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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부족한 제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

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석사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논문의 시작부터 마무리에 닿기까지 논문을 지도해주신 임영미 교수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사랑과 세심한 지도 속에 힘든 고비를 버

틸 수 있었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저를 이끌어 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앞으로 교수

님의 가르침에 따라 듬직한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진행 속에서도 

묵묵히 뒤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도해주신 김기경 교수님, 이 논문으로써 감

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쁜 시간 속에 늘 시간을 내어 아낌없는 조언과 멘탈

을 잡아주신 김기연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석사과정 

시작부터 논문을 마칠 때까지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셨던 박소미 교수님, 송희영 

교수님, 신윤희 교수님, 최지혜 교수님, 허혜경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김앵도 간호

국장님, 강은희 간호부장님, 백지윤 간호부장님, 추미경 간호부장님, 홍승아 간호부

장님, 권미경 간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24시간 힘든 간병에도 자료수집을 허락해 주

시고, 참여해 주신 간병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학업에 대해 많이 망설였던 저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이 되어주신 전 서영희 

차장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26병동 식구들, 바쁜 업무에도 

항상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함정숙 차장님 덕분에 매 순간 행복했고, 무

사히 학업을 마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조금만 힘내라고 아낌없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황윤정 선

배님, 긍정에너지로 이끌어주셨던 백기영 선배님, 대학원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늘 

힘이 되었던 동기 김지혜, 윤가현 선생님, 늘 즐겁게 맞아주셨던 김미향, 신수지, 이

근희, 최고은, 최수정 선생님, 그리고 묵묵히 힘이 되어 준 박신영, 이소영 언니에게

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연희 엄마, 이명우 아빠, 그리고 동생 이상선, 이상은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던 저에게 묵묵히 어깨를 내어주

고 큰 힘이 되었던 김수철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힘든 대학원 과정이었지만,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

니다.‘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시작하는 마음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소중했던 학교생활을 뒤로 하고, 부끄럽지 않은 간호사가 되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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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환자안전을 위한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과의 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대상자는 강원

도 소재 일개 상급종합병원 간병인 129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Wollack(1971)의 SWU 

(Survey of Work Value)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한 김선희

(2019)의 직업의식 도구, 박미정 등(2013)이 개발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도구를 

간호보조인력에 맞게 수정·보완한 강현경(2017)의 환자안전태도 도구, 그리고 박소

정(2008)의 안전간호활동 도구를 간병인에 맞게 수정·보완한 정은영(2019)의 환자안

전활동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3월 말부터 3주간 설문지 조사로 

시행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

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정,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의식의 문항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55점, 환자안전태도는 

4.07점, 환자안전활동은 4.71점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및 환자안전활동과의 관계에서 직업의식

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태도가 높았으며 (r=.27, p<.001),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환

자안전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r=.28, p<.001).  

4.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태도 중 직업의식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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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60, p<.003).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간병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간

병인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활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 수준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

육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 환자안전, 간병인,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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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환자안전 통계연보(2020)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환자 안전사고는 총 11,953

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3배인 2,703건 증가하였으며, 보고된 11,953건 중 낙상은 

44.3%로 가장 많았고, 특히 입원실에서 안전사고가 43.5%로 가장 많이 발생 되고 있

다.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유입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에 위축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자안전은 건강관리 과정에서 위해가 없고,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WHO, 2020), 환자 안전과 활동은 필수 불가결의 관계이다. 환자안전법이 2020

년에 개정되고 의료기관은 안전한 의료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환

자안전에서 환자 및 주 보호자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환자안전이 위

협받고 있다(신선화, 2020).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

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저출산은 가족 기능을 감소

시키고, 외상, 만성질환, 인구 고령화로 인해 환자를 돌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주 보

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황나미, 2010). 간병인은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환자 회복

을 돕는 인력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제거해 주고, 환자 가족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길현희, 최정실, 2012). 이런 변화로 간병인의 수요

는 증가하고, 간병 업무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대되며,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

다(서영주, 2011).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보호

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관리를 주 보호자인 간병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실천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다(통계

청A, 2020). 이를 반영하여 환자안전법에서는 안전관리 활동의 대상으로 환자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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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호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환자안전법에 의해 운영되는 안전관리모니터링 기관

인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환자안전주의경보(2020)를 볼 때 주 보호자에 간병인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간병인에 대한 국가자격관리제도는 아직 없고,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인의 직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한 것이 전부이며, 민간기관에 의한 인력관

리 및 고용네트워크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영석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 간병인이 활용되고 있으며, 급성기 입원환자 중 간병

인의 이용 실태는 2010년 1월 기준 19.0%로 5명 중 1명의 환자가 간병인을 이용하였

고(곽찬영, 2010), 의료기관 중 간병인 이용률은 병원 18.0%, 상급종합병원 14.7%, 

종합병원은 13.02% 순으로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다(곽찬영, 김신정, 강경아, & 임은

실, 2013). 하지만, 간병인은 법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다(황나미, 2010).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영석 등(2010)은 환자의 보호자 또는 일시적으로 고

용된 간병인들이 환자 옆에서 입원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며, 간병 수요는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격기준과 체계적 교육과정이 제도화되지 못해 

안전활동의 위험성이 있어, 간병인에 대한 교육, 관리 및 지도 등 전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자안전활동을 위하여 주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간병인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재고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간병인은 직업적 활동을 통해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돌보는 인력으로서, 간병

인의 직업의식이 환자안전활동과 관련되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오현숙, 2019)가 있

다. 직업의식이란 개인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정신적 태도로, 직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최연숙, 2004), 직업의식은 수행업무의 

질과 관계가 있고, 직무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대상자에게 영향을 끼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다(이부심, 

2009). 

   박종덕, 정현주(2020)의 연구에서 환자안전활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환자안전태도

와 수행능력의 필요성을 시사했고, 이를 위해서 환자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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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은 많은 연구에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김은정, 2016; 문미영, 김지영, 2018; 박종덕, 정현주, 2020; 

손숙현, 2016; 서지혜, 정은영, 2020; 허성수, 강희영, 2015), 양영선(2015)의 연구

에서 환자안전태도는 안전사건보고장려에서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환자안전활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태도로 나타났다(김은정, 2016; 장경숙, 2018). 

또한,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춘 뒤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박정혜, 2011; 허성수, 강희영, 2015) 환자안전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사하

게 요양병원 간호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강현경, 2017; 

김미영. 2019; 오현숙, 2019) 등이 제한적으로 있었으며,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

동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강현경, 2017; 서지혜, 정은영, 2020), 이와같이 안전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간호사 외에도 보호자, 병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자안

전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안나, 박정숙, 2021; 김은경, 강민

아, 김희정, 2007; 김효선, 2016; 박미정, 김인숙, 함영림, 2013; 박은진, 한지영, 

2018; 이영아, 2009; 최선욱, 전민철, 2018), 입원한 환자를 수발하는 간병인의 환자

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의 관련성을 파

악하여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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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태도가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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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 직업의식

  

  이론적 정의 : 직업의식이란 개인이 직업 활동으로 내·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직업이나 일에서 가지는 관념, 가치, 습관, 인식 등의 포괄적  

               인 가치의 체계를 말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Wollack(1971)의 SWV(Survey of Work Value)와 서영  

               주(2011)를 바탕으로 김선희(2019)가 수정·보완한 직업의식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환자안전태도

  

  이론적 정의 : 태도는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상황에 대해 취하는 입장

              (표준국어대사전, 2021), 환자안전태도는 필요하지 않은 위험과 재해

              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를 말한다(김은정,2016).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박미정, 김인숙, 함영림(2013)이 개발한 환자 안전   

               중요성 인식도구를 강현경(2017)이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  

               여, 내용타당도 검증한 환자안전태도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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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안전활동

 

  이론적 정의 : 환자안전활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

호의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관련 기관

ㆍ법인ㆍ단체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행위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박소정(2008)의 안전간호활동 도구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 증원에서 발간한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기준집    

               (Ver 2.0)을 바탕으로 정은영(2019)이 개발한 환자안전활동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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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 관련성을 파악하여 직업의식과 환

자안전태도가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강원도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선정은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선행연구(강현경, 

2017; 김미화, 2019; 오현숙, 2019)를 바탕으로 검정력(1-β) .85, 중간효과크기(f2) 

.15, 유의수준(α) .05를 고려하였으며, 예측변수 8개요인(이지혜, 2011; 장경숙, 

2018; 정은영, 2019; 허성수, 강희영, 2015)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

출한 결과 120명이었다. 이중 탈락률 10%(김미화, 2019)를 고려하여 132명을 연구 대

상자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32명이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129부를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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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정기준

(1)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환자 간병 업무를 수행한 자(정은영, 2019) 

  

(2)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진행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에 동의한 자

(3) 설문지의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2) 제외기준

 

(1)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 미만 환자 간병 업무를 수행한 자(정은영, 2019)

 

(2) 한국어 읽고 쓰기가 원활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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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으로 구성되며, 

사전에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선행연구(정은영, 2019)를 바탕으로 인구학적 

특성(교육정도, 성별, 연령), 직무 관련 특성(총 근무경력, 최근 1년간 환자 안전교

육 경험 유무, 최근 1년간 환자 안전사고 경험 유무) 6문항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

무, 간병인 교육 수료 단체 이름, 환자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 총 9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직업의식

  본 연구의 도구는 직업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Wollack(1971)의 SWV(Survey of Work 

Value)를 바탕으로 서영주(2011)가 문항내용과, 문항 수를 수정·보완한 도구를, 김

선희(2019)가 문항을 9문항에서 8문항으로 수정한 직업의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 직무헌신, 소속감, 사명감, 근속의지, 근무자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

다’ 1점,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영주(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81 이었고, 김선희(2019)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3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6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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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환자안전태도

  본 연구의 도구는 환자안전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박미정, 김인숙, 황영림(2013)이 

개발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도구를 강현경(2017)이 간호보조인력에 맞게 어휘와 

문항수를 수정·보완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환자안전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안전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미정, 김인숙, 황영림(2013)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 이었고, 강현경(2017)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s α=.83으로 나타났다. 

              

2.3.4 환자안전활동

  본 연구의 도구는 환자안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박소정(2008)의 안전간호활동 도

구를 정은영(2019)이 연구 대상자인 간병인에 맞게 6점 Likert 척도에서 5점 Likert 

척도로 변환하였으며, 항목 중 시설점검, 대상자 식별, 의사소통, 투약, 수혈, 항목

을 제거하고, 욕창 항목을 추가한 뒤 어휘를 수정·보완하여 만든 안전간호활동 도구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낙상 7문항, 대상자 교육 4문항, 감염 9문

항, 욕창 3문항, 소방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 2점, ‘가끔 수행 한다’ 

3점, ‘자주 수행한다’ 4점, ‘항상 수행한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안전 

활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소정(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7이었고, 정은

영(20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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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승인(CR320196)받은 후에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강원도 W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

인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해당 상급종합병원 간호국

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고 시행

하였다. 또한 해당 간병인 단체의 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허락 받은 후, 선정

기준에 맞는 간병인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로 한 간병인에게 직접 설문

지와 밀봉 봉투를 제공하여, 응답 된 설문지는 밀봉 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32명이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29부를 자료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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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WIN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wo      

 sample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 안전 태도, 환자 안전 활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태도가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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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CR320196)을 받은 후, 해

당 병원 간호국장과 간병인 민간단체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실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

명 후, 연구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비밀보장, 위험과 이익, 연구 

철회 가능성. 자료의 보관 및 폐기 등의 윤리적 측면이 고려된 연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작성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직접 수거하

고,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참여자의 비밀을 보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외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중 보안 암호를 이용하고,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자료 보

관 후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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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129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으

로 성별은 남성 5명(3.9%), 여성 124명(96.1%)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평균 

63.62세±5.08로 49세에서 79세까지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60-69세 97명(75.2%)이 제

일 많았고, 60세 미만 22명(17.0%), 70세 이상 10명(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초졸이하 20명(15.5%), 중졸 50명(38.8%), 고졸이상 59명(45.7%) 순으로 나타

났다. 직무관련 특성에서 근무경력의 평균은 123.77개월(표준편차=66.48)로 약 10년

이었고, 근무경력의 범위는 8개월에서 324개월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 5년 초과 10

년 이하인 대상자는 44명(34.1%), 10년 초과 15년 이하인 대상자는 35명(27.1%), 근

무경력 5년 이하의 대상자는 29명(22.5%), 근무경력 15년 초과는 21명(16.3%)의 순으

로 나타났다. 간병인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123명, 95.3%), 

안전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88.4%(114명)이었고, 안전사고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7.9%(36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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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9)  

변수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범위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

여성

5(3.9)

124(96.1)

-

연령 60세미만 

60-69세 

70세 이상

22(17.0)

97(75.2)

10(7.8)

63.62±5.08 49~79

최종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이상

20(15.5)

50(38.8)

59(45.7)
-

직무

관련

특성

근무경력

(개월)

60이하 

61-120 

121-180 

181이상

29(22.5)

44(34.1)

35(27.1)

21(16.3)

123.77±66.48 8~324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

있다

없다

123(95.3)

6(4.7) -

안전교육

유무

있다

없다

114(88.4)

15(11.6)
-

안전사고

경험 유무

있다

없다

36(27.9)

93(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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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정도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정도는 <표 2>와 같다. 직업의식

의 문항 수는 8문항으로 문항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55±0.44점, 범위는 22~40점

이었고, 환자안전태도의 문항 수는 14문항으로 문항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07±0.49점, 범위는 31~70점이었으며, 환자안전활동의 문항 수는 29문항으로 문항

평균 점수는 4.71±0.26점, 범위는 112~145점이었다.

  직업의식에 대한 문항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직업의식에서 가

장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간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90±0.56점)이었고, 그 다음은‘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긍지와 보람이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하십니까?’(4.18±0.68점)의 순이었다. 

  환자안전태도에 대한 문항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 2>와 같다. 환자안전태도

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문항은 ‘환자안전활동은 중요하다’(4.39±0.63점)이었고, 

그 다음은 ‘환자안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4.34±0.66점)의 순이었다. 반면 

‘환자안전에 대한 업무지침은 완화되어야 한다’(3.40±1.32점)가 가장 점수가 낮았

다.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문항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부록 3>과 같다. 환자안전활동

의 5가지 하부영역 중 욕창 영역의 문항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4.93점으로 가장 높

았으며, 그 다음은 감염(4.89점), 낙상(4.84점), 교육(4.75점), 소방(4.07점)의 순이

었다. 또한 환자안전활동의 29문항 중 가장 높은 문항은 ‘침대의 침상 난간을 항상 

올린다’(5.00점)로 대상자 모두가 항상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연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3.08±1.67점)가 가장 낮은 문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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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정도

                                                                      (N=129)

문항 수 M±SD/실수(%) 문항 M±SD 범위

직업의식 8 28.32±3.53 3.55±0.44 22~40

환자안전태도 14 56.79±6.99 4.07±0.49 31~70

환자안전활동 29 136.10±8.07 4.71±0.26 1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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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

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 안전교육 유무, 안전

사고 경험 유무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의 차이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남성(137.80±6.53)이 여성보다(136.03±8.15) 환자안전활동의 점수가 조

금 더 높았고, 학력에서는 고졸이상(137.36±7.06)의 점수가 초졸이하(132.75±9.26)

와 중졸(135.96±8.47)보다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높았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

지한 대상자(136.16±7.99)가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134.83±10.59)보다 환자안전활

동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안전교육 받은 대상자(136.39±8.04)가 받지 않은 대상자

(133.87±8.27)보다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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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차이

 (N=129)

p<.05

항목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t/F/r p

성별   남성

여성

5(3.88)

124(96.12)

137.80±6.53

136.03±8.15

.478 .633

연령

  

 - - -.044 .619

최종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이상

20(15.5)

50(38.8)

59(45.7)

132.75±9.26

135.96±8.47

137.36±7.06

2.498 .086

근무경력(개월)

  

 - - .023 .795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

있다

없다

123(95)

6(4.7)

136.16±7.99

134.83±10.59

.392 .695

안전교육 유무 있다

없다

114(88)

15(11.6)

136.39±8.04

133.87±8.27

1.141 .256

안전사고경험 

유무

있다

없다

36(27.9)

93(72.1)

136.22±9.80

136.05±7.36

.093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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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

와 같다.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r=.27, p<.05) 직

업의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활

동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r=.28, p<.05)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과의 상관관계

                                                                      (N=129)

변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

r

직업의식 1 　

환자안전태도 .27* 1

환자안전활동 .28* .14 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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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가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환자안전활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입

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고

자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1이상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

자(VIP: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

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87, p<.05).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

전태도가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

구결과에서 직업의식(β=.60, p<.05)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8.5%이었다. 

<표 5>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가 환자안전활동에 미치는 영향

                                                                                

                                                                      (N=129)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Tolerance
B SE β

직업의식 .60 .20 .26 2.98 .003* .926

환자안전

태도
.08 .10 .07 0.81 .419    .926

R2= .085

Adjusted R2= .071

F= 5.87

p=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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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본 연구는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의 관련성을 파악함으

로서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

다. 

  간병인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성이 96.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60

대 이상의 대상자가 83%로 간병인들의 연령이 높고, 간병인 경력이 6년 이상으로 75%

을 차지하여 고연령에 경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정은영, 2019; 오현숙, 2019; 김선희, 2019)에서 60대 이상이 약 29%

에서 74%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선행연구 중 절반이상이 서울소재에 살고있는 대상자

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가 속해있는 지역보다 다양한 인구계층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연구 간병인의 연령이 높은 이유로 강원도지역이 포함된 행정구

역별 고령 인구비율이 21.2%, 서울특별시 고령 인구비율이 16.4%, 경기도 고령 인구

비율이 13.5%로 강원도지역의 고령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B, 

2020). 근무경력은 간병인을 대상으로 길현희와 최정실(2012)의 연구에서 3년 미만이 

약 50%를 차지하고, 정은영(2019)의 연구에서도 5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병인

이 43%, 서지혜와 정은영(2019)의 연구에서도 1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병인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근무경력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최율정, 심현보

(2012)의 간병인 연구에서 업무시간이 길고, 육체적인 자세 부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은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근

골격계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129명

의 대상자 중 36명(28%)이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경험에서 낙상, 욕창, 감염의 순

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2019년 환자안전 통계연보(2020)의 사고 종류별 보고현황에

서 낙상의 건수가 44.3%로 제일 높았던 보고와 유사하게 나왔다. 이는 간병인이 연

령, 성별, 학력 및 경력과 무관한 직업(오은진, 노은영, 2010)으로서 고려해볼 때, 

환자안전을 위한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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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간병인이 경험한 안전사고가 낙상, 욕창, 감염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간병인

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환자 안전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및 환자안전활동 정도를 분석한 결과, 먼

저 간병인의 직업의식을 살펴보면 직업의식의 문항 평균은 3.54이었으며, 다른 선행

연구(서영주, 2011; 오현숙, 2019; 이부심, 2009; 이지혜, 2011)와 유사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직업의식을 문항별로 보았을 때 ‘간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

각하십니까?’문항은 4.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오현숙(2019)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소명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결과와 같은 문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몸이 불편한 날에도 간병 일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문항은 

가장 낮은 점수 2.23점을 보였는데, 이는 서영주(2011)의 연구에서 근무 중 손상은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처럼 신체의 건강은 근무에 영향을 미쳐 손상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환자안전태도의 문항평균은 4.07점이었으며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하여 요양병원 간호보조인력 또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강현경, 2017; 서지혜, 정은영, 2020)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환자안전태도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환자안전활동은 

중요하다‘로 강현경(2017)의 연구에서 ‘우리 부서원들은 항상 환자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와 같이 환자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높은 환자

안전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무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환자안전활동의 문항평균 점수는 4.71점이었으며, 다른 선행 연구(강현경, 

2017; 김미화, 2019; 장경숙, 2018; 정은영, 2019; 오현숙, 2019)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인증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수행이 이뤄지고 있어 환자안전활동 수행이 어느정도 표준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자안전활동 하부 영역 중 욕창 예방에 대한 안전활동 점수가 낙상, 감염 

등의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정은영, 2019)의 결과에서는 환자안

전활동 중 낙상 예방에 대한 안전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

다. 이는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 기능의 차이로 인하여 간병인이 인

식하는 환자안전활동 요구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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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대한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강현경, 2017; 김은

정, 2016; 오현숙, 2019; 정은영, 2019; 허성수와 강희영, 2015)의 결과에서도 소방

영역에서의 환자안전활동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영역

의 점수가 낮게 나타낸 것은 COVID-19 확산 및 예방조치로 안전교육이 이전처럼 대면

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소방교육은 직접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근무 특성상 모든 간병인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간병인들의 근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병인의 연령, 학력 및 근무경력에 따라 환자안전활동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근 1년간 안전교육여부 및 안전사고 경험여부와 환자안전활동

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양병원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정은영, 2019; 오현숙, 2019)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 교육여부 및 환자안전사고 

경험 여부에 따른 환자안전활동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었다. 이에 환자안전 교육과 안전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안전활

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및 환자안전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태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나타났

으며 또한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활동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태도 및 인식이 높았으며,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환

자안전활동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요양병원 간호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

(오현숙, 201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활동은 

개인의 직업에 대한 가치, 신념 및 인식과의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러나 환자안전태도와 환자안전활동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강명숙, 

장연수, 송의림(20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장경숙(2018)의 연구결과에서 환자

안전태도가 환자안전활동의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간병인의 직업의식이 환자안전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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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병인이 직업에 대한 신념과 인식이 환자안전활동의 중요 

예측요인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오현숙(2019)의 연구에서도 요양병원 간

호보조인력이 인지하는 직업의식이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다. Ajzen(201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신념과 태도, 규범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간병인이지만 직업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직업에 대한 신념과 인식이 환자안전활동에 

관련됨을 확인함으로서 간병인력을 채용, 관리하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직업의식을 중

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간병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간

병인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활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병

인의 환자안전활동 수준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가에서 환자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대상 별 특

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활동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중 주 보호자로서 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간병인의 환자안전 교육과 직업역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표본 선정 시 일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병인의 직업에 대한 신념과 인식이 환자안전활동에 관

련됨을 확인함으로써 간병인력을 채용 및 관리하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직업의식을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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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를 파악하고, 환자안전활

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강원도 소재 

일 상급종합병원의 간병인 1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설문

지 조사로 시행되었다. 

  측정도구는 Wollack(1971)의 SWV(Survey of Work Value)를 바탕으로 서영주(2011)

가 수정·보완하고, 김선희(2019)가 수정·보완한 직업의식 도구, 박미정, 김인숙, 

황영림(2013)이 개발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도구를 강현경(2017)이 간호보조인

력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내용 타당도 검증받은 환자안전 태도 측정도구, 박소정

(2008)의 안전간호활동 도구를 정은영(2019)이 연구 대상자인 간병인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만든 안전간호활동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빈도,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직업의식의 문항평균점수는 3.55±0.44점이었고, 환자안전

태도의 문항평균점수는 4.07±0.49점이었고, 환자안전활동의 문항평균점수는 4.71± 

0.26점이었다. 환자안전활동의 하위항목 중 낙상의 영역평균은 4.84±0.20점, 대상자

교육의 영역평균은 4.75±0.43점, 감염의 영역평균은 4.89±0.22점, 욕창의 영역평균

은 4.93±0.23점, 소방의 영역평균은 4.07±0.8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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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무, 안전교육 유

무, 안전사고 경험 유무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3) 대상자의 직업의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활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직업의식이 높

을수록 환자안전태도가 높았으며(r=.27, p<.001), 직업의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활동

이 높게 나타났다(r=.28, p<.001). 

4)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업의식(β=.60, p<.003)이

었다. 직업의식이 환자안전활동을 높였으며, 직업의식과 환자안전활동을 설명하는 설

명율은 8.5%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의료기관 간병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간

병인의 직업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활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의 환자안전활동 수준이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

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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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추후에는 대상  

   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자안전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여 추가적  

   인 연구의 시도를 제언한다. 

3)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활동 교육프로토콜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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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상자의 직업의식 문항별 평균

(N=129)

순위 M±SD

간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90±0.56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긍지와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8±0.68

귀하의 일이 적성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4.15±0.66

간병일이 항상 몰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12±0.59

다른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간병 일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3.80±1.01

간병을 위하여 개인적인 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32±0.93

집에 볼일이 있는 날에도 간병 일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24±0.93

몸이 불편한 날에도 간병 일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23±0.99

평균평점 3.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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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상자의 환자안전태도 문항별 평균

(N=129)

순위 M±SD

환자안전활동은 중요하다. 4.39±0.63 

환자안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4.34±0.66

우리 부서원들은 항상 환자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4.29±0.82

환자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4.29±0.67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는 병원 의료종사자 중 간호사, 의사에게만 

해당된다.

4.26±0.87

교육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다. 4.09±0.92

환자안전 유지 및 개선방법을 잘 알고 있다. 4.09±0.70

환자안전교육은 간호사가 담당하므로 동료들과 환자안전 개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4.05±0.87

우리 부서원들은 환자안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05±0.79

환자를 돌봄에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다. 4.01±0.94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는 소모성이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3.93±1.06

환자안전활동은 업무생산성에 기여한다. 3.91±1.08

동료의 환자안전을 챙기는 편이다. 3.70±0.87

환자안전에 대한 업무지침은 완화되어야 한다. 3.40±1.32 

평균평점 4.0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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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대상자의 환자안전활동 문항별 평균

                                                                  (N=129)

하위

요인
순위 M±SD

낙상 침대의 침상 난간을 항상 올린다. 5±0

이동 침대 이용 시 침대 난간을 항상 올린다. 4.99±0.88

휠체어로 환자를 옮길 때는 잠금장치를 이용한다. 4.98±0.12

환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한다. 4.97±0.21

보호자가 없는 낙상 고위험 환자의 이동시 항상 동반한다. 4.89±0.42

야간 근무 시 취침 등을 켜 둔다. 4.89±0.40 

환자가 수면 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4.19±1.01

낙상 평균평점 4.84±0.20

교육 이동시 힘든 환자가 화장실 및 샤워실 이용 시에는 장애인용 

수평, 수직 안전손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4.91±0.32

병실 복도 이동시 손잡이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4.78±0.54

입원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를 한다. 4.73±0.69

병실 및 화장실, 샤워실 내 콜벨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4.57±0.88 

교육 평균평점 4.75±0.43

감염 소변백은 방광위치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둔다. 4.99±0.89

환자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 손씻기를 시행한다. 4.98±1.51

소변백을 비우고 난 후 손씻기를 시행한다. 4.98±0.20

감염성, 오염물, 기타 폐기물은 분리수거한다. 4.98±0.12

전염성 질환자 돌봄 제공 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4.94±0.30

전염성 질환자는 따로 구분하여 돌봄 제공을 한다. 4.94±0.27 

환자 돌봄 제공 전 손씻기를 시행한다. 4.87±0.44

병원 내 감염예방에 대한 지침서가 구비되어 있다. 4.67±0.80

정기적인 감염예방 교육에 참여한다. 4.64±0.86

감염 평균평점 4.89±0.22

4.9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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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피부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실금 및 잦은 설사 환자는 주의 깊

게 돌봄을 제공한다.

시트나 각종 라인 및 물품에 의해 환자의 피부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한다.

4.94±0.27

규칙적인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4.88±0.39

욕창 평균평점 4.93±0.23

소방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구역을 알고 있다. 4.78±0.76

화재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4.44±1.03

화재 시 대피 할 장소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4.40±1.04

소방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4.19±1.17

정기적인 소방훈련에 참여한다. 3.52±1.46

금연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3.08±1.67 

소방 평균평점 4.07±0.83

평균평점 4.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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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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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도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원주)에서 석사학위 과정 

중인 간호사로 환자 안전을 위한 간병인의 직업의식, 환자 안전 태도, 환

자 안전 활동을 파악하여,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근거자료 자료로 마련하

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참여대상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방법, 진행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

 (2) 설문지의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3)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 이상 환자 돌봄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본 설문지 작성은 각 병동에서 이뤄질 것이며, 참여 횟수는 1회, 시

간은 약 15분 정도 걸릴 것이며, 감사의 뜻으로 답례품이 증정될 것입니

다. 답례품은 설문지 작성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의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학문적 목적 이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 동의한 경우, 아무런 불

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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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써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귀중한 자

료로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기재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 있다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

원 연구심의위원회(033-741-17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담당자 : 이고은

전화번호 : 010-20**-****

이메일 : 89koeun@hanmail.net  

지도 교수 임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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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하거나(v), 해당 사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번호 질문 답변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남자（　）　　②여자（　）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무학  （ ） ②초등학교（ ） 

③중학교（ ） ④고등학교 ( )

⑤대학교 이상（ ）

4 귀하의 총 근무경력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5 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　②없다（　）

6
간병인 교육을 수료하신 단체 이름은 어떻

게 되십니까?

7

1
최근 1년 이내 환자 안전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　②없다（　）

2

6-1에 ‘예’ 라고 답하셨다면 최근 1년 

이내 받은 환자 안전교육의 종류는 무엇입

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감염（  ）　②낙상（  ）

③욕창（　）　④화재（  )

⑤기타（　）

8

1
최근 1년 이내 환자 안전사고를 경험 

한적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 ②없다（　）

2

6-1에 ‘예’ 라고 답하셨다면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환자안전사고 종류는 무엇입

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감염（　） ②낙상（　） 

③욕창（　） ④화재（  )

⑤기타（  )

9
귀하가 받고 싶은 환자 안전 교육이 있다

면 한가지 이상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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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업의식

* 다음은 귀하의 직업의식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칸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간병을 위하여 개인적인 일을 포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간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간병일이 항상 몰두할 만한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 일이 적성에 맞다 생각하

십니까?

5

하시는 일이 자랑스럽고 긍지와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6
다른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해도 

간병 일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7
몸이 불편한 날에도 간병 일을 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8
집에 볼일이 있는 날에도 간병 일

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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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환자안전태도

* 다음은 귀하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평가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환자안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환자안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3 환자안전활동은 중요하다. 

4 동료의 환자안전을 챙기는 편이다.

5
환자안전 유지 및 개선방법을 잘 알고 

있다.

6
우리 부서원들은 환자안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7
환자를 돌봄에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다.

8
교육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우선순

위는 낮은 편이다.

9

환자안전교육은 간호사가 담당하므로 

동료들과 환자안전 개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10
우리 부서원들은 항상 환자안전을 지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11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는 소모성이므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12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는 병원 의료종사

자 중 간호사, 의사에게만 해당된다.

13
환자안전활동은 업무생산성에 기여한

다.

14
환자안전에 대한 업무지침은 완화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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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환자안전활동

* 다음은 귀하의 환자안전에 대한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항목에 v 표시해주세요.

번호 평가내용

전혀

수행

하지 

않는다

거의

수행

하지 

않는다

가끔 

수행

한다

자주

수행

한다

항상 

수행

한다

1 침대의 침상 난간을 항상 올린다.

2
이동 침대 이용 시 침대 난간을 항상 

올린다.

3
휠체어로 환자를 옮길 때는 잠금장치

를 이용한다.

4
환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한

다.

5
보호자가 없는 낙상 고위험 환자의 

이동 시 항상 동반한다.

6 야간 근무 시 취침 등을 켜 둔다.

7
환자가 수면 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8
병실 복도 이동 시 손잡이를 이용하

도록 안내한다.

9

이동 시 힘든 환자가 화장실 및 샤워

실 이용 시에는 장애인용 수평, 수직 

안전 손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10
입원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내

를 한다.

11
병실 및 화장실, 샤워실 내 콜벨 사

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12
병원 내 감염예방에 대한 지침서가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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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기적인 감염예방 교육에 참여한다.

14
소변백을 비우고 난 후 손씻기를 시

행한다.

15
환자의 기저귀를 교환한 후 손씻기를 

시행한다.

16
환자 돌봄 제공 전 손씻기를 시행한

다.

17
소변백은 방광위치보다 아래에 위치

하도록 둔다.

18
감염성, 오염물, 기타 폐기물은 분리

수거한다.

19
전염성 질환자 돌봄 제공 시 보호장

비를 착용한다.

20
전염성 질환자는 따로 구분하여 돌봄 

제공을 한다.

21

피부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실금 및 

잦은 설사 환자는 주의 

깊게 돌봄을 제공한다.

22

시트나 각종 라인 및 물품에 의해 환

자의 피부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한

다.

23 규칙적인 체위변경을 시행한다.

24
소방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25 화재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26 정기적인 소방훈련에 참여한다.

27
화재 시 대피 할 장소에 대해 숙지하

고 있다.

28
병원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구역

을 알고 있다.

29 금연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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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pational awareness, patient safety attitude,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paid caregivers of hospitalized patients

Lee, Ko Eun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occupational awareness, patient safety attitude,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occupational awareness and patient safety 

attitude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of paid caregivers of hospitalized patient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and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129 piad caregivers of hospitalized patients in a tertiary general hospital 

located in Gangwon-do. The survey data was collected using Occupational 

Awareness Scale, Patient Safety Attitude Scale,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SPSS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occupational awareness, patient safety attitude,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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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ndings showed that both associations between occupational awareness 

and patient safety attitude (r=.27, p<.001), and between occupational 

awareness and patient safety activities (r=.28, p<.001) were significantly 

positive. The finding also showed that the effect of occupational awareness 

on patient safety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positive (β=.60, p<.05). 

  The results show that occupational awareness is important for caregivers 

to perform activities for patient safety. The data in this research, thus, has 

implications that a structured and systematic manpow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uilt to strengthen occupational awareness of paid caregivers to 

improve patient safety activities. 


Key words : patient safety, paid caregivers, Occupational awareness, patient   

              safety attitude, patient safety activ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