428)

항 목 명 % Mean±SD

환자안전수준

환자안전수준 206 48.13 3.42±075

소계 206 48.13 3.42±0.75

바. 지난 1년간 보고된 사고 횟수

지난 1년 동안 보고된 사고횟수는 <표 8>과 같다. 사고된 보고 횟수가

‘없음’이 69.2%(296명)로 가장 많았고, ‘1∼2회’가 19.6%(84명)으로 응답하였

다.

표 8. 지난 1년간 보고된 사고 횟수 (N=428)

항 목 없음 1-2회 3-5회 6-10회
11-20

회

21회

이상
Mean±SD

지난 1년간 보고된

사고 횟수
296(69.2) 84(19.6) 32(7.5) 10(2.3) 5(1.2) 1(0.2) 4.54±0.82

소계 296(69.2) 84(19.6) 32(7.5) 10(2.3) 5(1.2) 1(0.2) 4.5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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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Mean±SD

정확한 환자확인 3.57±0.68

충분한 설명 3.46±0.68

낙상 예방활동 2.70±1.11

감염관리활동 3.51±0.69

화재 안전관리활동 2.35±1.11

의료기기 예방점검활동 2.71±1.05

질 향상 활동 참여 2.57±1.07

응급상황 발생 대비활동 2.56±1.05

구두처방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2.60±1.07

투약 안전간호활동 2.35±1.23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 1.92±1.37

소계 2.75±1.01

사. 환자안전관리활동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평균 2.75±1.01이었다. 치과병원

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를 살펴보면 정확한 환자확인 (3.57±0.68)을 가

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관리 활동 (3.51±0.69),

충분한 설명(3.46±0.68)순으로 비교적 활발한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에 환자안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활동점수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

다. 수혈 시 안전간호 활동의 경우, 치과의사나 간호사에만 국한된 활동이기

도 하며 치과병원의 경우 독립적으로 병동이 있는 곳은 조사대상 병원 중 2

군데이므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

기 위한 활동에 해당되는 화재안전관리활동, 응급상황 발생 대비 활동, 질

향상 활동 참여 등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표 9.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 (N=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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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및 환자안전관

리활동

가. 환자안전문화 인식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영역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

하기 위하여 평균검정(t-test)과 일원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

과는 <표 10>과 같다.

근무부서환경 영역에서는 고졸이하(3.14±0.23), 대졸(3.27±0.29), 대학원 재

학 및 졸업(3.22±0.26)순으로 고졸이하의 종사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하

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직종근무경력은 1년 이하(3.36±0.28)

가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해당병원 근무경력, 해당병

원 근무부서경력, 병원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직속상관/관리자의 태도영역에서 연령에서는 20∼29세(3.54±0.52)에서 제일

점수가 높았고, 40세 이상(3.52±0.51), 30∼39세(3.37±0.54) 순으로 나타났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최종학력에서 대졸(3.52±0.53), 대학원 재

학 및 졸업(3.37±0.51), 고졸이하(3.33±0.56)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5). 직종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부서경력, 병원형

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의사소통절차와 과정 영역에서는 직종에서는 치과의사(2.98±0.57), 치과위생

사(2.84±0.59), 기타(간호조무사)가 (2.84±0.36), 행정직(2.65±0.71), 치과기공사

(2.81±0.67), 의료기사(2.52±0.48) 간호사(2.49±0.53)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병원형태에서는 종합병원 내 치과가 (3.00±0.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1), 그밖에도 성별과 근무부서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5)

사고보고 빈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해당병원에서의 근무경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년 이하(3.28±0.64), 10∼15년(3.06±0.52), 1년∼3년

(3.05±0.53), 5∼10년(2.98±0.68), 16년 이상(2.93±0.79)순으로 나타났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또한 병원형태에서 치과병원(의원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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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65, 치과대학병원(3.07±0.61), 종합병원 내 치과(3.01±0.65) 순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환자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에서는 20∼29세(3.58±0.73), 40세 이

상(3.31±0.79), 30∼39세(3.30±0.73)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직종근무경력, 해당 병원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부서경력에서는

모두 1년 이하의 경력에서 점수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병원환경에서는 연령에서 20∼29세(3.52±0.46), 40세 이상(3.39±0.42), 30∼

39세(3.31±0.45)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직종근무경력, 해당

병원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부서경력은 1년 이하의 경력에서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병원형태는 치과병원 및 의원

이 3.60±0.44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지난 1년 동안 사고보고의 횟수에서는 병원형태에서 치과대학병원

(4.61±0.77), 종합병원 내 치과(4.52±0.76), 치과병원(의원 포함)4.03±1.16 순

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 31 -

표 10.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

변수 항 목

근무부서
환경

직속상관/
관리자태도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사고보고
빈도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성별
여 3.25±0.27 0.5835 3.46±0.51 0.9107 2.83±0.58 0.1199 3.05±0.61 0.075

남 3.27±0.30 3.45±0.59 2.93±0.62 3.16±0.64

연령

20∼29 3.29±0.28 0.0788 3.54±0.52 0.0053 2.80±0.64 0.0029 3.09±0.59 0.9541

30∼39 3.22±0.28 3.37±0.54 2.96±0.56 3.08±0.61

40∼ 3.26±0.28 3.52±0.51 2.71±0.50 3.06±0.73

최종학력

고졸이하 3.41±0.23 0.0492 3.33±0.56 0.0168 2.76±0.51 0.0058 2.93±0.80 0.6579

대졸(전문대 포함) 3.27±0.29 3.52±0.53 2.78±0.60 3.09±0.64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22±0.26 3.37±0.51 2.97±0.57 3.06±0.58

근무부서

구강내과 3.25±0.25 0.6723 3.58±0.61 0.1378 2.85±0.49 0.2791 3.06±0.54 0.6867

구강악안면외과 3.23±0.28 3.42±0.49 2.84±0.60 3.13±0.66

치주과 3.23±0.26 3.39±0.53 2.90±0.58 3.08±0.60

보존과 3.23±0.24 3.40±0.47 2.93±0.69 3.12±0.50

보철과 3.24±0.32 3.36±0.46 2.90±0.57 2.95±0.61

교정과 3.32±0.24 3.41±0.69 2.89±1.51 3.09±0.64

소아치과 3.26±0.28 3.68±0.52 2.73±0.62 3.07±0.67

행정부서 3.39±0.31 3.69±0.59 2.52±0.58 3.04±0.45

QI부서 3.33±0.16 3.38±0.53 2.17±1.18 3.00±0.00

치과기공실 3.26±0.40 3.40±0.58 2.98±0.62 3.35±0.90

기타 3.25±0.26 3.53±0.50 2.83±0.54 3.03±0.66

직위
평사원 3.25±0.27 0.2649 3.45±0.53 0.2523 2.88±0.59 0.0066 3.09±0.63 0.0858

중간관리자 3.31±0.34 3.55±0.49 2.61±0.53 2.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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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표 10.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계속)

변수 항 목

근무부서
환경

직속상관/
관리자태도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사고보고
빈도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직종

치과의사 3.24±0.26 0.0911 3.41±0.52 0.1418 2.98±057 0.0008 3.11±0.57 0.2807

치과위생사 3.23±0.28 3.43±0.52 2.84±0.59 3.00±0.60

치과기공사 3.32±0.39 3.55±0.61 2.81±0.67 3.31±0.81

간호사 3.28±0.28 3.68±0.41 2.49±0.53 3.13±0.85

행정직 3.41±0.29 3.62±0.74 2.65±0.71 3.06±0.50

의료기사 3.34±0.22 3.61±0.61 2.52±0.48 2.86±0.42

기타 3.33±0.21 3.49±0.46 2.84±0.36 3.15±0.70

환자접촉
접촉한다 3.25±0.27 0.4379 3.45±0.53 0.4015 2.88±0.59 0.0386 3.08±0.62 0.7405

접촉하지않는다 3.29±0.35 3.52±0.55 2.68±0.56 3.05±0.67

직종

근무경력

1년 이하 3.36±0.28 0.0121 3.68±0.46 0.001 2.70±0.60 0.0171 3.25±0.65 0.1524

1∼3년 3.26±0.27 3.46±0.50 2.88±0.61 3.11±0.54

3∼5년 3.18±0.25 3.27±0.55 2.99±0.59 3.00±0.64

5∼10년 3.24±0.30 3.43±0.54 2.96±0.61 3.06±0.61

10∼15년 3.21±0.24 3.41±0.58 2.87±0.52 2.97±0.60

16년 이상 3.26±0.29 3.49±0.53 2.70±0.52 3.02±0.75

해당병원

근무경력

1년 이하 3.36±0.28 0.0005 3.64±0.47 0.0004 2.71±0.61 0.0076 3.28±0.64 0.0105

1∼3년 3.23±0.27 3.45±0.52 2.96±0.60 3.05±0.53

3∼5년 3.17±0.25 3.25±0.50 3.01±0.57 3.03±0.59

5∼10년 3.23±0.26 3.38±0.62 2.80±0.63 2.98±0.68

10∼15년 3.21±0.28 3.42±0.45 2.78±0.49 3.06±0.52

16년 이상 3.27±0.30 3.50±0.57 2.79±0.51 2.9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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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표 10.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계속)

변수 항 목

근무부서
환경

직속상관/
관리자태도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사고보고
빈도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해당병원

근무부서경력

1년이하 3.33±0.28 0.0005 3.62±0.47 0.0006 2.74±0.61 0.001 3.18±0.63 0.1972

1∼3년 3.20±0.23 3.36±0.50 3.01±0.52 3.03±0.52

3∼5년 3.21±0.27 3.33±0.59 2.98±0.57 2.96±0.60

5∼10년 3.27±0.31 3.43±0.63 2.83±0.69 3.09±0.74

10∼15년 3.14±0.30 3.38±0.42 2.68±0.50 3.01±0.57

16년 이상 3.27±0.30 3.46±0.60 2.71±0.55 2.95±0.92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미만 3.35±0.28 0.2271 3.44±0.42 0.0812 2.63±0.53 0.0005 3.00±0.47 0.939

203∼9시간 3.29±0.22 3.56±0.46 2.66±0.50 3.00±0.56

40∼59시간 3.27±0.29 3.50±0.53 2.81±0.62 3.07±0.63

60∼79시간 3.18±0.27 3.32±0.55 3.06±0.46 3.14±0.65

80∼99시간 3.25±0.26 3.33±0.53 3.00±0.55 3.10±0.60

100시간 이상 3.21±0.21 3.31±0.55 3.21±0.39 3.09±0.66

병원형태

치과대학병원 3.24±0.27 0.0009 3.50±0.52 0.0155 2.85±0.58 0.0005 3.07±0.61 0.0359

종합병원치과 3.25±0.31 3.31±0.55 3.00±0.58 3.01±0.65

치과병원

(의원포함)
3.42±0.24 3.51±0.52 2.56±0.57 3.32±0.65

계 3.26±0.28 3.46±0.53 　 2.86±0.59 3.0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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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표 10.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계속)

변수 항 목
환자안전수준 병원환경 사고보고횟수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성별
여 3.38±0.73 0.0977 3.38±0.44 0.1159 4.58±0.82 0.1572

남 3.51±0.80 3.46±0.49 4.45±0.83

연령

20∼29 3.58±0.73 0.0008 3.52±0.46 <.0001 4.62±0.74 0.1134

30∼39 3.30±0.73 3.31±0.45 4.53±0.82

40∼ 3.31±0.79 3.39±0.42 4.38±1.00

최종학력

고졸이하 3.67±0.87 0.5699 3.63±0.54 0.0088 4.22±1.56 0.4499

대졸(전문대 포함) 3.42±0.76 3.45±0.47 4.56±0.8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40±0.73 3.33±0.43 4.53±0.78

근무부서

구강내과 3.67±0.70 0.0612 3.51±0.43 0.053 4.58±0.97 0.5672

구강악안면외과 3.30±0.71 3.35±0.41 4.66±0.58

치주과 3.43±0.74 3.38±0.42 4.52±0.77

보존과 3.29±0.71 3.28±0.54 4.57±0.78

보철과 3.30±0.71 3.40±0.46 4.63±0.70

교정과 3.60±0.74 3.50±0.39 4.40±0.78

소아치과 3.57±0.77 3.52±0.47 4.73±0.64

행정부서 3.75±0.68 3.69±0.53 4.31±0.87

QI부서 4.00±0.00 3.23±0.45 5.00±0.00

치과기공실 3.57±0.93 3.48±0.55 4.43±1.12

기타 3.31±0.79 3.36±0.39 4.42±1.07

직위
평사원 3.40±0.76 0.2393 3.39±0.45 0.0881 4.56±0.81 0.1162

중간관리자 3.55±0.69 3.53±0.52 4.3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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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표 10.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계속)

변수 항 목
환자안전수준 병원환경 사고보고횟수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직종

치과의사 3.43±0.75 0.206 3.37±0.45 0.1048 4.53±0.77 0.5037

치과위생사 3.37±0.75 3.41±0.47 4.60±0.72

치과기공사 3.76±0.83 3.57±0.51 4.40±1.08

간호사 3.21±0.74 3.30±0.32 4.61±0.83

행정직 3.53±0.87 3.62±0.52 4.59±0.71

의료기사 3.43±0.79 3.35±0.47 4.57±0.79

기타 3.40±0.50 3.49±0.41 4.20±1.47

환자접촉
접촉한다 3.41±0.75 0.5836 3.40±0.45 0.1794 4.54±0.82 0.9632

접촉하지않는다 3.48±0.77 3.50±0.47 4.55±0.86

직종

근무경력

1년 이하 3.80±0.69 0.0003 3.60±0.47 0.0005 4.72±0.70 0.1375

1∼3년 3.43±0.66 3.46±0.43 4.51±0.81

3∼5년 3.37±0.79 3.27±0.41 4.68±0.62

5∼10년 3.24±0.77 3.33±0.50 4.37±0.97

10∼15년 3.37±0.71 3.35±0.45 4.50±0.86

16년 이상 3.28±0.83 3.38±0.43 4.52±0.91

해당병원

근무경력

1년 이하 3.72±0.71 0.0001 3.62±0.44 <.0001 4.63±0.84 0.7148

1∼3년 3.40±0.70 3.39±0.44 4.53±0.77

3∼5년 3.35±0.78 3.24±0.40 4.54±0.75

5∼10년 3.13±0.78 3.28±0.45 4.50±0.84

10∼15년 3.32±0.75 3.36±0.46 4.38±1.06

16년 이상 3.33±0.82 3.39±0.47 4.59±0.80



- 36 -

(표 계속)

표 10.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계속)

변수 항 목

환자안전
수준

병원환경
사고보고
횟수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해당병원

근무부서경력

1년 이하 3.60±0.74 0.0066 3.55±0.44 0.0003 4.63±0.84 0.3701

1∼3년 3.35±0.69 3.35±0.40 4.53±0.71

3∼5년 3.34±0.73 3.29±0.50 4.57±0.74

5∼10년 3.19±0.75 3.32±0.50 4.44±0.98

10∼15년 3.38±0.78 3.30±0.40 4.28±1.07

16년 이상 3.37±0.96 3.42±0.51 4.58±0.69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미만 3.50±0.53 0.889 3.48±0.41 0.8742 4.25±1.39 0.9133

203∼9시간 3.39±0.72 3.45±0.40 4.48±0.96

40∼59시간 3.43±0.74 3.42±0.46 4.55±0.79

60∼79시간 3.41±0.86 3.36±0.49 4.57±0.88

80∼99시간 3.28±0.60 3.38±0.46 4.50±0.81

100시간 이상 3.50±0.66 3.32±0.38 4.61±0.61

병원형태

치과대학병원 3.39±0.61 0.0646 3.37±0.44 0.0087 4.61±0.77 0.0003

종합병원치과 3.40±0.65 3.45±0.48 4.52±0.76

치과병원

(의원포함)
3.69±0.65 3.60±0.44 4.03±1.16

계 3.42±0.75 3.41±0.46 　 4.5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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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자안전관리활동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에 대한 지각차이는 <부

록 표 1>과 같다.

정확한 환자확인 활동에서는 성별(p<.01), 근무부서(p<.05), 직종(p<.01),

환자접촉(p<.001), 해당병원의 근무부서 경력(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성별로는 여자(3.64±0.60)가 남자(3.40±0.84)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

고, 근무부서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3.75±0.51)가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

으며, 직종에서는 간호사(3.89±0.31)가 제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해당병원

근무부서경력에서는 1년 이하(3.70±0.56)와 5∼10년(3.70±0.54)의 점수가 제

일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1).

충분한 설명에서는 QI부서(4.00±0.00)를 제외한 진료부서인 치과보철과

(3.60±0.56)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직종에서

는 간호사(3.23±0.35), 치과기공사(3.23±0.28)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해

당병원 근무부서 경력에서는 5∼10년(3.63±0.56)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낙상예방활동에서는 연령에서 40세 이상(3.17±1.13)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또한 근무부서, 직종, 직종근무경

력, 해당병원 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부서 경력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감염관리활동에서는 직종에서 의료기사(3.86±0.38), 간호사(3.71±0.53)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11가지 활동 중에서 연령, 직종, 직종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경력, 해당병

원 근무부서 경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를 보인 활동은

화재안전관리활동, 의료기기 예방점검활동, 질 향상 활동 참여, 응급상황 발

생 대비 활동, 구두처방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투약안전간호활동,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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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근무부서환경과 화재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는 r=.237(p<.001)의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 또한 직속상관/관리자 태도와 충분한 설명과의 관계는

r=.213(p<.001)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과 의료기기

예방점검 활동과의 관계는 r=-.258(p<.001)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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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간의 상관관계 (N=428)

　 정확한
환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
활동

감염관리
활동

화재안전
관리활동

의료기기
예방점검
활동

질향상
활동 참여

응급상황
발생

대비활동

구두처방
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투약안전
간호활동

수혈시
안전
간호활동

근무부서
환경

0.175*** 0.245*** 0.183*** 0.216*** 0.237*** 0.218*** 0.218*** 0.225*** 0.215*** 0.191*** 0.219***

직속상관
/관리자
태도

0.181*** 0.213*** 0.163*** 0.139*** 0.131** 0.153*** 0.133** 0.130** 0.122* 0.09 0.062

의사소통
절차과정

-0.156** -0.143** -0.174*** -0.141** -0.255*** - 0.258*** -0.183*** -0.172*** -0.166*** -0.137** -0.186***

사고보고
빈도 0.057 0.032 0.112* 0.082 0.167*** 0.148** 0.159*** 0.125** 0.226*** 0.196*** 0.217***

환자안전
수준 0.179*** 0.232*** 0.204*** 0.293*** 0.131** 0.213*** 0.226*** 0.196*** 0.143** 0.098* 0.117*

병원환경 0.242*** 0.262*** 0.213*** 0.240** 0.217*** 0.304*** 0.214*** 0.180*** 0.197*** 0.134** 0.143**

지난 1년간
사고보고
횟수

-0.008 -0.261 -0.095* -0.009 -0.098* -0.103* -0.150** -0.075 -0.107* -0.121* -0.138**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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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8가지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일관되게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병원환경’이었다. 또한 5가지 환

자안전관리활동에는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에 낙상예방활동과 감염관리활동에는 환자안전수준이 각각(β=.231,

p<.01), (β=.212, p<.0001)로 영향을 미치고, 화재안전관리활동에는 사고보고

의빈도가(β=.217, 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향상 활동 참

여에서는 환자안전수준(β=.230, p<.01), 응급상황발생 대비활동에서는 근무

부서환경(β=.495, p<.05)과 환자안전수준(β=.184, p<.05), 구두처방에 대한 환

자안전관리활동에는 근무부서에서 사고보고의 빈도(β=.297, p<.001), 투약안

전 간호활동에서는 근무부서에서 사고보고의 빈도(β=.303, p<.01),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에서는 근무부서환경(β=.863, p<.01), 직속상관/관리자 태도(β

=.436, p<.01) 그리고 사고보고의빈도(β=.371, p<.001)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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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항 목
정확한

환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 감염관리활동

화재안전

관리활동

의료기기

예방점검활동

B p-vaule B p-vaule B p-vaule B p-vaule B p-vaule B p-vaule

근무부서환경 -0.008 0.9573 0.255 0.0969 0.007 0.9779 0.124 0.4261 0.374 0.1109 -0.113 0.616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0.040 0.6074 0.094 0.2204 0.018 0.8821 -0.051 0.5163 -0.139 0.2369 -0.146 0.1963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0.098 0.1129 -0.066 0.2815 -0.180 0.0662 -0.065 0.2946 -0.346 0.0002 -0.320 0.0004

사고보고의 빈도 0.003 0.9592 -0.061 0.2598 0.092 0.2928 0.031 0.575 0.217 0.0091 0.150 0.0599

환자안전수준 0.068 0.1889 0.081 0.1176 0.231 0.0052 0.212 <.0001 0.028 0.72 0.137 0.0707

병원환경 0.314 0.0009 0.253 0.0067 0.375 0.0122 0.202 0.0337 0.340 0.0172 0.608 <.0001

지난 1년간 사고보고 횟수 0.008 0.8467 -0.001 0.9762 -0.041 0.5184 0.028 0.4913 0.023 0.7044 -0.011 0.8519

Adj-R2 0.126 0.143 0.173 0.116 0.238 0.213

* 대상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부서, 직위, 직종, 환자접촉, 직종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경력, 근무부서경력, 주당근무시간,

병원형태를 보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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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표 계속)

항 목
질 향상

활동참여

응급상황발생

대비활동

구두처방에

대한안전관리

활동

투약안전

간호활동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

B p-vaule B p-vaule B p-vaule B p-vaule B p-vaule

근무부서환경 0.301 0.2138 0.495 0.037 0.424 0.0823 0.526 0.0629 0.863 0.0044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0.153 0.2074 -0.069 0.5604 -0.152 0.2139 -0.174 0.2189 0.436 0.0041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0.188 0.0504 -0.201 0.0332 -0.204 0.036 -0.184 0.1021 -0.341 0.0047

사고보고의 빈도 0.191 0.0255 0.110 0.1879 0.297 0.0006 0.303 0.0026 0.371 0.0006

환자안전수준 0.230 0.0048 0.184 0.0205 0.047 0.5628 0.032 0.7387 0.085 0.4002

병원환경 0.293 0.0464 0.140 0.3296 0.318 0.0319 0.224 0.1904 0.234 0.201

지난 1년간 사고보고 횟수 -0.124 0.0496 -0.022 0.7206 -0.044 0.4876 -0.074 0.3117 -0.117 0.1357

Adj-R2 0.142 0.140 0.122 0.102 0.190

* 대상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부서, 직위, 직종, 환자접촉, 직종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경력, 근무부서경력, 주당근무시간,

병원형태를 보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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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

인지 알아보고자 분석하였다.

정준 등(2009)은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서울과 원주에 위치한 746병상과 915병상 규모를 가진 2개 대학병원의 입원

병동에 근무하는 입원병동 간호사 380명을 편의표본 방식으로 선정하고

Likert 5점 등간격척도를 사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하였다.

양혜용(2009)은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안전간호활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S시 소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편의추출한 4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김숙경, 이혜정, 오의금(2010)은 서울에 소재한 일 대학 부속병원의 수술

실의료진 중 수술 간호사, 마취 중 모니터 간호사, 외과계 의사, 마취의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소속 직위별 비비례 층화표집을 기초로 한 임의 추출 방법

을 이용하여 총 27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의료진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수준

과 그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유정(2011)의 연구는 병원 간호사가 지각한 환자안전문화 및 환자안전

관리활동을 파악하고자 서울시내 2개 종합병원과 1개 대학병원, 대전 소재

의 1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각 기관별 100∼140명씩 임의 표출

한 총 44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유은영, 정상진(2012)은 국내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총 194부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최종 분석하였다.

김미영, 김영미(2012)는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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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구하기 위해 부산 및 울산지역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를 모집단으로 간호사 268명, 치과

위생사 131명, 총 399명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정지은(2012)은 대구 광역시 소재 2차 의료기관인 치과 병원 5곳, 경북 소

재 1곳, 경남 소재 1곳에서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233명을 대상으로 환자안

전문화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신호성(2013)은 2011년 치과의료 질관리 학술대회(2011년 12월)에 참여한

치과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자가기입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지와 우편으로 보내

온 설문지를 분석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치과의료 문화를 조사하였다.

앞서 말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 인식

과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치

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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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 결과 치과병원 종사자들이 인식한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점수는 5

점 척도에서 평균 3.25점이었다.

정준 등(2009)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부서 직원들의 환자안전문화인식

점수는 3.26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0년에 의료기관 인

증제를 시작하면서 각 병원들에서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나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2010년 이후의 연구에서도 점수가 크게 변동사

항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본 연구의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긍정적인 응답율이 6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은(2012년)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부서 내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긍정적인 응답은 53.5%, 신호성(2013년)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총 응답자

수 256명중에 근무부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정도가 좋다고 응

답한 사람은 전체의 53.4%였다. 이는 치과병원 종사자들은 환자안전문화에

대해 ‘보통’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선행연구

들과 거의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또한 김미영, 김영미(2012년)의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수준 비교에 대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3.40점, 치과위생사는 3.4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의 점수는 3.46점으로 하부영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과병원 평가

제도가 실시되면서 치과병원 직속상관/관리자들이 환자안전에 관심을 기울

인 결과이며, 환자안전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리자는 의료기관을 위한 분위기를 만든다. 직원들을 위

해 효과적이고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적신호 사건에 관하여 관리자는 언

제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고 예방을 위해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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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고, 우려와 불평하는 직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의 스타일과 기술은 업무의 질과 안전한 진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원인

분석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2008, 김정은 등). 반면 이유정(2011)의 연

구에서는 3.71점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치과병원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지은

(2012)의 연구에서는 59.6%, 신호성(2013)의 연구에서는 57%의 긍정적인 응

답률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은 2.86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양혜용(2009)의 3.27점, 이유정(2011)의 3.26점에 비교하여 3점 이하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많은 의사소통의 문제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의료

기관의 독특한 문화인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지시에 대한 순응의 강조는 자

유와 열린 의사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 부서 내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한 내

용을 숙지하고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직원간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

하며 환자진료 시 위해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김은경 등, 2011).

본 연구의 사고보고의 빈도는 3.08점이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양

혜용(2009)은 3.78점, 이유정(2011)은 3.80점으로 의과병원에서 더 높은 보고

빈도를 보였다. 이는 치과병원이 의과병원보다 환자안전사건을 보고하는 일

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김정은 등(2008)에

서는 직원들은 의료과오를 저지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료기관에서는 직원들은 규정과 절차

가 안전하고 질적인 진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감히 변화를 제

안하지도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치과병원 종사자들이 의료과오 및 근접

오류를 두려움 없이 보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된다면 인간의 오류의 안

전장치 개발과 환자안전문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환자안전수준의 점수는 3.42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하위영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한 양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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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의 연구에서는 2.62점으로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유정

(2011)의 연구에서는 3.05점으로 두 선행연구 모두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

식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이

의료기관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환자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병원환경 점수는 3.41점이였다. 병원환경의 세부항목 중 ‘사고

발생 후 환자안전에 관심을 갖는다’,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위해 협조를

잘한다’, ‘부서간의 환자전송’에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50% 이하로 공통적으

로 낮았다. 부서간 환자전송 시 의료과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계하는 사람

과 받는 사람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인수인계 시 의사소통이 표준화될 때,

직원들과 의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할지와 인수인계를 받는 사람

이 되었을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김정은 등, 2008)

환자안전문화 인식의 하부영역인 근무부서환경에서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직종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경

력, 해당병원 근무부서 경력이었다. 대체로 치과병원 종사자들은 경력이 짧

은 1년 이하의 근무경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는 요즘 치과병원 신규 입사자들은 입사 시 질 향상 및 환자안전교

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기 때문에 환자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입사하

던 경력자들에 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지각과 관심이 크게 나타난다고 생

각한다. 또한 경력이 짧을수록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 때문에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경력자들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이안생, 윤치근(2010)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경력이 짧을수록, 병원 근무기간

이 짧을수록, 현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의과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총

근무경력에서는 대체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지각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1년 미만의 병원경력을 가진 간호사들의 환자안

전문화에 대한 지각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신규간호사가 환자 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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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큰 상태에서 배치 받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미영, 김영미(2012)의 연구에

서도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낮고 근무경력

이 짧은 경우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병원근무경력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

다고 보고된바 있다(정 등, 2006; 제우영, 2006; 노이나, 2008; 김윤이, 2009).

본 연구 대상자들이 지각한 환자안전관리활동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75

점으로 보통 수준 이하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지각하고 있었

다.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는 평균 3.8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

에서보다 활발하게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관리활동 하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정확한 환자확

인, 감염관리활동, 충분한 설명 순이었다. 나머지 활동들은 보통 수준인 3점

이하의 점수였다. 치과병원 인증제의 필수항목인 환자안전에 해당하는 정확

한 환자확인은 3.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직원들에게 정확

한 환자확인을 해야 하는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자확인지침 제정

및 진료실에 환자확인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활동 때

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는 3.99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감염관리활동은 3.51점이었고, 이유정(2011) 등 대부분의 다

른 의료기관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감염관리 활동 점수는

4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많

은 시간을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혈액이나 체액, 배설물 취급 빈도가 높아

병원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병원감

염발생을 줄이고 환자를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보다 더 활발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유정, 2011). 치과병원 종사자들에게도 인증제기

준의 필수교육 사항인 감염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기구의 세척 및 멸균, 수관 및 표면관리, 세탁물관리 등 감염관리활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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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낙상예방활동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4점을 넘

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3점 이하인 2.70점이었다.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4.16점으로 환자안전관리활동 중에서 가장 활발히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간호사들의 선행연구에서 낙상예방활동이 4점을

넘은 이유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침대에서 낙상이 자주 발생하므로

낙상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병원에서

약 14%에 상당한 낙상사고는 시설 혹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약

8%는 예상하지 못한 낙상이고, 약 78%는 예상한 낙상사고로서 절대 다수

를 차지한다.(김정은 등, 2008) 그러므로 예방이 가능한 낙상예방활동을 보

다 더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치과의 경우 진료실의 Dental Chair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낙상예방활동에 아무

래도 의과병원만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활동들 즉, 화재안전관리활동, 의료기

기 예방점검 활동, 응급상황 발생 대비 활동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

다. 본 연구의 화재안전관리활동의 점수는 2.35점, 의과병원 간호사들을 대

상으로 한 양혜용(2009)의 연구에서는 3.32점 이었다.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

을 제공해주는 활동들도 의과병원 간호사들의 연구에서보다 비교적 낮은 점

수를 보였다. 치과병원 인증제가 올해 1주기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치과

에서의 환자안전관리활동들은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생각

이 된다.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간의 상

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 절차와 과정, 지난 1년간 사고보고 횟수를 제외

하고는 하부영역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간호사의 연구인 박

소정(2009),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문화 하부영역 모두에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환자안전문화가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과 유의

한 관계가 있다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화재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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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활동이 근무부서환경, 직속상관/관리자 태도와 상관성이 있고, 감염관리활

동과 환자안전수준, 의료기기 예방점검활동과 병원환경, 구두처방에 대한 환

자안전관리활동과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은 사고보고 빈도에서 상관성을 보

였다. 이는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근무부서환경, 직속상관/관리자 태도, 사고보고빈도, 환자안전수준, 병원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연구대상자의 특성 중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해당

병원 근무부서 경력으로 5∼10년간 근무한 종사자가 환자안전관리활동 중

정확한 환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에 가장 높은 활동률을 보였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관리활동의 경우 16년 이

상의 직종근무경력, 해당병원 근무부서 경력, 해당병원 근무경력의 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

구한 양혜용(2009), 이유정(201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마찬

가지로 현 부서 근무경력에 있어서 5∼10년간 근무한 간호사가 1년 미만 간

호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5∼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들이 병동 및 병원에서 예방차원의 관리인 환자안전관리활동 업무를 1년 미

만의 신규 간호사보다 더 많이 담당하고 있으며 숙련도 높은 간호업무를 가

장 활동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이유정, 2011). 환자

안전문화 하위 영역 중 대부분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는 ‘병원환경’으로 나타났다. 양혜용(2009)의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간

호활동 중 공통적으로 ‘병원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서 간 원활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며, 환자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등 근무하는 병원의 환

경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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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는 개인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의 표본이 소수이며 전국의 모든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

다. 또한, 연구대상 병원 선정에 있어 Random Sampling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Selection Bias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환자안전문화 인식은 병원의

형태, 인증제 수검여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기에 기관별 특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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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관리활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안전문화인식 비교에서는 의료기관 선행연구와 비슷한 ‘보통’

수준이었다.

둘째, 환자안전관리활동 비교에서 하부영역 중 정확한 환자확인, 감염관리

활동, 충분한 설명은 3점 이상 이었지만, 의료기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낮

은 점수를 보였다. 그 외의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활동들은 3

점 이하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부분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병원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병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

를 보였다.

넷째,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상관관계에서는 의사소통절차

와 과정, 지난 몇 년간 사고보고 횟수를 제외한 하부영역에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선행연구에서는 환자안전문화 하부영역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치과병원 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 인식과 환자안

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병원의 특성에 따라서 환자안전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 내 치과에 해당하는 2,3차 치과의료기

관 뿐만 아니라 개인치과 병원 및 의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

사범위를 넓혀야 하며, 광범위한 지역과 형태의 병원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반복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세부항목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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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후속 연구에서 설문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세부항목을 보완하여 보다 세

밀한 연구가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치과병원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을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치과병원의 환경에 맞는 안전사고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정확히 파

악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환자안전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병원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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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병원경영을 전공하는 석사 5학기생으로 학위논

문을 준비하고 있는 김선경입니다..

이 조사는 최근 보건의료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자안전(Patient Safety)”과

관련하여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환자안전 및 기관의 환자안전 문화를 살펴보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치과병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환자안전

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의 전 과정동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특정병원이나 개인적인

내용이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2014년 2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지도교수 김 태 현

연 구 자 김 선 경

( ☏ : 010-3996-3396 E-mail : skkima8510@hanmail.net )

환자안전문화 및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설문지

[부 록]

날 짜 : 2014년 월 일

서 명 :

▶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승인 받은 연구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본인은 연구에 대한 목적, 방법, 및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

였으며, 연구 기간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자료 수집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동의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같은 부서 내 직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가? ① ② ③ ④ ⑤

2. 근무하는 부서에서 배치된 인원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가?
① ② ③ ④ ⑤

3. 많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팀을 구성하여 일을 처리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4. 직원간 서로 존중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5. 환자 치료를 위해 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료시

간보다 더 긴 시간을 환자진료에 사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6.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 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7. 최선의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임시직

을 고용해서라도 진료를 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8. 자신의 실수(mistakes)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9. 실수가 근무부서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

로 믿는가?
① ② ③ ④ ⑤

10.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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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관 및 근무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선생님이 근무하는 병원의 형태는 ?

① 치과대학병원 ② 종합병원 ③ 치과병원 ④ 치과의원 ⑤ 기타 ( )

2.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부서(과)는 어디입니까?

① 구강내과 ② 구강악안면외과 ③ 치주과 ④ 보존과 ⑤ 보철과 ⑥ 교정과

⑦ 소아치과 ⑧ 행정부서 ⑨ QI부서 ⑩ 치과기공실 ⑪ 기타

※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수(mistakes)" 는 환자 위해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오류, 사건 등을 포함한다.

"환자안전" 이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상해나 사고로 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귀하가 속한 부서에 대한 다음 질문에 느끼는 대로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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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급자는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칭찬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급자는 환자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제

안에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업무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마다, 환자안전 ① ② ③ ④ ⑤

※ 귀하가 근무하는 부서에 관한 질문입니다.(계속)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어떤 부서가 정말 바쁠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이

도움을 주는가?
① ② ③ ④ ⑤

12.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사건자체보다 관련된

사람의 문제가 중심이 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13. 환자 안전을 위한 개선활동 수행 후에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14. 많은 일을 빨리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체제”하에

서와 같은 자세로 일을 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15.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이 행한 실수가 인사기록에 기록될까 염려되

는가?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부서는 환자 안전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부서의 체계와 절차는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를 예방하기에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

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 귀하의 상급자(상사), 관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직속 상급자 대해 다음 질문에 느끼는 대로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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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일을

신속히 처리 할 것을 원한다.

4. 나의 상급자는 계속 발생되는 환자안전 문제

를 소홀히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발견되고 수정

된 실수가 얼마나 자주 보고 되는가?
① ② ③ ④ ⑤

2.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실수가

얼마나 자주 보고 되는가?
① ② ③ ④ ⑤

3.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은 있으나 위해

를 끼치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자주 보고 되

는가?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안한다

가끔

한다

보통

이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사건 보고서에 근거하여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환자 진료 시 위해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유롭

게 의견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서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업무에 대한 상급자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부서 내에서 실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

의가 진행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개

선의견을 내는 것이 꺼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상황들이 당신의 부서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해당란에 √ 하십시오.

※ 사건보고의 빈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부서에서 실수가 발생 했을 때, 얼마나 자주 보고 하는지 해당란에 √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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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병원경영진은 환자안전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부서들 간의 협조가 잘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의료과오는 환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중간과정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의 누락, 정보의 소실, 진료상의 주의점

전달 누락 등)

① ② ③ ④ ⑤

4. 협력이 필요할 경우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

다.
① ② ③ ④ ⑤

5. 환자치료의 중요한 정보가 교대근무 시 빈번

히 누락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부서에서 파견 온 직원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근무부서 간 정보 교환 시 종종 문제가 발생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병원경영진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9. 병원경영진은 환자안전에 있어서 부정적 사

건(위해 사건, adverse event)이 발생한 후

에야 환자 안전에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

서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대근무는 환자안전에 문제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 환자안전의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체 병원 내 당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환자안전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 해 주십시오.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적당하다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 귀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대근무” 란 전담진료가 아닌 여러 명의 진료진에 의해 교대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소속된 병원에 대하여 다음 질문에 귀하의 생각을 해당란에 √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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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거의

수행

하지

않는다

가끔

수행

한다

자주

수행

한다

항상

수행

한다

해당

없음

1. 정확한 환자확인 ① ② ③ ④ ⑤ ⑥

2. 충분한 설명 ① ② ③ ④ ⑤ ⑥

3. 낙상예방활동(낙상주의 표지판 부착, 바

닥 미끄럼 방지, 안전바 설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감염관리활동(손위생, 개인보호장구 착

용, 러버댐 착용 등 수관 및 표면관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화재안전 관리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6. 의료기기 예방점검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7. 질 향상 활동 참여

(QI교육, QI활동, QA학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8. 응급상황 발생 대비활동

(대응체계숙지, CPR교육, 제세동기 사

용방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9. 구두처방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10. 투약 안전 간호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11. 수혈 시 안전간호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환자안전관리활동" 은 환자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고된 사건의 빈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난 1년간, 당신은 얼마나 많이 환자안전에 관한 사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는가?

①21회 이상 ②11-20회 ③6-10회 ④3-5회 ⑤1-2회 ⑥없음

※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치과병원 인증제 환자안전관리활동 항목 중 귀하가 수행하고 계신 안전관리활동 정도를 해당

란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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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질문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지금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서 근무경력은?

① 1년 이하 ② 1-3년 이하 ③ 3-5년 이하 ④ 5-10년 이하

⑤ 10-15년 이하 ⑥ 16년 이상

2.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이하 ② 1-3년 이하 ③ 3-5년 이하 ④ 5-10년 이하

⑤ 10-15년 이하 ⑥ 16년 이상

3.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① 20시간 미만 ② 20-39시간 ③ 40-59시간

④ 60-79시간 ⑤ 80-99시간 ⑥ 100시간 이상

4.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5. 연령은? ( )세

6.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석사과정 재학 중 ⑤ 대학원 이상(석사 졸업, 박사과정 중/졸업)

7. 선생님의 직종은?

① 치과의사 ② 치과위생사 ③ 치과기공사 ④ 간호사 ⑤ 약사

⑥ 행정직 ⑦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등) ⑧ 기타 ( )

8. 선생님의 직위는?

① 평사원 (정규직 / 비정규직 / 의사의 경우: 전공의)

② 중간관리자 (계장, 파트장, 팀장, 과장 이상 / 의사의 경우: 교수 및 진료과장 등 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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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습니까?

① 일반적으로 환자와 직접 상호작용 또는 접촉을 한다.

② 일반적으로 환자와 직접 상호작용 또는 접촉을 하지 않는다.

10. 선생님의 직종에서의 총 근무 경력은?

① 1년 이하 ② 1-3년 이하 ③ 3-5년 이하 ④ 5-10년 이하

⑤ 10-15년 이하 ⑥ 16년 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정성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은 E-mail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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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

변수 항 목
정확한 환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성별
여 3.64±0.60 0.0051 3.47±0.63 0.4312 2.71±1.13 0.8006

남 3.40±0.84 3.41±0.80 2.68±1.07

연령

20∼29 3.61±0.59 0.4481 3.48±0.62 0.4557 2.51±1.16 0.0002

30∼39 3.53±0.71 3.47±0.64 2.71±1.01

40∼ 3.61±0.83 3.36±0.93 3.17±1.13

최종학력

고졸이하 3.56±0.73 0.4379 3.33±1.00 0.1351 3.22±1.09 0.0826

대졸(전문대 포함) 3.61±0.67 3.41±0.69 2.76±1.14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52±0.70 3.54±0.65 2.57±1.06

근무부서

구강내과 3.54±0.66 0.0158 3.54±0.59 0.0266 2.38±1.17 0.0009

구강악안면외과 3.75±0.51 3.46±0.71 3.18±0.92

치주과 3.50±0.82 3.50±0.69 2.46±1.19

보존과 3.51±0.72 3.37±0.63 2.25±1.09

보철과 3.63±0.59 3.60±0.56 2.74±1.03

교정과 3.73±0.55 3.58±0.59 2.68±1.02

소아치과 3.47±0.68 3.53±0.63 2.63±0.89

행정부서 3.25±0.77 3.00±0.82 3.00±1.03

QI부서 3.50±0.71 4.00±0.00 3.00±1.41

치과기공실 3.14±1.11 3.10±1.09 2.86±1.31

기타 3.68±0.53 3.46±0.64 2.91±1.18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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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 목
정확한 환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직위
평사원 3.58±0.67 0.3276 3.46±0.67 0.9203 2.69±1.11 0.8246

중간관리자 3.45±0.83 3.45±0.80 2.74±1.11

직종

치과의사 3.51±0.70 0.0087 2.99±0.49 0.011 2.45±1.05 <.0001

치과위생사 3.64±0.61 3.00±0.38 2.60±1.13

치과기공사 3.28±1.06 3.23±0.28 3.08±1.26

간호사 3.89±0.31 3.23±0.35 3.71±0.53

행정직 3.29±0.77 3.21±0.66 2.82±1.07

의료기사 3.71±0.76 2.82±0.31 3.71±0.76

기타 3.65±0.59 2.99±0.45 3.25±0.85

환자접촉
접촉한다 3.62±0.64 0.0007 3.51±0.62 0.0038 2.68±1.11 0.409

접촉하지 않는다 3.17±0.91 3.02±1.00 2.83±1.12

직종근무경력

1년 이하 3.64±0.63 0.6709 3.55±0.59 0.702 2.44±1.18 <.0001

1∼3년 3.53±0.70 3.45±0.68 2.50±1.11

3∼5년 3.57±0.64 3.49±0.56 2.54±0.98

5∼10년 3.60±0.59 3.48±0.66 2.80±1.13

10∼15년 3.46±0.72 3.37±0.64 3.07±0.88

16년 이상 3.65±0.83 3.37±0.94 3.20±1.12

부록 표 1.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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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 목
정확한 환자확인 충분한 설명 낙상예방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해당병원

근무경력

1년 이하 3.71±0.58 0.1077 3.54±0.63 0.179 2.51±1.17 0.0002

1∼3년 3.50±0.72 3.44±0.67 2.50±1.12

3∼5년 3.48±0.64 3.48±0.57 2.61±0.94

5∼10년 3.65±0.55 3.56±0.60 3.04±1.05

10∼15년 3.43±0.73 3.22±0.67 3.03±0.83

16년 이상 3.65±0.85 3.39±0.95 3.15±1.17

해당병원

근무부서

경력

1년 이하 3.70±0.56 0.007 3.52±0.59 0.0204 2.67±1.13 <.0001

1∼3년 3.43±0.74 3.36±0.74 2.34±1.07

3∼5년 3.60±0.58 3.55±0.54 2.96±1.00

5∼10년 3.70±0.54 3.63±0.56 3.13±1.03

10∼15년 3.45±0.83 3.31±0.71 3.00±0.89

16년 이상 3.37±1.16 3.16±1.17 3.11±1.33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미만 3.63±0.52 0.2321 3.75±0.46 0.6128 2.75±1.28 0.3218

20∼39시간 3.77±0.43 3.42±0.56 2.87±1.06

40∼59시간 3.58±0.70 3.44±0.69 2.73±1.12

60∼79시간 3.39±0.81 3.52±0.72 2.57±1.13

80∼99시간 3.61±0.60 3.56±0.69 2.36±0.99

100시간 이상 3.61±0.50 3.33±0.69 2.94±1.11

병원형태

치과대학병원 3.55±0.68 0.2274 3.44±0.68 0.7595 2.66±1.12 0.1554

종합병원치과 3.67±0.69 3.49±0.71 2.89±1.10

치과병원

(의원포함)
3.47±0.70 3.50±0.65 2.53±1.06

계 3.57±0.68 3.46±0.68 　 2.70±1.11

부록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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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

변수 항 목
감염관리활동 화재안전관리활동 의료기기예방점검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성별
여 3.55±0.70 0.0642 2.34±1.08 0.8008 2.77±1.01 0.0824

남 3.41±0.65 2.37±1.18 2.57±1.13

연령

20∼29 3.55±0.66 0.5384 2.13±1.16 <.0001 2.62±1.10 0.0363

30∼39 3.47±0.70 2.31±1.02 2.70±1.02

40∼ 3.53±0.71 3.03±0.96 3.02±0.97

최종학력

고졸이하 3.67±0.71 0.6907 3.22±0.83 0.0002 3.44±0.73 <.0001

대졸(전문대 포함) 3.52±0.68 2.47±1.12 2.86±1.0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3.49±0.69 2.11±1.06 2.47±1.08

근무부서

구강내과 3.50±0.72 0.1004 2.29±1.04 <.0001 2.58±1.10 0.0144

구강악안면외과 3.57±0.71 2.52±0.95 2.70±0.95

치주과 3.67±0.48 2.26±1.25 2.65±1.15

보존과 3.35±0.88 1.81±0.96 2.24±1.17

보철과 3.44±0.60 2.44±1.04 2.75±0.93

교정과 3.60±0.59 2.33±1.23 2.85±1.00

소아치과 3.60±0.56 1.83±0.91 2.77±0.97

행정부서 3.06±1.06 2.88±0.96 2.88±0.81

QI부서 3.50±0.71 3.00±1.41 3.00±1.41

치과기공실 3.48±0.68 3.33±0.73 3.10±1.09

기타 3.57±0.61 2.51±1.15 2.98±1.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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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 목
감염관리활동 화재안전관리활동 의료기기예방점검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직위
평사원 3.51±0.68 0.93 2.31±1.12 0.0335 2.70±1.05 0.436

중간관리자 3.50±0.76 2.71±0.93 2.84±1.05

직종

치과의사 3.41±0.70 0.0049 1.92±1.03 <.0001 2.33±1.10 <.0001

치과위생사 3.57±0.63 2.35±1.10 2.83±0.99

치과기공사 3.60±0.65 3.48±0.65 3.24±1.01

간호사 3.71±0.53 2.96±0.88 3.18±0.77

행정직 3.06±1.09 2.94±0.90 3.06±0.75

의료기사 3.86±0.38 2.86±0.90 3.29±0.49

기타 3.70±0.66 2.95±0.89 3.15±0.81

환자접촉
접촉한다 3.53±0.68 0.0259 2.30±1.10 0.0042 2.71±1.06 0.647

접촉하지 않는다 3.29±0.74 2.81±1.09 2.79±0.29

직종근무경력

1년 이하 3.55±0.62 0.692 2.09±1.23 <0.0001 2.61±1.19 0.001

1∼3년 3.42±0.81 2.17±1.06 2.60±1.10

3∼5년 3.56±0.53 1.97±1.05 2.38±1.07

5∼10년 3.55±0.64 2.37±1.05 2.85±0.88

10∼15년 3.52±0.66 2.70±0.94 2.89±0.88

16년 이상 3.56±0.69 3.17±0.88 3.15±0.94

부록 표 1.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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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 목
감염관리활동 화재안전관리활동 의료기기예방점검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해당병원

근무경력

1년 이하 3.56±0.63 0.5062 2.14±1.18 <.0001 2.75±1.13 <.0001

1∼3년 3.42±0.79 2.17±1.04 2.54±1.05

3∼5년 3.59±0.50 1.94±1.02 2.30±1.04

5∼10년 3.52±0.64 2.69±1.10 3.13±0.89

10∼15년 3.54±0.69 2.65±0.92 2.81±0.88

16년 이상 3.57±0.69 3.15±0.87 3.13±0.93

해당병원

근무부서

경력

1년 이하 3.51±0.66 0.3278 2.25±1.13 <0.0001 2.76±1.07 <.0001

1∼3년 3.41±0.79 2.01±1.04 2.38±1.05

3∼5년 3.64±0.49 2.47±0.97 2.66±1.01

5∼10년 3.56±0.60 2.78±1.11 3.20±0.88

10∼15년 3.66±0.61 2.72±0.96 2.93±0.88

16년 이상 3.53±0.84 3.32±0.89 3.21±1.03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미만 3.50±0.53 0.1451 2.63±0.92 0.0092 2.88±0.99 0.0042

20∼39시간 3.55±0.72 2.61±0.99 2.81±0.91

40∼59시간 3.54±0.69 2.43±1.14 2.80±1.04

60∼79시간 3.46±0.64 1.94±1.04 2.30±0.98

80∼99시간 3.22±0.76 1.97±0.94 2.36±1.15

100시간 이상 3.67±0.49 2.39±1.14 3.06±1.16

병원형태

치과대학병원 3.46±0.71 0.0768 2.23±0.11 0.005 2.59±1.04 0.0008

종합병원치과 3.61±0.63 2.63±1.06 2.97±1.08

치과병원

(의원포함)
3.67±0.59 2.58±1.08 3.11±0.85

계 3.51±0.69 2.35±1.11 2.71±1.05

부록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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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표 계속)

변수 항 목

질 향상
활동참여

응급상황

발생 대비활동

구두처방에대한

안전관리활동
투약안전
간호활동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성별
여 2.60±1.06 0.392 2.54±1.05 0.4859 2.59±1.08 0.7992 2.36±1.25 0.6476 1.94±1.41 0.5484

남 2.50±1.12 2.61±1.06 2.61±1.04 2.30±1.16 1.85±1.28

연령

20∼29 2.44±1.08 0.0331 2.41±1.03 0.002 2.51±1.02 0.1446 2.10±1.22 0.0004 1.72±1.28 <.0001

30∼39 2.60±1.06 2.57±1.08 2.60±1.05 2.42±1.14 1.89±1.34

40∼ 2.84±1.06 2.95±0.95 2.81±1.22 2.78±1.37 2.58±1.51

최종학력

고졸이하 3.11±1.17 0.1506 3.00±1.32 0.0554 2.78±1.48 0.087 2.56±1.59 0.56 2.78±1.64 0.01

대졸(전문대 포함) 2.62±1.05 2.64±1.02 2.68±1.06 2.39±1.26 2.03±1.39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49±1.09 2.43±1.07 2.46±1.05 2.27±1.16 1.71±1.30

근무부서

구강내과 2.38±1.13 0.1362 2.67±1.09 0.0018 2.46±1.10 0.1384 2.29±1.30 <.0001 1.67±1.24 <.0001

구강악안면외과 2.54±0.01 2.77±0.91 2.71±1.06 2.95±1.13 2.71±1.22

치주과 2.61±1.11 2.59±1.19 2.83±1.11 2.44±1.19 1.98±1.31

보존과 2.33±1.11 2.10±1.03 2.22±0.94 1.81±1.13 1.24±1.16

보철과 2.44±0.95 2.54±0.87 2.58±1.00 2.21±1.01 1.65±1.30

교정과 2.78±1.05 2.53±1.06 2.58±1.06 1.90±1.22 1.33±1.19

소아치과 2.33±0.92 2.30±0.70 2.47±0.94 2.47±1.14 1.80±1.16

행정부서 2.94±0.68 2.88±0.81 2.81±0.66 2.56±1.15 2.50±1.15

QI부서 3.00±1.41 4.13±1.24 3.50±0.71 3.00±1.41 3.00±1.41

치과기공실 2.95±1.28 3.19±0.28 2.76±1.51 2.33±1.46 2.33±1.46

기타 2.77±1.18 3.05±0.40 2.66±1.14 2.55±1.31 2.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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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표 계속)

변수 항 목

질 향상

활동참여

응급상황

발생 대비활동

구두처방에대한

안전관리활동

투약안전

간호활동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직위
평사원 2.55±1.08 0.1971 2.57±1.05 0.8215 2.62±1.07 0.2245 2.34±1.22 0.7974 1.94±1.37 0.4593

중간관리자 2.79±0.96 2.53±1.03 2.39±1.05 2.39±1.31 1.76±1.40

직종

치과의사 2.34±1.15 0.0031 2.35±1.07 <.0001 2.43±1.00 0.0098 2.20±1.16 <.0001 1.66±1.23 <.0001

치과위생사 2.66±0.98 2.56±1.04 2.61±1.09 2.25±1.18 1.75±1.35

치과기공사 3.16±1.14 3.28±0.98 2.80±1.41 2.36±1.41 2.32±1.44

간호사 2.89±0.92 3.00±0.72 3.21±0.88 3.61±0.79 3.50±0.96

행정직 2.76±0.83 3.00±0.79 2.82±0.64 2.41±1.23 2.35±1.22

의료기사 2.57±1.27 2.29±1.25 2.14±1.07 1.86±1.07 1.43±1.27

기타 2.55±0.94 2.65±1.04 2.70±1.17 2.70±1.49 2.60±1.47

환자접촉
접촉한다 2.55±1.07 0.136 2.53±1.04 0.0263 2.62±1.04 0.2226 2.36±1.21 0.4659 1.89±1.38 0.2212

접촉하지않는다 2.81±1.03 2.90±1.05 2.40±1.27 2.21±1.39 2.17±1.32

직종근무경력

1년 이하 2.39±1.27 0.0312 2.53±1.18 0.0048 2.58±1.17 0.4123 2.31±1.30 0.0081 1.86±1.40 0.0005

1∼3년 2.43±1.07 2.37±1.04 2.56±1.00 2.28±1.18 1.81±1.21

3∼5년 2.49±1.06 2.43±1.00 2.43±0.96 1.95±1.08 1.56±1.23

5∼10년 2.67±0.95 2.60±1.00 2.57±1.05 2.40±1.17 1.83±1.38

10∼15년 2.87±0.86 2.76±1.02 2.72±1.11 2.48±1.24 2.11±1.51

16년 이상 2.85±1.11 3.00±0.95 2.83±1.19 2.81±1.35 2.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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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표 계속)

변수 항 목

질 향상

활동참여

응급상황

발생 대비활동

구두처방에대한

안전관리활동

투약안전

간호활동

수혈 시

안전간호활동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Mean±SD p-vaule

해당병원

근무경력

1년 이하 2.40±1.26 0.0146 2.45±1.19 0.0004 2.66±1.14 0.0043 2.39±1.26 0.0002 1.94±1.36 <.0001

1∼3년 2.51±1.00 2.49±1.00 2.49±1.00 2.15±1.19 1.70±1.28

3∼5년 2.37±1.12 2.20±0.88 2.20±0.88 1.94±0.98 1.43±1.13

5∼10년 2.81±0.87 2.91±0.94 2.93±1.01 2.83±1.11 2.33±1.37

10∼15년 2.92±0.83 2.65±1.01 2.62±1.09 2.30±1.29 1.97±1.50

16년 이상 2.83±1.10 3.04±0.97 2.85±1.23 2.78±1.36 2.61±1.50

해당병원

근무부서

경력

1년이하 2.51±1.19 0.0183 2.47±1.12 0.0076 2.67±1.08 0.002 2.42±1.26 <.0001 1.92±1.38 <.0001

1∼3년 2.38±1.01 2.42±0.99 2.34±1.02 1.99±1.17 1.56±1.24

3∼5년 2.68±0.93 2.55±0.97 2.47±0.95 2.32±0.98 1.68±1.20

5∼10년 2.87±0.93 2.93±0.93 3.02±1.00 2.94±1.11 2.61±1.34

10∼15년 2.93±0.84 2.69±1.04 2.66±1.14 2.41±1.35 2.28±1.56

16년 이상 2.79±1.32 3.11±1.15 2.84±1.21 2.58±1.39 2.58±1.43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미만 2.25±0.89 0.0808 2.63±0.74 0.187 2.75±1.28 0.7892 2.38±1.06 0.362 2.25±1.16 0.229

20∼39시간 2.74±0.82 2.55±0.96 2.68±1.11 2.71±1.10 2.42±1.29

40∼59시간 2.64±1.07 2.58±1.07 2.62±1.08 2.32±1.26 1.86±1.42

60∼79시간 2.22±1.22 2.24±1.10 2.41±1.11 2.15±1.29 1.76±1.48

80∼99시간 2.42±1.11 2.78±0.90 2.56±0.91 2.36±1.10 2.00±1.01

100시간 이상 2.78±0.88 2.78±1.06 2.72±0.89 2.67±0.91 2.22±0.88

병원형태

치과대학병원 2.52±1.08 0.2464 2.49±1.04 0.0056 2.55±1.08 0.0982 2.31±1.25 0.4966 1.89±1.39 0.2399

종합병원치과 2.74±1.07 2.88±1.02 2.81±1.02 2.48±1.21 2.11±1.34

치과병원(의원포함) 2.58±1.00 2.39±1.10 2.47±1.06 2.31±1.14 1.69±1.26

계 2.57±1.07 2.56±1.05 　 2.60±1.07 2.35±1.23 1.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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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Ph.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recognize dental health care 

employees'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and 

to analyze the factor that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has 

effect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ncludes the dental health care employees from 11 different dental 

hospitals in the nation, dental offices in the 6 different general 

hospitals in Seoul, and 4 different private dental off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consecutive weeks from March 17th, 2014 to 

April 1st, 2014. Out of total 803 surveys, 713 surveys (89%) were 

retrieved, surveys that had "Not Applicable" checked had been 

disregarded, and the final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total 

number of 428 surveys. Univariate analysis (including t-test,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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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mpl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initiated with the use of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ver. 9.2).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dental health employees’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averaged 3.25 as normal. In the lower section, the behavior 

of supervisor/manager averaged 3.46 as the highest average, and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veraged 2.86 as the lowest average. The 

extent of patient safety activities averaged 2.75. In the lower 

section, accurate verification of patient averaged 3.57 as the highest 

average, and safe nursing practice during the blood transfusion 

averaged 1.92 as the lowest average. 

  Second, work environment of each medical department and the fire 

safety activiti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r=.237(p=.000), and 

the behavior of the supervisor/manager and the adequate explana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r=213(p=.000).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d the preventative inspection of the medical 

equipment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r=-.258(p=.001), and 

especially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the infection 

control exercise showed the most correlation (r=.293, p<001).  

  Third, among the general character factors that have effect on the 

patient safety, this research reveals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forming employees who have 5-10 years of working experience 

regarding as the fall prevention activity, accurate verification of the 

patient and adequate explanation. In terms of work department,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OMFS) averaged 3.75(p<.05) in the section 

of accurate verification of the patient which was statis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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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as the highest. In the section of fall prevention exercise, 

the dentist averaged 2.45(p<.0001) as the lowest among the dental 

health care employees, and the nurse averaged highest among the 

majority extent of the patient safety activities. In the lower section 

of the patient safety culture, “hospital environment (p<.05) had an 

effect on the majority extent of the patient safety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s the 

awareness of the patient safety culture is increased, the patient 

safety activities were performed more actively. Especially, the 

factors that provide patients with more safe environment such as fall 

prevention activity, infection control activity, fire safety activity, 

preventative inspection of the medical equipment, and emergency 

situation preparation activity averaged low. Therefore, when various 

patient safety programs and education programs that suit for each 

specific dental hospitals like celebrating patient safety day are 

developed and conducted with continuous support of hospital board 

directors, the patient safety activities will be more activated.

Keywords: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Activity, Patient Safety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