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의 질 리와 함께 환자

안 은 보건의료분야에서 매우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 인증평가 항목에서 환

자안 련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환자안 평

가기 을 강화하고 있으며[2], 환자안 법 시행과 환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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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환자안 지식과 환자안 수행자신감을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보건계열

학생 349명이 참여하 고,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 환자안 지식 정답률은 평균 65.7% 다.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평균 7.11±1.74 이었으며 문항별로 살펴보면 환자확인이 높았으며 효과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났

다. 환자안 지식과 환자안 수행자신감의 하부 역인 환자확인, 의사소통, 수술시술, 낙상, 환자안 사고보고는 양의 상

계 고, 환자안 지식과 감염 리, 시설환경은 음의 상 계 다. 보건계열학생들에게 임상실습 환자안 에 한

요성을 높이고 안 한 임상실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환자안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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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on patient safety and performance confidence 

for the subject of health-related major students. Participants were 349 Health-related major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correct answer rate for patients' knowledge on safety was 65.7% 

in average. Average point of performance confidence was 7.11±1.74. Considering in terms of question, patient 

identification was high, while effective communication was shown to be low. Patient identification, communication, 

surgery procedure, fall, patient's safety accident report as the lower domain for patients' knowledge on safety and 

performance confiden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knowledge and infection management, facility environ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for health-related major students, development of patients' safety education program is 

needed to enhance importance of patients' safety before clinical practice and to allow implementation of safe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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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료의 신설 등 국가 으로도환자안 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문화, 분업화됨에 따라 다양한 의

료진이 환자의 치료, 진단, 검사 등에서 연계되면서 환자

안 사고는모든 의료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1,3].

환자안 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 으로 연결되기 때

문에 의료서비스의 질 리에서 요한 요소이다[3]. 최

근 부분의 의료기 은 신규입사직원에게 감염 리, 질

향상 환자안 , 화재 등환자안 련 필수요소를 교

육하고있으며, 재직직원도 년 1회 이상재교육을실시하

고 있다[3].

보건계열 학생들은 졸업 1년이상의 기간 동안 임

상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에서 직간 으로

환자 진단, 치료 간호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

때부터 환자안 에 한 요성과 환자 안 리 활동

태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필수 이다[4]. 한

환자안 은 어느 한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보

건의료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력이 요하기 때

문에[5,6]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환자안 교육은 요하

다고 볼 수 있다. 한 학생들이 임상실습 에는 경험

부족과 환자안 사고에 한 비가 미숙하여 험에 노

출될 우려도 높다[7].

따라서 보건 문가로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잠재 인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교육하고 이러한문제를

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요

하다[8]. 보건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의료 장에서 실무

를 담당하게 되므로 환자안 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군으로 교과과정에서부터 환자안 에 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의료 장의 환자안

극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상이다[9].

의료기 을 상으로 인증평가가 진행되면서 재 모

든 의료기 에서는 신규직원을 포함한 직원을 상으

로 기본 인 환자안 교육이 필수 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계열학생들도 임상실습 에

환자안 교육을 필수 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련 연구를 찾아보면 국외에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에

게 낙상, 의료 련감염, 검사와 처치 오류, 약물오류, 의

사소통, 법 문제, 윤리 등[10,11] 환자안 과 련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보건계열 학

생들에게 시행되는 환자안 교육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보건계열학생의 환자안 과 련된 연구를 보면 국외

에서는 의과 학생을 상으로 환자안 교육을 실시하

여 비 사고, 자기효능감을 높 으며[11]. 처방오류와

구두처방 오류에 한 시뮬 이션 실습을 통해 의과 학

생의 약물처방 지식을 높 고[12], 의과 학생, 간호 학

생, 약학과 학생, 보건계열 학생들을 상으로 강의, 토

론, 로젝트,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환자안 지식과

자신감을 높 다[8,13-15].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 응 구조학생의 환자안 리에 한 지식, 태

도, 수행자신감과의 계[1,4,16], 험 지훈련을 통한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과정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있었으나[17] 그 밖의 보건계열학생들에 한 연

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기 에서 가장 요한 핵심은 환자안 이며 이것

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 근

거기반을 마련하기 한 연구 등 련분야의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을 상으로 환자안 지

식과 수행자신감 정도를 악하여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

상 실습 환자안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보건계열 학생의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을 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보건계열 학생의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

정도를 악한다.

둘째, 환자안 경험에 따른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

신감을 악한다.

둘째, 보건계열 학생의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의

상 계를 악한다.

2.1 연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생의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

감을 악하고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의 상 계

를 악하기 해 시도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의 상은 D지역 보건계열 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수행한 보건계열학생을 상으로

하 다. G-power program을 사용하여검정력 0.95,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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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0.05, 간효과크기 0.2로 용한 결과 연구에 필요

한 표본수는 262명 이었으며 회수율과 탈락율을 고려하

여 360명를 상으로 설문하 으며, 불성실 응답자 11부

를 제외한 349(96.9%)부를 최종 분석하 다.

2.3 연 도

2.3.1 안전 지식

본 연구에서는 국제의료기 인증평가, 국내의료기

인증평가, 국제환자안 목표의 기 을 근거로 연구자들

이 지식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 다. 개발한 환자안

지식 측정도구는 환자안 담당부서에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된 환자안 담당자 2인, 감염 리 문간호사 2인

에게 검증받아 사용하고,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aity Index, CVI)는 .87이었다.

환자안 지식 측정을 한 총 50문항은 “ ,”, “아니

오”로 응답하며 정답은 1 , 오답은 0 으로 측정되어 최

소 0 에서 최 50 이었다. 수가 높을수록 환자안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R20(Kuder-Richardson Formula

20)은 .68이었다.

2.3.2 안전 수행 신감

연구에서는 국제의료기 인증평가, 국내의료기 인증

평가, 국제환자안 목표의 기 을 근거로 연구자들이 지

식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 다. 개발한 환자안 지식

측정도구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된 환자안 담당자 2

인, 감염 리 문간호사 2인 에게 검증받아 사용하고,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aity Index, CVI)는 .89이

었다.

수행자신감은 10 Likert 척도로, 각 척도의 수는 1

“ 수행하지 못함”에서 10 “완 수행가능”까지의

수를갖는다. 각 문항의 수가 1 으로 갈수록 수행자신

감이 낮음을, 10 으로 갈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

미하 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3이었다.

2.4 료수집

본 연구는 일 학의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IRB

No. 2017-094)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4월-6월까지 하 으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

게 연구의 목 , 연구 참여방법, 연구 참여 단 시에 어

떤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작성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

수하 다. 윤리 고려를 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 다.

2.5 료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1.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 환자안 지식과

수행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 고,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은 t-test,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하 다.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학과가

134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치 생학과,

응 구조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순이었다. 임상

실습 환자안 사고를 찰한 학생이 102명(29.2%)이

있었으며, 교과과정 환자안 과 련된 교과목이 없

다고 답변한 학생이 253명(72.5%)이었다. 상자 환자

안 과 련된 교과목의 필요하다고 답변한 학생이 345

명(98.9%)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y N %

Department

Nursing 134 38.4

Radiological
service

40 11.5

Emergency
medical service

57 16.3

Physical therapy 39 11.2

Dental hygiene 79 22.6

Experience of patient's
safety accident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102 29.2

No 247 70.8

Subject related to
patients' safety in
curriculum

Yes 96 27.5

No 253 72.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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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ategory Question
Correct
answer
rate (%)

Average
correct answer

rate (%)

1

Patient
identification

Patient identification is enforced by using more than two types of index at least 99.4

84.1
2 As an index for patient identification, patient's ward No. or bed No. can be used 61.0

3
When the patient is unconscious or has difficulty in expression, patient identification needs
not to be enforced

92.0

4

Effective
communicatio

n

When the doctor is busy, oral/telephone prescription may be enforced 55.9

81
5

Oral prescription procedure is in the order of writing from dictation, confirmation by reading
back, confirmation of accuracy of information by the prescribing instructor

93.1

6
The doctor who enforced oral/telephone prescription should enforce computer prescription
within 24 hours

94.0

7

High-alert
medication

High-alert drugs include high-concentration electrolyte, heparin, insulin, etc 79.1

89.0
8 High-alert drugs shall be stored in drug storage room together with general drugs 94.3

9
Since administration of high-concentration electrolyte is taboo, it must be diluted for
administration

93.7

10

Surgery
procedure

Display of surgery/procedure part is allowed for all medical personnel participating in
surgery/procedure

74.8

55.3
11

Time out before surgery/procedure is enforced by the medical staff when the patient came
in the surgery room or procedure room

12.6

12 Surgery/procedure part shall be displayed by using a marker difficult to erase 78.5

13

Fall

All hospitalized patients shall have fall prevention education executed 96.8

83.914 To prevent fall of aged patients, restraint shall be applied at night time 55.9

15 For fall prevention, wheel chair wheels, bed wheels, etc. shall be checked up regularly 98.9

16

Patient safety
accident

Upon occurrence of patient's safety accident, the person in charge should be reprimanded 51.9

58.7

17
When a patient feel off the bed without bodily damages, it needs not to be reported as a
safety accident

96.6

18 Unexpected death irrespective of the patient's disease is a sentinal event 75.1

19 The event where accident or would could have occurred is an adverse event 26.4

20
Wound occurring by medical treatment procedure during treatment of the patient rather than
due to the patient's disease or state is a near-miss

43.3

21

Infection
control

Hand hygiene is most effective for prevention of cross infection 97.4

70.7

22 Hand hygiene using water and disinfection soap rather than alcohol hand disinfectant is more effective 23.2

23 Wash hands by using water and soap before meal or after using a rest room 98.

24 10 seconds is suitable as the time for hand hygiene using alcohol hand disinfectant 56.2

25 Gloves can substitute for hand hygiene 72.5

26 When coughing, cough with mouth covered by clothes sleeve or tissue paper 97.1

27 Only injection needle and cannula may be replaced without replacing the syringe 92.6

28 When vials employed for several times such as insulin are used, use sterilized syringe and needle 95.7

29 In the case of lumbar puncture procedure, wear a mask for surgery 84.8

30 When accessing a ward for VRE patients, wear gloves 95.1

31 When accessing a ward for mumps patients, wear a mask for surgery 75.3

32 When wearing a ask for surgery, make sure to conduct Fitting test 9.5

33 When accessing a ward for tuberculosis patients, wear gloves, gown, & N95 mask 3.7

34 Never agin use containers dedicated to medical wastes that were used once 89.1

35 General wastes should not be discarded in containers dedicated to medical wastes 12.0

36 Recap the injection needle after use 67.6

37
Report to medical staff of hospital immediately after occurrence of accident of being pricked
by injection needle

96.6

38 Disinfection is killing of microbes including spore of bacteria on the surface of an object 55.3

39 Sterilized articles & unsterilized articles may be stored in the same space 92.6

40
Upon storage of sterilized articles, those with a shorter effective period shall be placed at
the forefront

99.1

Table 2. Patient Safety Knowledge                                                                   (N=349)



보건계열 학생  안전 지식  수행 신감 : 복합적 접근 223

3.2 대상  안전 지식

상자의 환자안 지식은 Table 2과 같다. 환자안

지식의 체 평균 정답율은 65.7% 으며, 하부안 지식

의 하부 역을 보면 고 험약물 역이 89.0%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확인, 효과 의사소통, 감염 리,

시설환경, 안 사고, 수술시술 역순으로 나타났다. 정

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환자확인은 어도 2가지 이

상의 지표를 사용하여 시행한다.”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낙상 방을 정기 으로 휠체어 바퀴 등을 검한다” 이

었다.

3.3 대상  안전 수행 신감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Table 3과 같다. 수행자신감

평균 7.11±1.74 이었으며 하부 역으로 보면 환자확인,

감염 리, 낙상, 안 사과보고, 시설환경, 수술/시술, 의

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Category Range M±SD

Patient identification 1-10 8.37±2.01

Effective communication 1-10 5.48±2.46

Surgery/procedure 1-10 5.90±3.02

Fall 1-10 7.64±2.36

Patient safety accident 1-10 7.34±2.23

Infection control 1-10 7.77±1.81

Facility management 1-10 6.43±2.26

total 1-10 7.11±1.74

Table 3.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Patient 

Safety

3.4 안전 경험에 따  안전 지식과 수행

신감

상자의 일반 특성에서 환자안 경험에 해당하

는 임상실습 환자안 사고 경험 유무와 교과과정

환자안 련 교과목 유무에 따른 환자안 지식과 수

행자신감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환자안 사고를 직간 으로 경험한 학

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지식 수가 높았으며(t=2.46,

p=.014), 교과과정 환자안 련 교과목이 있는 학생

의 지식 수가 없는 학생보다 지식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6.34, p<.001)

Characteristics Knowledge Confidence

M±SD t(p) M±SD t(p)

Experience of
patient's

safety accident
during clinical

practice

Yes 36.08±3.53

2.46
(.014)

7.34±1.59

1.56
(.120)

No 35.10±3.29 7.02±1.80

Subject related
to patients'
safety in
curriculum

Yes 33.63±2.94
-6.34
(<.001)

7.24±1.71
.853
(.394)

No 36.07±3.30 7.06±1.75

Table 4. Knowledge and Confidence according to 

Experience of Patient’s Safety Accident

3.5 안전 지식과 수행 신감과  계

상자의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의 상 계는

Table 5와 같다. 지식과환자확인(r=.179, p=.001), 지식과

No Category Question
Correct

answer rate
(%)

Average
correct

answer rate
(%)

41

Facility
management

All hospital employees should complete fire-fighting education 97.4

65.1

42 Upon fire, transfer patients by using an elevator 87.1

43
For a fire extinguisher, lit it with hand, pull out the safety pin, & spray toward the spot
as if you were sweeping with a broom

10.6

44 Store the fire extinguisher at an inconspicuous place 94.6

45 Execute measurements of individual exposure dosimeter in every 3 months 85.4

46 When holding a patient for chest filming, the medical staff shall wear a lead gown 93.4

47 When blood sprinkled on eyes, immediately wash with 20cc of saline solution 20.6

48
When more than 10cc of blood is spilled on the floor, wipe if off using cotton with alcohol
followed by disinfection with sodium hypochlorite

19.2

49 Medical equipment for use may be checked up before use 77.9

50
Defibrillator shall be stored after being charged, and checked up with the cod removed
upon checkup

64.5

Overall average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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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r=.109, p=.045), 지식과수술/시술(r=.270, p<.001),

지식과 낙상(r=.165, p=.002), 지식과 감염 리(r=.203,

p<.001)은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지식과 안 사고

보고(r=-.124 p=.021), 지식과 시설환경(r=-1.118, p=.029)

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Category
Knowledge

r(p)

Patient identification .179 (.001)

Effective communication .108 (.045)

Surgery/procedure .270 (<.001)

Fall .165 (.002)

Patient safety accident -.124 (.021)

Infection control .203 (<.001)

Facility management -1.118 (.028)

Table 5. Correlation of Knowledge and Confidence

4. 논

이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계열학생의 환자안

지식정도와 수행 자신감을 악하여 임상실습 보

건계열학생에게 체계 인 환자안 교육을 통해서 안

한 임상실습을 제공하기 한 기 자료를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환자안 지식의 체 평균 정답율은 65.7%로 도구

는 다르지만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Park과 Park[16]

의 연구보다 정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부 역에서 고

험약물, 낙상, 환자확인은 정답률이 높았으나 환자안

사고, 수술시술 련 역은 정답률이 낮았다. 이는 임상

실습시 학생들이 환자 치료, 검사, 간호 등에서 직 으

로 참여도가 높아 고 험약물, 낙상, 환자확인에 한 지

식은 높았으나 환자안 사고와 수술시술 련 역은 수

술실 는 시술실 등 학생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으로

학생들이 직 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지식이낮게 나타

났다고 생각된다. 정답률이가장 낮은 문항으로 “결핵환

자병실에 출입할 때 장갑, 가운, N95마스크를 착용한다”

로 나타났다. 보건계열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환자를 직간 으로 한다. 특히 환자 이송, 압측

정, 식사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환자 에서 실습하는 경

우가 발생하는 데 학생들이 감염환자에 한 보호구 착

용에 한 지식이 낮은 부분은 요한 문제라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학생들에게 감염환자의 보호

구 착용에 한 교육과 실습이 필수 으로 시행되는 것

이 필요하며 한 실습기 에서도 실습오리엔테이션 시

간에 해당기 의 감염환자 표식,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해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동호흡기증

후군(Middle East Resipratory Syndrome, MERS) 유행

이후 의료기 에서 감염환자 리, 보호구 착용이 요

시되고 있는 만큼 보건계열 학과에서 감염환자에 한

내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환자안 수행 자신감은 10 만 에 7.11 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Park과

Park[16]의 연구와 Son과 Park[18]의 연구에 비해 낮은

수가 낮게 나타났다. 하부 역으로 보면 환자확인이

가장 높았고, 효과 의사소통 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환자확인 역은 지식과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와 의료기 에서 환자확인의 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 학생들이

환자확인을 수행할 기회가 증가하면서 자신감을 향상시

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

나 ‘효과 의사소통’ 에 한 환자안 수행자신감이 가

장 낮게 나타난 것은 직 인 경험부족과 ‘의사소통’과

련된 환자안 에 한 지식부족이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임상실습부서에서 해당부서의 의료진들이 학

생들에게 업무에 한 지시 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자신감이 낮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업무의 분업화, 문

화가 됨에 따라 의료진들간의 의사소통은 요한 부분이

므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강화하는 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은 필요하다. 최근 의료기 에서 표 화된 의사소

통방법으로 SBAR(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을 이용하고 있으며 Hyun, Cho와

Lee[19]의 연구결과 SBAR- 력 의사소통 로그램이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임상실습 학생들을 상으로 SBAR 의사소통 방

법을 교육하고 임상실습 후 의료기 에서 이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이 높

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환자안 사고 경험에 따른 환자안 지

식의 차이를 보면 임상실습 환자안 사고를 경험한

학생이 환자안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지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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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비슷한 결과 다[20,21]. 학생들이 직·간 으로

환자안 사고 경험을 통해 환자안 에 한지식이 높아

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과과정 환자안 련

교과목에 따른 지식의 차이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은 학

생이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16,18,22,23] 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생들을 상

으로 환자안 교과목에 한 구체 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교과목 내에서 환자안 을 다

루었지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별도의 교과목이 없다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계열

교과목 세부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의

료기 실무 장에서 강조하는 환자안 항목을 악하

여 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 하부 역과의 상 계

를 보면 환자안 지식과 환자확인, 환자안 지식과 의

사소통, 환자안 지식과 수술/시술, 환자안 지식과 낙

상, 환자안 지식과 감염 리는 양의 상 계가 나타

났는데 이는 기존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

구[16,18]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즉 환자안 에 한

올바른 지식이 환자안 수행자신감을 높이는 데 요하

다. 반면 환자안 지식과 안 사고보고, 환자안 지식

과 시설환경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는데이는 안 사

고 보고와 시설환경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어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자신감을 낮게 평가하 다고 생각

된다. 실제로 보건의료계통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많은 부분을 직 수행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간 경험을 통해학교에서 배운

이론 인 배경과 근거기반의 학문의 폭이 넓 진다. 따

라서 학생들이 임상실습기 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 과 학교와의 유기 인 력 계를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상실습 후 학생들과의 임상실습

평가회를 통해 효과 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제언

이 연구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환자안 지식과 수행

자신감을 악하고 체계 인 환자안 교육과정을 개발

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그 결과 보건계열학생의 환자

안 지식은 고 험약물, 낙상, 환자확인, 효과 의사소

통, 감염 리, 시설환경, 안 사고, 수술시술 련 역 순

으로 나타났다.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환자확인, 감염

리, 환자안 사고보고, 감염 리, 시설환경, 낙상, 효과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안 사고 경험이 있는

학생이 환자안 에 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 사고 지식과 환자안 수행자신감의 하부 역

에서 환자확인, 의사소통, 수술시술, 낙상, 감염 리는 양

의 상 계, 환자안 지식과안 사고보고, 시설환경은

음의 상 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보건계열 학생을 상을 국제환자

목표를 포함하여 시설환경 역까지 반 인 병원 리

체계에 한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시도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환자안 련 교육내

용에 환자 뿐만 아니라 시설환경 역까지 포함하여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상실습시 학생들이 실제 으로 경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환자안 수행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 환자안 수행자신감을

높이기 해 학교에선 환자안 교육시 시뮬 이션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임상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역에

해서간 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

다. 첫째, 보건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환자안 교육에

한 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체계

화된 환자안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악

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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