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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study surveyed 150 dental hygiene students to find out the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competency on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in dental hygiene student.
Methods: In general characteristics, patient safety management was investigated patient safety knowledge, attitude, skill and studied using
tools of patient safety competency on confidence.
Results: Research shows that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competency on confidence are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skill.
Conclusion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ntal hygiene student with a patient safety-related education program that can be used
in the field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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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시점이다[6].
또한 환자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예방 가능한 사고로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환자 안전사고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기본권리와 중요한 의무이며,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다[1]. 환자 안전
사고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병원 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모든 종류의 사고, 실수, 잘못 등을 포함하고 있고[2], 환자안전을
증가시키기 위한 간호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3] 모든 병원의
구성원들이 의료 진료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지켜야 하고,
중요한 문제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1].
미국의 사망원인 중 의료과실은 8위에 해당되었고, 이는 자동
차사고, 유방암보다 높게 나타나 병원 내 환자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되었다[4]. 미국과 덴마크에서는 환자안전
을 법으로 지정하며 제도적인 변화를 갖춰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5].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의료기관평가에서 환자안전평
가 항목을 포함시켜 진행하면서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환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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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총 의료비의 50%이상이 국가의료비 손실로 나타나[7] 환자
안전은 개인 뿐 만 아니라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4].
2014년 치과의료기관 인증제가 시작되어 치과의료기관에서
도 환자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고[8],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진료협조자, 경영 부분까
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와 직. 간접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환자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9]. 치과병원의 변화에 따라 예비치과위
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과 대학에서는 환자안전 역량을 갖춘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9].
환자안전역량이란 병원 근무자들에게 환자안전을 위해 가져야
할 지식, 태도, 기술을 말하며 간호대학에서는 환자안전역량에
대해 강화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10]. 또한 대학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역량 뿐 만 아니라 졸업 후 수행까지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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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환자안전 수행 자신감을 향상 시켜준다면 전문 치과위생

6문항의 총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아니

사로서의 수행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

하지만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치과위생사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의 연구[10]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를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연구[11.12]가 있고,

ɑ=0.90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0.84이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박정혜[12]가 간호대학생을 위한

[13]만 진행되어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

도구를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9문항으

으로 한 환자안전관련 연구와 환자안전 역량을 위한 교육과정

로 Likert 척도인 매우자신없다, 자신없다, 보통이다, 자신있다.

개발에는 아직 소극적이다.

매우자신있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이 높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환자안전 수행이 증가
할수록 의료 오류로 인한 사고 및 위험도를 줄여주고[14], 이러한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박정혜의 연구[12]에서는 Cronbach’s
ɑ=0.85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0.87이었다.

환자안전 수행은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 수행 자신감이 관련
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3].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역량 파악이 필요하고, 수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안전
관리 수행자신감에 대해 평가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환자안전역량을 조사하고,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자료분석(통계분석)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value로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관리 수행 자신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Scheffe를 실시하였다.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
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환자안전역량이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

Ⅱ. 연구방법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G지역의 치위생

Ⅲ. 연구결과

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3학년, 4학년을 대상으
로 자료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으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1.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설문지 작성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유의수준 0.01, 검정력

환자안전역량 점수는 3.75±0.45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점수는

99%, 효과크기 0.15로 G-Power version 3.1 program을 이용하

환자안전 지식 3.11±0.72점, 환자안전 태도 4.14±0.52점, 환자안

여 109명이 산출되었고, 설문지 탈락률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

전기술 3.54±0.68점이었다.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3.57±

수를 150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0.57점이였다<Table 1>.

2. 연구방법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 학업성적,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
족도, 환자안전관리 교육 경험의 유무, 환자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의 유무로 구성하였다.
환자안전역량은 이의 연구[10]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
발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환자안전관리태도 14문항, 환자안전기술 8문항, 환자안전지식

<Table 1>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on confidence of subject
Variables

M±SD

Patient safety competence

3.75±0.45

Patient safety knowledge

3.11±0.72

Patient safety attitude

4.14±0.52

Patient safety skill

3.54±0.68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3.5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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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기술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모형 설명력은 84.2%이었다<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서 임상실습
과 전공만족도는 만족, 환자안전관리 교육경험은 있는 군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Ⅳ. 고찰

3. 환자안전역량과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의 상관
관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치위생학과 학생 3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역량과 수행자신감에 대해 조사하고, 환자안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태도, 환

전관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자안전 기술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환자안전역량의 하위영역에서 환자안전지식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3.11±0.72점이였고, 이는 박의 연구[13]에서 간호학과

4. 일반적 특성과 환자안전역량이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요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환자안전지
식은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

태도, 수행, 의료서비스의 질 등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15,16]

적으로 유의한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환자안전교육경험,

추후에 임상실무자가 되는 예비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안전지

환자안전 지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 기술을 독립변수로 회귀

식을 높여줄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Patient safety competency on confid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Grade

Academic performance

M±SD

t/F(p)

3

74(49.3)

3.49±0.63

4

75(50.0)

3.65±0.51

-1.680
(0.095)

High

20(13.3)

3.58±0.40

107(71.3)

3.61±0.56

22(14.7)

3.57±0.57

Middle
Low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Experi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education
Necessity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education
*

p<0.05,

**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N(%)

Unsatisfaction

53(35.3)

3.32±0.45

Satisfaction

96(64.0)

3.71±0.58

Unsatisfaction

63(42.0)

3.39±0.50

Satisfaction

87(58.0)

3.70±0.58

No

59(39.3)

3.45±0.61

Yes

91(60.7)

3.65±0.53

Unnecessary

28(18.7)

3.53±0.57

122(81.3)

3.58±0.57

Necessary

1.526
(0.221)
-4.275
(<0.001**)
-3.487
(0.001**)
-2.201
(0.029*)
-4.453
(0.651)

p<0.01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patient safety competency on confidence
Variables
Patient safety knowledge
Patient safety attitude

Patient safety knowledge

Patient safety attitude

Patient safety skill

1
0.211**

1

Patient safety skill

**

0.529

0.255*

1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0.609**

0.240**

0.906**

*

p<0.05,

20

**

Pati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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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competency on confidence
Variables
(Constan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B

SE

0.769

0.166

ß

t

p

4.623

<0.001**

0.072

0.053

0.061

1.354

0.178

-0.008

0.052

-0.007

-0.164

0.870

Experi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education

0.022

0.039

0.019

0.568

0.571

Patient safety knowledge

0.145

0.031

0.183

4.719

<0.001**

-0.015

0.038

-0.014

-0.390

0.697

0.667

0.034

0.793

19.401

<0.001**

Patient safety attitude
Patient safety skill
Adjusted R2=0.842, F=132.092, p<0.05
*

p<0.05,

**

p<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와 권의 연구[17]에서는 환자안전

김의 연구[21]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식 점수가 4.15±0.54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는데 이는 실제

환자안전태도는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 근무자들은 많은 환자를 직접 접하기 때문에 환자안전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 등의 연구[22]와는 다른 결과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파악 할 기회가 더욱 많고, 환자안전

얻었다. 환자안전관리태도는 환자안전관리 지식과 기술에 있어

관리 교육 또한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면, 치과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에게 환자안전지

[22]. 또한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도구가 간호대학생

식은 진료를 보는 실무능력에 많이 적용 되어야 되고, 가장 기본

을 대상으로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후 치위생학과 학생들만을

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17] 치위생학과 대학교육에서부터 환

위한 환자안전역량 및 수행 자신감의 도구개발이 필요할 듯 하다.

자안전지식 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치과의료 현장에 맞는

종합해보면, 현재 보건의료 환경은 다양한 의료사고가 일어나

환자안전에 대한 개념과 실무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고 있고,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 가고 있으므로, 치위생

지식향상을 위한 도구 및 교육이 필요할 듯하다.

전공학생들에게 환자안전 수행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환자안전태도는 4.14±0.52점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고[18], 본 연구대상이 임상실
습을 경험한 3,4학년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태도가 높은 것으로

환자안전 지식과 기술에 대한 환자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생각된다. 최[19]와 박 등[12]의 연구에서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에 일반화 할 수 없고, 환자안전 기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측정

업무의 경험이 환자안전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그에 따른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제한점이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와

환자안전교육경험이 있을 때 태도점수도 높았다. 본 연구 대상자

같은 대상자의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는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60.7%로 간호학생들보다는 낮았다[18].

하지만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환자안전 역량과 수행 자신감을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환자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면 환자안전태도 향상에 더욱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환자안전수행 자신감은 5점 만점으로 3.57±0.57로 간호대학생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더 낮았고[19],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
전관리 수행 자심감에서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통계적

Ⅴ. 결론

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는 임의 연구[20]와 박의 연구[19]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안전수행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 치위
생학과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내 다양한 대책 및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듯 하다.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안전 역량 중에
서 환자안전 지식과 환자안전기술이 유의하게 나타나 이는 오와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안전역량
이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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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안전역량 점수는 3.75±0.45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점수
는 환자안전 지식 3.11±0.72점, 환자안전 태도 4.14±0.52점,
환자안전기술 3.54±0.68점이었다.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
감은 3.57±0.57점이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 수행 자신감에서 임상실
습과 전공만족도는 만족, 환자안전관리 교육경험은 있는
군이 높게 나타났다.
3.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환자안전지식, 환자안전태도,
환자안전 기술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과 환자안전역량이 환자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환자안전지식과 환자안전기
술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실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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