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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 영향 요인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편의

추출한 세 개 군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13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군 병원 입원환자의 평균 연령은 27.29세였으며, 성별은 남

성이 130명(97.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8명

(73.7%)으로 가장 많았고, 계급은 병사가 86명(64.7%), 간부가 47명(35.3%)이었다. 대

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1.12일이었으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는 51명(38.3%)이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대상자는 86명(64.7%), 수술 및 시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11명(83.5%)이었다. 군 병원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 횟수는

2.23회이었으며,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6명(4.5%), 환자참여 교육

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21명(91.0%)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67명(50.4%), 110명(82.7%)이었다.

2.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은 평균평점 5점 만점 중 4.35점,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4점 만점 중 3.19점, 의료진과의 관계는 평균평점 7점 만점 중 5.88점이었다.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평균평점 4점 만점 중 3.63점이었으며, 의료진의 격

려가 있을 경우 평균평점 3.69점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건강관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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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으며, 건강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 환자참여 의지가 높았다(t=-3.725,

p<.001).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에도 건강관심도가 높은 대상자가 환자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5, p=.011).

4.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환자안전 지식(r=.463, p<.001), 건강

관리 자기효능감(r=.597, p<.001), 의료진과의 관계(r=.63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에도 대상자의 환자참여 의지

는 세 개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관리 자

기효능감(β=0.272, p=.009), 의료진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β=0.424 p<.001), 모형의 설

명력은 44.3%이었다.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환자안전 지식(β=0.200 p=.042), 의료진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β=0.405, p<.001),

모형의 설명력은 33.6%이었다.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였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 상황에서는 건강관리 자기효능

감과 의료진과의 관계가, 의료진의 격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안전 지식과 의료진

과의 관계가 환자참여 의지의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

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진이 환자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이를 격려할 수 있도록 군 병원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핵심되는 말 : 군 병원 입원환자,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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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전은 ‘의료와 관련된 불필요한 위해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김미란, 2011), 의료의 급속한 발전,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료의 특수성은 오류의 발생 가

능성을 증가시키며 환자안전에 위협이 되어왔다(염호기, 2013; WHO, 2019a). 의료기

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환자안전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예방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HO, 2013a; WHO, 2019b). 이에 의료

진의 노력만으로는 오류의 잠재요인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였

고, 환자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김정은 등, 2013; 김효선, 2016;

WHO, 2013b).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18; Davis et al., 2011), 대상자는

적절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다(Coulter & Ellins,

2007). 또한, 본인의 치료과정에 대해 질문하고, 정확한 약물을 투여받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합병증 및 위해 사건을 식별 및 보고하는 등 환자안전에 있어 핵심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oulter & Ellins, 2007; Peat et al., 2010;

Davis et al., 2011; Rathert et al., 2011). 그 결과, 환자참여는 진단의 정확성과 치료

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고 의료과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Vincent & Coulter, 2002),

의료의 질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환자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Weingart et al., 2011). 또한, 입원 기간 단축, 재입원 및 합병증 감소 등 개선된 환

자 결과와 간호사 아웃컴 및 병원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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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arvey et al, 1999; McGuckin, 2001; AHRQ, 2013; Ding et al., 2019).

환자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 보건의료

연구 및 질 관리기구(AHRQ), 병원 평가 및 인증기관(The joint commission, TJC)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환자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과 촉진 전략을 제시해왔다.

국내에서도 2016년 환자안전법을 시행하여 안전활동의 주체에 환자 및 보호자를 포함

시키고,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환자의 책무로 명시하는 등 환자 및 보호자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군 의료에서도 환자참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환자 안전관리 지침」 내

환자참여가 의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국군의무사령부, 2006), 2016

년에는「환자안전관리 업무 규정」을 제정하여 안전활동의 주체에 환자를 포함시켰으

며, 대상자의 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군 병원에서는 환자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환자를 직접 참여시키고

있으며(국군의무사령부, 2019), ‘Speak UP’ 캠페인, 환자확인 우수 근무자 추천 등 환

자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참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군 병원 입

원환자의 환자참여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군 병원은 군대의

특성과 병원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20대 젊은 남성 환자가 대부분이다(김연

정 등, 2014). 또한, 부상 또는 지병으로 인한 급성 질환을 치료하고, 장기 입원이 가

능하며, 환자와 의료진 간 계급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간병원과 뚜렷하게 구분

되는 특징을 가진다(김홍태, 2002; 김학빈; 2003). 이러한 군 병원만의 특수성은 입원

환자의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군 병원 내 환자참여를 적극

권장하기에 앞서 입원환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와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

악하는 연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

써 군 병원 환자참여 증진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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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를 조사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

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

한 환자참여 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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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환자안전 지식

① 이론적 정의

환자안전 지식이란 환자안전사고 개념, 환자안전사고 보고 과정, 환자안전사고 예방

에 있어 환자의 역할, 자신의 질환과 치료 계획, 낙상 예방법, 투여받는 약물, 입원 간

시행되는 각종 검사, 시술, 수술의 목적 및 주의사항, 환자확인 절차,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손씻기 등에 대한 환자의 지식을 의미한다(안진옥, 2016).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안진옥(2016)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

자안전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① 이론적 정의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란 건강

관리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Becker, 1993; 이정

은 등, 2018).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Becker 등(1993)이 개발한 Self Rated Abilities for Health Practices

Scale(SRAHP) 도구를 이정은 등(2018)이 번역·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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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진과의 관계

① 이론적 정의

의료진과의 관계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환자와 의료진 간 상호작용을 의

미하며, 의료진의 정보제공 및 이에 대한 환자의 이해, 의료진이 제공한 존중, 이해,

관심과 이에 대한 환자의 인지, 환자가 자신의 질병,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의사소

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Galassi et al., 1992).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Galassi 등(1992)이 개발한 Patient Reaction Assessment(PRA) 도구

를 노영숙(2003)이 번역·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진과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4)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① 이론적 정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란 안전활동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 하는 환자의 의지를 의미하며(Davis et al., 2011), 진단/검사/치료과정에서의 '의사

결정', 약품 및 알레르기, 진료 기록에 대한 '정보제공', 입원기간, 퇴원 후 주의사항,

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 시술/수술/검사 결과, 약물 정보 및 부작용에 대해 '질문하기

', 환자확인, 약물 투여, 손 위생, 수술 및 시술 부위 확인 등 의료진의 수행에 대해 '

확인하기', 감염 및 오류 의심 시 '보고하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

함한다(이경희, 2018).

②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경희(2018)가 개발한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가 높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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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환자참여 의지

최근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적극적인 파트너로서의 환자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환자참여 개념

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WHO, 2013a). 환자참여는 건강과 의료 정책의 공동생산자로

의료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진 및 지원하고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Carman et al., 2013; Coulter, 2011), 오늘날 세계보건기구 환자안전

의 핵심 우선순위로 남아있다. 환자참여는 건강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안전한 환

자 중심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WHO, 2016),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환자참여 증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Patient for

Patient Safety(PFPS)를 조직하여 환자, 가족,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모든 수준의 의료

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PFPS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결정하고, 의료의 중심에서 목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자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환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근거 기반 중심의 환자참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보건의료연구 및 질

관리기구(AHRQ)는 의료시스템의 어느 곳에서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20 Tips to Help Prevent Medical

Errors’을 제시하여 환자가 약물, 입원, 수술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진에게 질문하고

확인하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미국의 질 향상 지원 기관인 IHI(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는 ‘Ask Me 3®'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주요 문제가 무엇

인지, 환자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질문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참

여를 이끌어내고, 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미국 병원 평가

및 인증기관(TJC)은 'Speak UP' 캠페인을 통해 환자가 의료진에게 치료와 관련된 궁

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시 말해달라고 할 것을 요청하

도록 하는 등 대상자가 본인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진료와 치료과정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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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환자참여 증진 전략에 있어 핵심 문제는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와 환자안전을 위한 권고사항을 얼마나 준수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현재까지 환자참여 의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왔다. 국

외에서 시행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환자참

여 의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bbate 등(2008)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진이 환자를 접촉하거나 처치를 제공하는데 있어 장갑 또는 마스크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의료진의 행위을 중단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대상

자의 15.1%만이 이를 중단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낮은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Longtin 등(2009)은 1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혹은 간호사가 손위생을 수행하는 것을 잊었을 때, 손위생 수행을 상기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대상자의 29.9%가 간호사에 대해, 34.0%가 의

사에 대해 손위생 리마인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며 손위생 증진 전략에 대한 낮은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다. 의료인에게 손 위생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Partners in

Your Care’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40%만이 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Mcguckin et al., 2001), Waterman 등(2006)의 연구에서도

손위생 증진 전략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an 등(2013)

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67.2%가 손위생 증진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며

높은 수준의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Davis 등(2012a)의 연구에서 환자들

은 수혈 관련 안전활동 참여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환자인식밴드의 개인정보

가 틀렸을 경우 의료진에게 알릴 것인지, 의료진에게 혈액백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

확인할 것을 요청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평균 4.96–6.27점(7점 만점)의 점수를

보이며 높은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다. Latimer 등(2013)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환자

들이 욕창을 예방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외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Davis 등(2008)의 연구에서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환자안전

과 관련된 질문을 할 의지가 4점 만점에 평균 3.16점으로 나타나 환자들이 비교적 높

은 수준의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환자



- 8 -

참여 의지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96%가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묻는 것을 선

호하였으나, 그 중 52%가 의사가 최종 결정을 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vinson et al., 2005).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공유적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wning et al., 2012;

Sullivan et al., 2017; Ringdal et al., 2017).

국내에서 시행된 환자참여 의지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민상희(2019)의 연구에서는

손위생 증진 전략에 대한 환아 가족의 참여 의지를 조사하였고, 전체 환아 가족의

89.1%가 손위생 증진 전략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희(2018)의 연구에서

는 환자참여 활동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환자들의 참여 의지를 조사하

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환자참여 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료진에게 본

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으며, 의료진의 행위

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가장 낮은 참여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자참여 의지를 조사한 Lee 등(2019)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0% 이상이 정보에 입

각하여 의료기관 선택하고,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며, 치료 및 검사 목적, 검사 결

과에 대해 질문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물, 알러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르는 약물에 대해 질문하며, 정확한 약물을 제공받

는지 확인하는데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으며, 의료진의 손위생 시행여부를 확인하거

나 낙상 예방 활동을 위해 의료진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낮은 참여

의지를 보였다. 동일하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선화(2020)와 Lee 등(2020)의 연구

에서도 대상자의 환자참여 의지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상자의 환자

참여 의지는 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참여 의지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

었다. 환자참여 의지는 대상자의 특성, 질병의 중증도, 대상자가 참여하게 될 안전활

동의 특성, 의료진의 태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자의 연령이 적을

수록(Duncanson & Pearson, 2005; 백은화, 2014),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Abbate et

al., 2008; Pan et al., 2013; 백은화; 2014), 외향적 성격일수록(Duncanson & Pearson,

2005; Longtin et al., 2009), 환자참여 의지가 높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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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Nau & Erickson, 2005; Wu et al., 2013),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경

우(표지희 등, 2018), 환자참여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와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Longtin

et al., 2009; Pittet et al., 2011; WHO, 2009; 이경희, 2018), 환자참여 의지가 높았으

며, 참여할 안전활동이 의료진에게 도전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낮은 참여 의지를

보였다(Davis et al., 2008). 이 외 성별과 입원 일수는 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Abbate et al., 2008; Pan et al., 2013; Levinson et al, 2012; 백은화, 20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내외 환자참여 의지 연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며, 환자참여 의지는 개인, 질병, 안전활동의 특성 및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 병원은 여러 측면에서 민간병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와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2. 환자안전 지식

최근 위해사건 예방에 있어 환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안전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환자가 의사결정 및 안전활동에 참여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Cho & Lee, 2017; Longtin et al., 2010). 실제 오류를 인지

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

야 하며(Burroughs et al., 2007), 투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용 중인 약물의 효

과, 부작용, 올바른 투약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등 다수의 문헌에

서 환자참여를 위한 선행요인으로 환자안전 지식을 제시하였다(표지희 등, 2018;

Davis et al., 2012b; Kim et al., 2018).

환자안전 지식과 환자참여 의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McGuckin 등(2006)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80%가 의료진이 손위생의 중요성을 설명

해주었더라면 의료진에게 손위생 수행을 요청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손위생

증진 전략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손위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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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손위생이 의료관련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료진의 행동을 중단시킬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의료진의 행동을 중단시킬 의지가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Abbate et al., 2008). Ringdal 등(2017)의 연구에서도 욕창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환자가 피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움직임을 최대화하려

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환자안전 문제와

환자 참여의 중요성, 의료기관 선택방법, 환자안전사고 예방 방법 등으로 구성된 교육

을 제공하고 교육 전·후의 환자참여 의지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교육

후, 전반적인 환자 참여 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참여 의지를 높이는데 있

어 환자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표지희 등, 2018).

하지만, 9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수준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58%가 의학적 오류의 정의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불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28%는 병원에서 환자가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38%가 복용중

인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12).

Cumbler 등(2010)의 연구에서도 입원환자의 약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환자 대상 의료관련감염, 손 위생 및 감염 관리 전략에 대한 지식

을 조사한 Longtin 등(2009)의 연구에서도 79%의 대상자가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들

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중 18.6%만이 이러한 감염의 명칭을 "nosocomial"

또는 "healthcare associated"로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었으며, 39.2%만이 의료관련감

염에 있어 손위생을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 환자안전 지식은 환자참여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환자들의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 지식 정도를 조사

하고, 환자안전 지식이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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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이나 일련의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며(Bandura, 1977), 이는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Bandura, 1991). 특히, 자기효능감은 건강 및 치료와 관련된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왔으며, 건강 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을 통해 개인의 건강 행동의 변

화를 설명하였다(Rosenstock et al., 1988). 현재까지 자기효능감은 건강행위(조순영

등, 2011), 자가간호행위(Sousa et al., 2005; 양남영, 2009; 성연실 & 이영휘, 2011), 환

자역할행위 이행(조영문 등, 2011; 김순희 & 이선희, 2014), 삶의 질(Stuifbergen et

al., 2000; Robinson-Smith, 2000)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건강 분야에 있어 특정된 효능감으로(남재우 & 이창진,

2020), 스스로 건강관리 행위를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이정은 등,

2013). Becker 등(1993)은 운동, 심리, 영양, 건강실천행위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형 건강관리 척도(Self-Rated Abilities for Health Practices: Health

Self-Efficacy Measure; SRAHP)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정은 등(2018)은

운동, 질병, 정서, 영양, 스트레스, 건강행동관리의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한국판 건강

관리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하였다.

국내·외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주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다수의 문헌이 건

강증진행위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tuifbergen 등(2000)은 다발성

경화증 환자 786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된 모델을 검증하여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16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생활방식에 대한

건강 가치, 가족/친구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Jackson et al., 2007). 국내에서 시행된 최정미(2005)의 연구에서도 건강관리 자기효

능감은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기효능감

의 각 영역에 따라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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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체육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건강행위 수준을 조사한 연구

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남재우 & 이창진, 2020).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볼 때,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참여는 대상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접 본인의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건강관리

행위를 실천하는데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경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지하여 낮은 환자참여 의지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환자참여 의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는 상황

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4. 의료진과의 관계

의료진과 관계는 의료진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의미한다(de Waard et al., 2018). 환자와 의료진 간 관계의 중요성은

일찍이 강조되어왔으며, 이는 다양한 건강관리 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와 의료진 간 관계 개선은 개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안전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으며(Roy & Ulrich, 2017), 의료진의 태도와 언행이 대상자의 환자참

여 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재호 & 이상일, 2009; Doherty &

Stavropoulou, 2012; Thyssen & Beck, 2014). Tambuyzer 등(2014)은 적극적인 환자

참여를 위해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환자참여에 대한 의료진의 긍정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Angel & Frederiksen(2015)은 환자와 의료진의 서로에

대한 신뢰, 공유된 지식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환자안전과 환자참여와의 관계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는 환자참여 의지

보다는 참여 경험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로 확인되었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긍정적

관계는 환자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부정적 관계는 환자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먼저, 환자와 의료진 간 긍정적 관계가 환자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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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의료진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이며 진솔하게 치료한다

는 모습을 보여줄 때, 대상자들은 본인의 치료과정에 참여하기가 더 쉽다고 응답하였

다. 또한, 의료진이 진정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와 시간을 가지며, 환자를 지지

한다는 인상을 줄 때, 대상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의

견을 낼 수 있다고 하였다(Sainio et al., 2001; Entwistle et al., 2010). 국내에서 시행

된 정수진 & 황지인(2017), Lee 등(2020)의 연구에서도 치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등 의료진의 친절하고 세심한 태도가 환자참여를 촉진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간호사가 불충분한 정보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환자의 이해

정도가 감소하여 의료진과의 협력 및 의사결정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와 친숙해지려는 의지가 없고, 환자에게 무신경한 경우와 감정적

공감 보이지 않고, 환자에 대해 배려심이 없는 경우, 대상자의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Angel & Frederiksen, 2015). Joseph-Williams 등(2013)은 환자들이 의

사결정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진과의 권력 불균형을 제시하였

으며, 의료인이 환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 환자들이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참여 의지도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부족, 의료

진의 객관적 접근법 및 시간 부족은 환자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Sainio et al., 2001; Larsson et al., 2011). 국내에서도 의료진의 불충분한 설명 및 정

보제공, 제한된 접근성, 의사소통 부족, 계층적 관계 등이 환자의 참여를 저해하는 주

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정수진 & 황지인, 2017; Lee et al., 2020).

즉, 대상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정서적 공감,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원활한

의사소통이 환자참여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진과의 관계가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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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와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념적 기틀을 제시하였다(Figure 1).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의 영향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계급을 포함하였으며, 건강 관련 특성은 입원

일수, 건강 문제 유무, 복용 중인 약물 유무, 입원 횟수, 수술 및 시술 경험, 환자안전

사고 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일반적 특성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계급

건강 관련 특성
입원 일수, 건강 문제 유무,

복용 중인 약물 유무,

입원 횟수, 수술 및 시술

경험, 환자안전사고 경험,

환자참여 교육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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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을 위해 세 개 군

병원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과 연구 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군 병원에 입원 중인 자

②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③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

2) 대상자 제외 기준

①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받고 군 병원에 입원 중인 자

② 군 병원 정양센터에 입소한 자

군 병원 입원환자 중 민간병원에서 위탁진료를 받은 환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 계

획이 결정되므로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군 병원 정양센터에 입소한 환자는 단

순 정양을 목적으로 정양센터에 입소하여 외래 진료 및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로 입

원환자와는 구분되므로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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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 수

연구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Faul et

al., 2007).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effect size) .15, 예측되는 독립변수를 14개로 설정하였을 때 산출된 최소 표본 크기

는 135명이었다. 총 16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미완성된 설문과 부정확한 설문 29

부를 제외한 13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환자안전 지식 10문항, 건강관리 자

기효능감 24문항, 의료진과의 관계 15문항,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19문항,

일반적 특성 4문항, 건강 관련 특성 10문항의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해서는 도구 개발자와 번역자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1) 환자안전 지식

환자안전 지식은 안진옥(2016)이 개발한 환자안전 인식 측정도구의 환자안전 지식

영역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10

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진옥

(20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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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Becker 등(1993)이 개발한 Self Rated Abilities for Health

Practices Scale(SRAHP) 도구를 이정은 등(2018)이 번역·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운동관리 8문항, 질병관리 4문항, 정서관리 3문항, 영양관리 3문항, 스

트레스관리 3문항, 건강행동관리 3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

지 않다’를 0점으로 하여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9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

음을 의미한다. 이정은 등(20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이었다.

3) 의료진과의 관계

의료진과의 관계는 Galassi 등(1992)이 개발한 Patient Reaction Assessment(PRA)

도구를 노영숙(2003)이 번역·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의료진의 정보

제공 행동 및 이에 대한 환자의 이해 5문항(정보 영역), 의료진이 제공한 존중 및 가

치 수준에 대한 환자의 인지 5문항(정서 영역), 의료진과 치료 관련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환자가 경험하는 용이성 또는 어려움 5문항(의사소통 영역)으로 총 15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항상 그렇다’를 7점으로 하여,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10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의료진과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Galassi 등(199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87∼.91, 노영숙(200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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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이경희(2018)가 개발한 도구에 의료진이 의사결

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1

문항을 추가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의사결정 1문항, 정보제공 2문항, 질문하기 5문항,

확인하기 4문항, 보고하기 2문항의 총 14문항과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각 범주별 활

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해당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5문항으로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매

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여,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점수의 범위는 19점에

서 7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가 높음을 의미한

다. 이경희(20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α=.93이었다.

5)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계급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6) 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입원 일수, 건강 문제 유무, 복용 중인 약물 유무, 입원

횟수, 수술 및 시술 경험, 환자안전사고 경험, 경험한 환자안전사고 유형, 환자참여 교

육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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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의학연구윤리위원회

의 승인(AFMC-20087-IRB-20-078)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 전 연구가 진행될 군 병원에 연구

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 진행에 동의한 병원의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 연

구 참여 기준,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의 이익과 위험, 비밀 보장, 자발적 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 설명문과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연구는 서베이

몽키(Survery monkey)를 사용한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설문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가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 첫 화면에 대상자 선별 질문을 제시하

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 화면을 제시하였다. 연

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예,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의 중

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 응답 제한 기능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

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4,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제공하였으며, 답례품 제공 후

수집된 휴대전화번호는 즉시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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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와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의료진의 격려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

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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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총 133명

으로 평균 연령은 27.29±9.45세, 연령의 범위는 20세부터 55세였으며, 20대가 104명

(78.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30명(97.7%)으로 여성보다 현저히

많았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8명(73.7%)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학

(교) 졸업 이상이 35명(26.3%)이었다. 계급은 병사가 86명(64.7%), 부사관 및 준사관이

36명(27.1%), 위관 장교가 5명(3.7%), 영관 장교 이상이 6명(4.5%)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ge(years) 20∼29 104(78.2%)

27.29±9.4530∼39 7(5.3%)

≥40 22(16.5%)

Gender Male 130(97.7%)
-

Female 3(2.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98(73.7%)
-

College diploma or higher 35(26.3%)

Rank ≤Sergent 86(64.7%)

-
NCO∼WO 36(27.1%)
Company grade officer 5(3.7%)
≥Field grade officer 6(4.5%)

NCO : Non-commissioned officer, WO: Warrant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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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1.12±24.12일이었으며, 7일 이하가 42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1명(38.3%),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2명

(61.7%)으로 확인되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대상자는 86명(64.7%)이었으며, 약물

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는 47명(35.3%)이었다. 수술 혹은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11명(83.5%),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22명(16.5%)이었다. 대상자의 평

균 입원 횟수는 2.23±1.59회로, 처음 입원한 대상자가 54명(40.6%)이었고, 2회 이상은

79명(59.4%)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대상자는 6명(4.5%)이었으며, 경험

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27명(95.5%)이었다. 환자참여 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는 대상자는 121명(91.0%),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12명(9.0%)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7명(50.4%),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0명(30.1%), 건강하지 못하고 응답한 대상자는 26명(19.5%)로 나타

났다. 건강관심도는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10명(82.7%),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가 21명(15.8%), 낮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명(1.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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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3)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Length of stay(days) 1∼7 42(31.6%)

21.12±24.12
8∼14 26(19.5%)
15∼21 26(19.5%)
22∼28 9(6.8%)
≥ 29 30(22.6%)

Health problem Yes 51(38.3%)
-

No 82(61.7%)

Medication Yes 86(64.7%)
-

No 47(35.3%)

Experience of operation
or procedure

Yes 111(83.5%)
-

No 22(16.5%)

Number of
hospitalization

First time 54(40.6%)
2.23±1.59

≥ 2 79(59.4%)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incident

Yes 6(4.5%)
-

No or Unknown 127(95.5%)

Experience of patient
participation education

Yes 121(91.0%)
-

No 12(9.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67(50.4%)
-Moderate 40(30.1%)

Poor 26(19.5%)

Health interest High 110(82.7%)
-Moderate 21(15.8%)

Low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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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및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1)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은 50점 만점 중 평균 43.56±5.65점(평균평점 5점 만점 중

4.35±0.57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96점 만점 중 평균 76.61±14.27점(평균평점 4점 만

점 중 3.19±0.59점)이었다. 하위영역에서는 건강행동관리 효능감이 평균평점 3.32±0.67

점으로 가장 높았고, 질병관리 효능감이 평균평점 3.30±0.71점, 운동관리 효능감이 평

균평점 3.25±0.68점, 스트레스관리 효능감이 평균평점 3.22±0.78점, 감정관리 효능감이

평균평점 3.14±0.7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관리 효능감이 평균평점 2.78±0.91

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상자가 인지한 의료진과의 관계는 105점 만점 중 평균 88.23±13.64점(평균평점 7

점 만점 중 5.88±0.91점)이었으며, 정서 영역이 평균평점 6.09±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 영역이 평균평점 5.85±0.96점, 의사소통 영역이 평균평점 5.70±1.21점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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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N=133)

Variables Possible
Range Mean±SD Average

mean±SD

Patient Safety Knowledge 10-50 43.56±5.65 4.35±0.57

Health-related Self-efficacy 0-96 76.61±14.27 3.19±0.59

Exercise 0-32 26.03±5.43 3.25±0.68
Illness 0-16 13.20±2.85 3.30±0.71
Emotion 0-12 9.42±2.32 3.14±0.77
Nutrition 0-12 8.35±2.74 2.78±0.91
Stress 0-12 9.65±2.35 3.22±0.78
Health practice 0-12 9.95±2.00 3.32±0.67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15-105 88.23±13.64 5.88±0.91

Information 5-35 29.26±4.80 5.85±0.96
Affective 5-35 30.46±4.99 6.09±1.00
Communication 5-35 28.51±6.07 5.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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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각 항목별 점수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56점 만점 중 평균 50.83±5.22점(평균평

점 4점 만점 중 3.63±0.37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점수는 정보제공이 평균평점

3.74±0.42점, 보고하기가 평균평점 3.68±0.48점, 확인하기가 평균평점 3.67±0.44점, 의사

결정이 평균평점 3.63±0.56점, 질문하기가 평균평점 3.53±0.49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진의 각 범주별 활동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의료진의 격려로 해

석하였으며,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20점 만점

중 평균 18.43±1.90점(평균평점 4점 만점 중 3.69±0.38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점수는

보고하기가 평균평점 3.76±0.43점, 확인하기가 평균평점 3.75±0.43점, 정보제공이 평균

평점 3.74±0.42점, 질문하기가 평균평점 3.68±0.49점, 의사결정이 평균평점 3.59±0.51점

이었다.

의료진의 환자참여 격려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질문하기(t=-4.111,

p=<.001), 확인하기(t=-2.454, p=.015), 보고하기(t=-2.855, p=.005) 영역에서 대상자의

환자참여 의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정보제공 영역에서는 환자참여

의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2.129, p=.035). 전반적인 환자참여 의지는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2.886,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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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N=133)

Variables Possible
Range Mean±SD Average

mean±S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14-56 50.83±5.22 3.63±0.37

Make a Decision 1-4 3.63±0.56 -

Provide Information 2-8 7.47±0.84 3.74±0.42

Ask Questions 5-20 17.67±2.46 3.53±0.49

Check 4-16 14.69±1.77 3.67±0.44

Notify 2-8 7.36±0.96 3.68±0.48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5-20 18.43±1.90 3.69±0.38

Make a Decision 1-4 3.59±0.51 -

Provide Information 1-4 3.68±0.49 -

Ask Questions 1-4 3.65±0.49 -

Check 1-4 3.75±0.43 -

Notify 1-4 3.76±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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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tem scores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N=133)

Item Mean±SD

Make a Decision

Are you willing to actively express your opinions and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3.63±0.56

If a doctor or nurse emphasized to you the importance of
decision making, are you will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3.59±0.51

Provide information

Are you will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your doctor or nurse
about ‘medications or allergies you are taking’? 3.76±0.43

Are you will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your doctor or nurse
about ‘other hospital medical records’ related to your treatment? 3.71±0.45

If a doctor or nurse emphasized to you the importance of your
health-related information, are you willing to actively provide
information to your doctor or nurse?

3.68±0.49

Ask questions

Are you willing to ask your doctor or nurse ‘how long you are
hospitalized’? 3.48±0.65

Are you willing to ask your doctor or nurse about
‘post-discharge notes’? 3.59±0.52

Are you willing to ask your doctor or nurse ‘Why do you need
a test or treatment?’ 3.48±0.65

Are you willing to ask your doctor or nurse about ‘procedure or
operation, test result’? 3.66±0.51

Are you willing to ask your doctor or nurse about ‘questions or
side effects of medication’? 3.45±0.68

If a doctor or nurs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sking you
questions, are you willing to ask something actively? 3.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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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tem scores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continued)

(N=133)

Item Mean±SD
Check

Are you willing to check if your doctor or nurse to check the
patient's name and registration number(or date of birth)?

3.79±0.41

Are you willing to check if your doctor or nurse gave you
correct medicine for you?

3.71±0.50

Are you willing to check if your doctor or nurse is washing
their hands before contacting you?

3.47±0.76

Are you willing to check with your doctor or nurse when you
identify the site for surgery or treatment?

3.73±0.46

If your doctor or nurs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hecking,
are you willing to check actively?

3.75±0.43

Notify

Are you willing to notify the doctor or nurse if you suspect a
wound infection?

3.71±0.47

Are you willing to notify your doctor or nurse when there is a
suspicion of an error in your healing process?

3.65±0.55

If your doctor or nurs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otifying
doubts, are you willing to notify doubts actively?

3.7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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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according to the

encouragement by medical staff

(N=133)

Categorie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t p

Mean±SD Mean±SD

Total 3.63±0.37 3.69±0.38 -2.886 .005

Make a Decision 3.63±0.56 3.59±0.51 1.000 .319

Provide Information 3.74±0.42 3.68±0.49 2.129 .035

Ask Questions 3.53±0.49 3.65±0.49 -4.111 <.001

Check 3.67±0.44 3.75±0.43 -2.454 .015

Notify 3.68±0.48 3.76±0.43 -2.855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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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및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

능감, 의료진과의 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

여 의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환자안전 지식은 대상자의 입원 일수, 복용 중인 약물 유무, 환자참여 교육 유무,

건강관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안전 지식은 대상자의 입

원 일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2.521, p=.044), 사후 분석에

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t=2.746,

p=.007), 환자참여 교육을 받은 경우(t=2.770, p=.006), 건강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t=-2.678, p=.008), 환자안전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대상자의 수술 및 시술 여부, 환자참여 교육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술 및 시술을 경험

한 적이 있는 경우(t=2.438, p=.016), 환자참여 교육을 받은 경우(t=2.882, p=.005), 스스

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t=-2.479, p=.014), 건강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t=-5.505, p<.001),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과의 관계는 대상자의 환자참여 교육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참여 교육을 받은 경우(t=2.722, p=.007),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t=-2.548, p=.012), 건강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경

우(t=-3.664, p<.001), 대상자는 의료진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대상자의 건강관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환자참여 의지가 높았다

(t=-3.725, p<.001).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에도 건강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경

우,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가 높았다(t=-2.575, p=.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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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133)

Variables Categories n(%)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eral characteristics

Age(years) 20∼29 104(78.2) 4.33±0.59
0.214
(.807)

3.22±0.58
0.777
(.462)

5.89±0.88
0.063
(.939)30∼39 7(5.3) 4.34±0.36 3.00±0.61 5.95±0.68

≥40 22(16.5) 4.42±0.53 3.10±0.66 5.83±1.12

Gender Male 130(97.7) 4.36±0.57 1.386
(.168)

3.19±0.60 0.156
(.876)

5.89±0.92 0.286
(.775)Female 3(2.3) 3.90±0.44 3.14±0.64 5.73±0.5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98(73.7) 4.32±0.59 -0.833
(.406)

3.19±0.60 -0.037
(.971)

5.83±0.90 -1.081
(.282)≥College diploma 35(26.3) 4.41±0.49 3.20±0.58 6.02±0.95

Rank ≤Sergent 86(64.7) 4.33±0.58 -0.302
(.763)

3.20±0.61 0.109
(.913)

5.85±0.90 -0.584
(.560)≥Staff Sergent 47(35.3) 4.37±0.54 3.18±0.58 5.9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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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133)

Variables Categories n(%)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Length of hospitalization 1∼7 42(31.6) 4.15±0.63

2.521
(.044)

3.07±0.56

1.234
(.300)

5.73±0.90

1.545
(.193)

8∼14 26(19.5) 4.40±0.56 3.24±0.61 5.85±0.95
15∼21 26(19.5) 4.43±0.55 3.14±0.59 5.72±1.00
22∼28 9(6.8) 4.24±0.41 3.20±0.77 6.04±0.87
≥ 29 30(22.6) 4.54±0.45 3.37±0.57 6.21±0.76

Health problem Yes 51(38.3) 4.43±0.50 1.380
(.170)

3.23±0.58 0.622
(.535)

6.00±0.87 1.220
(.225)No 82(61.7) 4.29±0.60 3.17±0.61 5.81±0.93

Medication Yes 86(64.7) 4.44±0.48 2.746
(.007)

3.23±0.59 1.089
(.278)

5.91±0.87 0.503
(.616)No 47(35.3) 4.17±0.66 3.12±0.60 5.83±0.98

Experience of operation or
procedure

Yes 111(83.5) 4.39±0.52 1.964
(.052)

3.25±0.58 2.438
(.016)

5.92±0.90 0.977
(.330)No 22(16.5) 4.13±0.74 2.91±0.59 5.7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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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in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133)

Variables Categories n(%)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Number of
hospitalization

First time 54(40.6) 4.25±0.61 -1.626
(.106)

3.09±0.66 -1.655
(.100)

5.72±0.89 -1.663
(.099)≥ 2 79(59.4) 4.41±0.52 3.26±0.54 5.99±0.91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incident

Yes 6(4.5) 4.33±0.81 -0.055
(.956)

3.18±0.72 -0.048
(.962)

5.87±1.09 -0.043
(.966)No or Unknown 127(95.5) 4.35±0.56 3.19±0.59 5.88±0.90

Experience of patient
participation education

Yes 121(91.0) 4.39±0.55 2.770
(.006)

3.24±0.58 2.882
(.005)

5.95±0.89 2.722
(.007)No 12(9.0) 3.93±0.61 2.73±0.53 5.22±0.88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67(50.4) 4.41±0.49 -1.238
(.218)

3.32±0.55 -2.479
(.014)

6.08±0.84 -2.548
(.012)≤Moderate 66(49.6) 4.28±0.63 3.07±0.62 5.68±0.94

Health interest High 110(82.7) 4.40±0.55 -2.678
(.008)

3.31±0.55 -5.505
(<.001)

6.01±0.90 -3.664
(<.001)≤Moderate 23(17.3) 4.07±0.56 2.63±0.45 5.2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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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N=133)

Variable Categories 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eral characteristics

Age(years) 20∼29 104(78.2) 3.65±0.37
1.958
(.145)

3.71±0.37
1.617
(.202)30∼39 7(5.3) 3.77±0.36 3.74±0.36

≥40 22(16.5) 3.50±0.38 3.55±0.42

Gender Male 130(97.7) 3.64±0.37 1.286
(.201)

3.69±0.38 1.638
(.104)Female 3(2.3) 3.36±0.26 3.33±0.3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98(73.7) 3.64±0.38 0.487
(.627)

3.70±0.39 0.622
(.535)≥College diploma 35(26.3) 3.60±0.35 3.65±0.36

Rank ≤Sergent 86(64.7) 3.62±0.38 -0.489
(.626)

3.68±0.39 -0.272
(.786)≥Staff Sergent 47(35.3) 3.65±0.36 3.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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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133)

Variable Categories 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Length of hospitalization 1∼7 42(31.6) 3.58±0.39

0.476
(.753)

3.61±0.39

0.651
(.627)

8∼14 26(19.5) 3.63±0.34 3.68±0.36
15∼21 26(19.5) 3.62±0.39 3.73±0.39
22∼28 9(6.8) 3.74±0.35 3.69±0.44
≥ 29 30(22.6) 3.68±0.37 3.75±0.36

Health problem Yes 51(38.3) 3.64±0.36 0.266
(.791)

3.71±0.34 0.482
(.630)No 82(61.7) 3.62±0.39 3.67±0.40

Medication Yes 86(64.7) 3.64±0.36 0.446
(.657)

3.71±0.36 0.874
(.384)No 47(35.3) 3.61±0.40 3.65±0.41

Experience of operation
or procedure

Yes 111(83.5) 3.63±0.38 0.142
(.887)

3.68±0.39 -0.070
(.944)No 22(16.5) 3.62±0.36 3.6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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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according to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continued)

(N=133)

Variable Categories 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Number of
hospitalization

First time 54(40.6) 3.64±0.37 0.180
(.858)

3.68±0.37 -0.199
(.843)≥ 2 79(59.4) 3.63±0.38 3.69±0.39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incident

Yes 6(4.5) 3.55±0.33 -0.555
(.580)

3.50±0.35 -1.230
(.221)No or Unknown 127(95.5) 3.63±0.38 3.69±0.38

Experience of patient
participation education

Yes 121(91.0) 3.65±0.37 1.867
(.064)

3.69±0.37 0.660
(.511)No 12(9.0) 3.44±0.39 3.62±0.45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67(50.4) 3.66±0.37 -0.949
(.345)

3.71±0.36 -0.848
(.398)≤Moderate 66(49.6) 3.60±0.38 3.66±0.40

Health interest High 110(82.7) 3.68±0.36 -3.725
(<.001)

3.72±0.37 -2.575
(.011)≤Moderate 23(17.3) 3.38±0.34 3.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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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환자안전 지식(r=.463, p<.001), 건강관

리 자기효능감(r=.597, p<.001), 의료진과의 관계(r=.63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환자안전

지식(r=.482, p<.001), 건강관리 자기효능감(r=.466, p<.001), 의료진과의 관계(r=.56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Correlation among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N=133)

Variables
1 2 3 4 5

r(p) r(p) r(p) r(p) r(p)

1. Patient Safety Knowledge 1

2. Health-related Self-efficacy .643
(<.001) 1

3.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602
(<.001)

.678
(<.001) 1

4.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463
(<.001)

.597
(<.001)

.638
(<.001) 1

5.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482
(<.001)

.466
(<.001)

.568
(<.001)

.828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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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10>, <Table 11>과 같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거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건강관심도,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 총 4개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성선을 검토하기 위해 분산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으며,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확

인하였다. 또한, 잔차그림(Residual plot)과 정규확률도(Normal probability plot)를 통

해 오차항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을 검토하였으며, 오차항의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의료진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은 44.3%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0.272, p=.009), 의료진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β=0.424, p<.001),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 지식과 의료진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

력은 33.6%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지식이 높을수록(β=0.200, p=.042), 의료진과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β=0.405, p<.001),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

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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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N=133)

* SE : standard error

Table 11. Factors affecting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N=133)

* SE : standard error

B SE* β t p
(Constant) 1.903 .210 9.049 <.001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Health interest (Ref: ≤moderate)

High .057 .071 .058 .800 .425

Patient Safety Knowledge .013 .059 .019 .213 .832

Health-related Self-efficacy .171 .064 .272 2.665 .009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174 .038 .424 4.583 <.001

R2 .460

Adjusted R2 .443

F(p) 27.265(<.001)

B SE* β t p
(Constant) 1.955 .233 8.381 <.001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Health interest (Ref: ≤moderate)

High .029 .079 .029 .365 .716

Patient Safety Knowledge .134 .065 .200 2.053 .042

Health-related Self-efficacy .032 .071 .050 .450 .653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169 .042 .405 4.006 <.001

R2 .356

Adjusted R2 .336

F(p) 17.7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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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와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본 연구의 대상자인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평균

50.83점(평균평점 3.63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평점은 정보제공 3.74점, 보고하기

3.68점, 확인하기 3.67점, 의사결정 3.63점, 질문하기 3.5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

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민간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를 측정한 이경희(2018)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 평균평점이 정보제공 3.56점, 보고하기 3.45점, 질문하기

3.34점, 의사결정 3.30점, 확인하기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역에서 군 병원 입

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적을

수록(Duncanson & Pearson, 2005; 백은화, 2014), 질병의 중증도가 낮을수록(Arora &

McHorney, 2000; Ringdal et al, 2017), 환자참여 의지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

려하였을 때,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상자의 연령

및 중증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정보제공 영역이었으며, 이는 이경희(2018), 신선화(2020)의 연구

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의료진의 관계에 있어 대상자는 의료진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요청하는 상황보다 본인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상

황에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에 군 병원 입원환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높은 의지를 보인 영역은 보고하기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오류나 의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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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자의 보고 여부가 치료방침이나 진료계획 변경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대상자의 인식과 의료진의 설명을 통해 형성된 이상 증상에 대한 대상자의 경각심이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이경희, 2018; 정수진 & 황지인, 2017),

군 병원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맥염, 낙상, 수술 합병증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

하여 군 병원 입원환자의 오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오류가 의심될 경우 의료진

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야겠다.

확인하기 영역에서는 의료진의 손위생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위생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각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낮은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실제 환자참여 경험을 조사한

Waterman 등(2006), 강세정 & 박정윤(2018)의 연구에서도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진의 손위생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의료진의 전문성

을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의료진과의 관계를 악화시

킬 수 있다는 대상자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into et al., 2013; Pittet et

al., 2011). 의료진이 손위생 리마인드를 부탁한 경우 환자참여 의지가 증가한 연구 결

과를 고려하였을 때(Longtin et al., 2009), 담당 군의관 혹은 담당 간호장교가 직접 환

자에게 손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료진이 손위생을 하지 않았을 때 리마인드 할

것을 격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의사결정 영역 또한 높은 참여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인터넷, TV, 뉴스 등을 통한

의료 정보의 대중화와 소비자의 권리의식 증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안경애 등,

2006). 건강정보이해력과 질병에 대한 지식은 대상자의 의사결정 참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Sinding & Wiernikowski, 2009; 이지영, 2017), 군 병원 의료

진은 입원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의 자기결정권 및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이한슬기, 2016; Dorcy & Drevdahl, 2011).

한편, 입원 기간, 퇴원 후 주의사항, 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문할 의지

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하기 영역에 군 병원 입원환자들은 가장 낮은 참여 의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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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에 의존하는 환자들의 수동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Hwang & Choi, 2006; Krupat et al., 2000), 환자의 내성적인 성격,

질문하기 어려운 상황적 특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김찬중 & 이종학, 2016).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가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질문하고 명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질문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군 병원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질문하기, 확인하기, 보고하기 영역

에서의 환자참여 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경희(2018), Davis 등

(2011a)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의료진이 환자참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군 병원 입원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 방안임을 시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료진의 환자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과 수용적 태도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의료진

을 대상으로 환자참여문화를 조사한 신경은(2018)의 연구에서 간호사의 56%가 환자

참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87%가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하였다. 따라서, 환자참여에 대한 군 병원 의료진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의료진 대

상 환자참여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정보제공 영역에서는 의료

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환자참여 의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중요성 강조가 군 병

원 입원환자의 참여 의지를 감소시킨 이유에 대해 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원인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군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건강관심도에 따

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가 적극적으

로 정보를 구하고,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의료기관 및 환

자전담인력은 군 병원 입원환자들이 환자안전 및 환자참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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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의 주요 관련 요인을 살

펴보았을 때, 환자안전 지식은 50점 만점 중 평균 43.56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

여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 지식을 측정한 안진옥(2016)의 연구에서의 평균

32.10점, 민간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지원(2019)의 연구에서의 평균 35.51점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지식의 각 문항별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진이 손씻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가 평균 4.73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범국민 손씻기 운동', ‘올

바른 손씻기 6단계’와 같은 캠페인을 시행하고,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손위생의 중요

성을 강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백은화, 2014; 오향순, 2015). 반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과정과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환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낮은 지식 수준을 보여 안

전사고를 인지할 수 있는 환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사고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절차

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90% 이상의 대상자가 환자

참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환자 역할에 대

한 지식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

고 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관련 요인 중 건강관리 자기효

능감은 96점 만점 중 평균 76.61±14.27점(평균평점 3.19±0.59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염 환자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Cho & Park(2019)의 연구에서

평균평점 2.01점, 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2020)의 연구에서 평균 92.47점(총점 120점

기준)을 96점 만점으로 변환하였을 때의 68.47점보다 높았다. 또한, 원 도구를 사용하

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류은진 & 박미경(2017)의 연구에서의 평균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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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점, 정계선(2020)의 연구에서의 평균평점 2.9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장병 대상 보건교육과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진행한 결과

로 볼 수 있다(국방부, 2019; 국방부, 2009; 현진숙 등, 2013). 그러므로 군 장병의 건

강관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대에서는 주기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

한 교육을 제공하고, 개인이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하여야겠다. 또한,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상대

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영양관리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중점적으로 강화시킬 필요

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군 병원 입원환자가 인지한 의료진과의 관계는 105점 만점 중 평균 88.23점(평균평

점 5.88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척수손상 환자가 인지한 의료진과의 관계를

측정한 김애리(2010)의 연구에서의 평균 56.2점,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애리

(2015)의 연구에서의 평균 51.6점, 화상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

평점 4.33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영숙 & 이미영, 2007). 군이라는 위계질

서가 뚜렷한 집단에서 환자와 의료진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군 병원 입원환자들은 의료진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대상자들은 의료진과의 관계 하위영역 중 정서 영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김홍태(2002)와 김학빈(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세

개 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으로 문항별 점수에서도 ‘의

료진이 말한 내용이 이전과 다를 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어렵다.’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군 병원 입원환자들이 의료진과 의사소통 하는데 어

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군의관 및 간호장교는 입원환자들에게 치

료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환자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여야 하며, 환자

들이 적극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또한,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

입하여 군 병원 입원환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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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상황에서는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의료진과의 관계가, 의료진의 격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안전 지식과 의료진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먼저, 환자안전 지식은 의료진의 격려가 있는 상황에서 환자참여 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참여를 격려하는 상황

에서는 의료진의 격려를 바탕으로 안전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환자안전

지식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환자안전 지식이 환자참여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은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장승경, 2019; Longtin et al., 2010; 표지희 등,

2018; Davis et al., 2012b). 하지만, 지금껏 환자안전은 의료소비자의 관심 주제가 아

니었으며(Martin et al., 2013), 국내 환자안전 교육은 주로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되

어왔다(김윤숙 등, 2019). 따라서,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를 증진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

고,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군 병원 환자안전교

육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육 내용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군 병원

입원환자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팜플렛, 포스터, 비디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병동 단위 활동을 진행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입원환자의 접근성을 높

일 필요가 있으며, 군 병원 차원에서는 환자안전 지식 향상을 목표로 환자안전 퀴즈

대회, 손씻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겠다.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상황에서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를 향상

시키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적 중재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건강관리 행

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

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건강교육 및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진될 수 있으며(박성

태 & 엄우섭, 2010; 엄선옥 & 이인숙, 2017), 군 장병의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높이기

위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부대 내 건강관리 행

위를 생활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군 장병의 건강관리행위

를 방해하는 환경상의 장애 요소와 주변의 격려 부족과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장병

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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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에서 안전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사실적이고 도전적인 안전활동의 참

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ishop et al., 2015), 오류 예방에 대한 자기효

능감은 환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bbard

et al., 2005). 환자안전과 관련된 특정 정보에 대한 노출은 대상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참여 의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Schwappach, 2010),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건강관리 자기효

능감 증진과 함께 안전활동 참여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진과의 관계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Angel & Frederiksen, 2015; 정수진 & 황지인, 2017; Lee et al, 2020). 환자참여 활

동이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관계가 가장 중

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진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환자와 의료진의 우호적 관계는 의료진의 권고나 처치에 대

한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박진영 등, 2015), 같은 맥락에서 의

료진과의 협력적 관계는 환자참여 권고에 대한 환자의 인식 및 수용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자와의 관계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의사소통 방식

으로(최운정 & 강지숙, 2018; Schenk et al., 2019), 군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측면을 지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여 환자

참여 의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반면, 의료진의 바쁜 업무 환경은 의료진과의

관계 형성에 장애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최운정 & 강지숙, 2018), 군 병원 의

료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 상호

작용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참여 의지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수

립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군 병원 입원환자들이 의료진과의 관계 형성에 관심

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Speak UP’, ‘It’s OK

to Ask’, ‘Ask Me 3Ⓡ’ 등의 활동을 진행하여 개방적 의사소통 분위기를 구축, 대상자

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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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세 개 군 병원을 편의 추출하여 표본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군 병원 입원환자에게 일반화시켜 해석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는 135명이었으나 미완성된 설문과 부정확

한 설문을 제외한 133부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 지식

을 측정하였으며, 이는 대상자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

다.

넷째, 본 연구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적 상황에서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

참여 의지와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때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를 조사하였

다.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

나 측정도구의 제한으로 의료진의 격려와 환자참여 의지와의 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

다. 따라서, 의료진의 환자참여에 대한 격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의료진의 격려가 환자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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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 정도를 파악하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편의 추출한 세 개 군 병

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6일까지 진행

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13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29세였고, 성별은 남성이 130명(97.7%)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8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계급은 병

사가 86명(64.7%), 간부가 47명(35.3%)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1.12일이었

으며,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1명(38.3%), 복용 중인 약물이 있

는 대상자는 86명(64.7%), 수술 및 시술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11명(83.5%)이었다.

평균 입원 횟수는 2.23회이었으며,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한 대상자는 6명(4.5%), 환자참

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는 121명(91.0%)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심

도가 높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67명(50.4%), 110명(82.7%)이었다.

대상자의 환자안전 지식은 평균평점 5점 만점에 4.35점,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평

균평점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19점, 의료진과의 관계는 평균평점 7점 만점에 5.88점

이었다.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평균평점 4점 만점에 3.63점, 의료진의 격

려가 있을 경우, 평균평점 3.69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건강관심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 환자참여 의지가 높

았다(t=-3.725, p<.001).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에도 건강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한



- 50 -

경우 환자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5, p=.011).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는 환자안전 지식(r=.463, p<.001), 건강관

리 자기효능감(r=.597, p<.001), 의료진과의 관계(r=.638,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료진의 격려 있을 경우에도 세 개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관리 자기효

능감(β=0.272, p=.009), 의료진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β=0.424 p<.001), 모형의 설명력

은 44.3%이었다.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 지식(β=0.200 p=.042), 의료진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β=0.405, p<.001), 모형

의 설명력은 33.6%이었다.

본 연구는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와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일반적 상황에서는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의료진과의 관계

가, 의료진의 격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안전 지식과 의료진과의 관계가 환자참여 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병원 입

원환자를 위한 환자안전 및 환자참여 교육을 개발 및 제공하고,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진과의 관계는 환

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군 병원 입원

환자와 의료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의료진이

환자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군 병원 차원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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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군 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래 환자, 위탁진료 환자 등으로 연구 대상

자를 확대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와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의료진의 격려가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의 격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개인의 의지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가 실제 환자참여 경험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다섯째, 군 병원 입원환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환자참여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확인된 환자안전 지식,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의료진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와 군 병원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는 환자참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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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환자안전 지식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나는 환자안전사고가 무엇을 말하는지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4.09±0.92

나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67±1.15

나는 환자가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3.96±1.02

나는 나의 질환과 치료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44±0.67

나는 낙상 예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61±0.68

나는 나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47±0.74

나는 내가 받은 각종 검사나 시술, 수술의 목적과 주의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49±0.68

나는 환자확인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52±0.69

나는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료진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4.48±0.66

나는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진이 손 씻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73±0.49

Total 43.56±5.65

Average Mean±SD 4.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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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나는 나에게 유익한 운동을 할 수 있다. 3.29±0.90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을 수 있다. 3.37±0.91

나는 나의 규칙적인 일상 속에 운동을 포함할 수 있다. 3.32±0.86

나는 지역사회(주변)에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다. 3.38±0.88

나는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 3.01±0.96

나는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다. 3.38±0.73

나는 운동을 언제 그만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3.16±0.92

나는 내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3.12±0.93

나는 어떤 증상이 생길 때 의사나 간호사에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3.38±0.78

나는 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3.36±0.77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충고해 줄 의사나 간호사를

찾을 수 있다.
3.25±0.91

나는 내 몸에 나쁜 변화가 오는지를 발견해 낼 수 있다(예: 욕창, 호흡문제). 3.22±0.86

나는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13±0.87

나는 내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3.27±0.83

나는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 3.02±0.92

나는 어떤 음식에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지 말할 수 있다. 2.63±1.08

나는 어떤 음식이 나에게 좋은지 라벨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2.74±1.07

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2.98±0.92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친구와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3.20±0.92

나는 내가 받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3.11±0.96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35±0.80

나는 규칙적으로 이를 닦을 수 있다. 3.50±0.68

나는 건강해지려면 내 체중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3.23±0.93

나는 매일 내가 마셔야 될 양만큼의 물을 마실 수 있다. 3.22±0.86

Total 76.61±14.27

Average Mean±SD 3.1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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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의료진과의 관계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나는 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알고 있다. 5.12±1.39

의료진이 말한 내용이 이전과 다를 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하

는 것이 어렵다.Ⓡ
5.01±1.75

의료진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보살펴준다. 6.18±1.12

의료진의 말을 이해 못하였을 때, 다시 물어보기가 어렵다.Ⓡ 5.68±1.56

의료진은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준다. 6.20±1.09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의료진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5.33±1.74

의료진에게 나의 새로운 증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렵다.Ⓡ 5.84±1.41

치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렵다.Ⓡ 5.89±1.37

의료진은 나를 존중해준다. 6.31±1.06

나는 치료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다. 5.96±1.14

의료진과 이야기하고 나면 앞으로 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알게

된다.
5.76±1.20

의료진과 이야기할 때 때로는 모욕감을 느낀다.Ⓡ 6.44±1.12

의료진에게 질문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6.09±1.31

의료진은 치료과정을 명확히 설명해준다. 6.22±0.98

의료진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6.20±0.98

Total 88.23±13.64

Average Mean±SD 5.88±0.91

Ⓡ: 역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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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of patient participation in

ROK Military Hospitals

Woo, Seon Yeong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willingness of

patient participation in ROK Military Hospitals.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urvey study, and the data ware collected from October 26, 2020, to November 6,

2020. The 133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the patie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were health-related self-efficacy and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When encouraged by the medical staff, the factors affecting the patient's

willingness were the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the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and campaigns to increase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awareness of

patient participation and develop programs that can enhance health-related

self-efficacy. Besid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staff and develop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patients and medical staff.

Key words: Military hospital inpatient, Patient Safety Knowledge, Health-related

Self-efficacy, Patient-Provider Relationship, Willingness to Patient

Participate in Patient 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