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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Research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DPSI) cond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is insufficient
quantitatively. We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through patient
safety role plays for medical students, including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Methods: Patient safety role play education was provided to 4th-grade
students in a medical college. The difference was estimated to be the effect
of education by comparing the magnitude of changes in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awareness of DPSI between the 4th graders who participated
in the role play education and 3rd graders who did not use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one of the quasi-experimental research models.
Results: The level of patient safety knowledge of 4th graders increased 0.6
points (before 4.1 points, after 4.7 points), and the level of patient safety
knowledge of 3rd graders did not change (before 3.6 points, after 3.6 point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resulted in an increase of 0.6 points, but
thi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value=0.158). When examining changes
in DPSI recognition using hypothetical cases, the difference-in-differences
values increased in most case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nclusion: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ducation regarding DPSI
through patient safety role plays is thought to be able to expect positive changes
in the level of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awareness of DPSI. In the future,
large-scale research needs to be carried out to develop hypothetical cases suitable
for education regarding DPSI and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Keywords: Patient safety;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Patient safety
role-play; Patient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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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실 전달, 유감 혹은 사과의 표현, 사건의 조사에 대
한 약속, 유사한 환자안전사건 예방을 위한 조치에

사회 전반에 걸쳐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

대한 설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손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발생한 환자안전사건

쉬운 행위가 아니다[6]. 나아가 환자안전사건 소통

(patient safety incident)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어

하기는 환자 및 보호자를 한 번만 만나 끝나는 활동

떻게 잘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

[1-3]. 하지만 막상 의료진은 환자안전사건이 발생

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등 일정한 시간을

할 경우 의료분쟁의 발생,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 감

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

소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다[7,8]. 따라

알리고 설명하기 힘들어한다[1,4]. 이러한 맥락 속에

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서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 간 환자안전사건에 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문화를

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진과 환자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및 보호자 간 관계가 악화되고 의료분쟁 발생의 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를 교

씨가 만들어지게 된다. 특히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4].

위해의 정도가 클수록 일반인들은 의료오류가 있다

국외에서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교육하고

고 판단할 가능성도 커진다[5]. 의료인은 위해가 큰

훈련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건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

White 등[9]의 연구에서는 미국 Agency for

기 더 어려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 위해가 큰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지원을 받아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료진의 대응이 더 중요함을

251명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시뮬레이션을

알 수 있다.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을 실시하

이미 발생한 환자안전사건을 가지고서 환자 및

여 그 효과를 평가한 바 있다. Shapiro 등[10]의 연

보호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환

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코칭 교육을 통해

자안전사건 소통하기(disclosure of patient safety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연습하여 실제 있을 수 있

incidents)’는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첫

는 상황을 대비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의 환자안전

째,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자발적으로 그 사건을 설

사건 소통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

명하고 공감 및 유감을 전하며 사건의 원인에 대한

에 머물러 있다. Lee 등[11]의 연구에서는 10명의

조사를 약속하고, 둘째, 사건의 원인이 의료오류임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이 밝혀지면 사과를 하며, 셋째, 오류로 인하여 환자

강의식 교육을 시행한 후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가 입은 위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넷째,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Kim 등[12]

비슷한 유형의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하는

의 연구에서는 인턴 및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된다[6]. 환자안전사건 소

화 환자 시나리오를 이용한 의료오류 소통하기에 대

통하기는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중 가장 어려

한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여 자기효능감 향상 등의

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 사건 발생의 인정 및 사

효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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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진행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 및

진행되었고, 실습 담당 교수 1인이 조별 토론 진행상

훈련에 관한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

황을 점검하고 피드백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역할극

라서 이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

진행 단계에서는 ‘환자안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

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 의료인 중 의과

까?’라는 주제로 방송국이 주최하는 100분 토론형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의 일환으로 환자안

의 역할극을 진행하였다. 실습 담당 교수 1인이 역할

전사건 소통하기를 포함한 환자안전 역할극을 진행

극 진행을 맡고, 조별로 2인의 발표자가 토론회에 참

하고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습 조원들은 방청석에서 조

측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발표자의 논거를 지원하거나 다른 조 발표자의 주장
을 반박하는 발언 또는 질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약

방 법

90분간 토론회를 진행한 후 실습 담당 교수 1인의 전
체 총평과 함께 역할극 실습을 마무리하였다.

이 연구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역할극에서는 첫째, 환자안전 문제에 있

환자안전 역할극 실습을 진행한 후 준실험 연구모형

어 시스템적 사고의 중요성, 둘째, 환자안전사건 규모

(quasi-experimental method)을 활용하여 환자안

에 대한 논의, 셋째, 환자안전보고 시스템 구축 및 환

전사건 소통하기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자안전법 문제, 의료분쟁조정 문제(조정전치주의, 무
과실배상주의, 대불금 문제 등), 넷째, 환자안전사건

1. 역할극 진행

소통하기(환자안전사건의 설명, 공감, 재발방지 등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과목 중 하나인 의료관리

관한 문제), 다섯째, 제2의 피해자(지원 문제 등) 문제

학 수업 내에서는 환자안전 역할극 실습을 실시하고

를 다루었다. 역할극 실습 진행은 기존 문헌 검토에

있다. 환자안전 역할극 실습은 크게 역할극 사전 준비

근거하고, 연구진들 간 논의를 바탕으로 개발한 가이

단계, 역할극 진행 전 조별 토론 단계, 역할극 진행

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지만(부록 1), 토론회 진행이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역할극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순서를 변경하기도

역할극 진행 일주일 전 역할극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하였다[4].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들을 4개 조(보건복지부 조, 환
자단체 대표 조, 병원협회 임원 조, 임상 전문가 조)
로 나누어, 실습자료, 실습일지를 미리 전달하였다.

2. 연구참여자 및 설문 평가

이 연구의 참여대상자는 일개 의과대학의 본과 3학

실습자료로는 환자안전 관련 문헌, 기사, 보고서 등

년, 4학년 학생들이었다. 이 중에서 환자안전 역할극

환자안전에 관한 사전학습을 위한 것들이었다. 다음

실습에는 본과 4학년 학생들만 참여하였고, 본과 3학

으로 역할극 진행 전 조별 토론 단계에서는 조별로 따

년은 역할극 실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조군으

로 모여 주어진 실습자료의 검토결과를 조원들끼리

로 설정하였다. 역할극 실습 전후 환자안전 지식수준

공유하고, 자신의 조가 펼칠 주장 및 근거를 마련하

및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기

며, 다른 조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반론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조별 토론은 약 100분간

경우에는 역할극 실습을 진행하기 약 일주일 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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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실습을 진행한 후 다음날,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

인식수준을 이중차이분석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설

하였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도 본과 4학년의

정하였다. 이때 중재 여부(역할극 실습 진행 여부)와

설문조사 기한 간격과 동일하게 같은 달에 일주일 간

시기 간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의 회귀계수

격으로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 유의수준으로 종속변수의 변화에 대한 통계적 유

설문조사는 크게 환자안전 관련 용어정의 확인, 환

의성을 확인하였다.

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요

구체적으로, 환자안전 용어에 관한 지식수준은 관

인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환자안전 관련 용어정의 확

련 용어 6개의 정답을 맞추었는지의 여부를 0점 혹은

인에서는 위해사건(adverse event), 의료오류(medi-

1점으로 책정하였고, 이는 0점에서 6점까지의 범위

cal error), 근접오류(near miss), 의료분쟁(medical

를 가졌다.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인식 수준의 경우

dispute),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의료과오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 및 의료오류의

(medical malpractice)에 관한 정의를 맞추는 객관식

명확성을 고려한 4가지 사례와 레지던트 및 의과대학

6문제를 평가하였다. 둘째,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생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2가지 가상적 사례를 구분

대한 인식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하였던 가상적 사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가지 사례에서는 환자안전

례들을 검토하여 의과대학생 입장에서 있을 법한 혹

사건 소통하기의 구성요소인 ‘진실하게 알리고 공감

은 체감상 와 닿을 환자안전사건 발생 가상적 사례들

하기’, ‘진심어린 사과 전달하기’, ‘피해에 대한 적절한

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인식을

보상 제공하기’, ‘재발방지 약속 전하기’에 대한 인식

평가하였다[1,13,14]. 총 6가지의 가상적 사례를 설

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4가지 사례에서 응답한 4점

문조사(부록 2)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환자안전사건

척도의 응답(4문항) 총합을 분석에 활용하였고, 이는

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큰 사례와 작은 사례) 및 의료

각각 4점에서 16점의 범위를 가졌다. 2가지 사례에서

오류의 명확성(의료오류가 명확한 사례와 그렇지 않

도 4점 척도의 응답(8문항) 총합을 분석에 활용하였

은 사례)을 고려한 4가지 가상적 사례와 레지던트 및

는데, 환자안전의 시스템적 관점에 부합하는 응답을

의과대학생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2가지 가상적 사

높은 점수로 매겨서 총합을 구하였다. 해당 점수는 8점

례로 분류되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연

에서 32점의 범위를 가졌다.

령대와 성별을 확인하였다.
3. 통계 분석

준실험 연구모형 중 하나인 이중차이분석(differ-

ence-in-differences)을 활용하여 역할극 실습에 참

분석에는 Stata/SE ver. 13.1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USA)을 활용하였고, 모든 검정을 양측
검정, 5% 유의수준에서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울산
대학교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과
제승인번호: 2018-07-003).

여한 본과 4학년의 환자안전 지식 및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인식의 변화 크기를 역할극 실습에 참여하
지 않은 본과 3학년의 변화 크기와 비교하여 그 차이
를 역할극 실습의 효과로 추정하였다. 환자안전 용어
에 관한 지식수준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결 과
1. 환자안전 지식수준 변화
환자안전 역할극 실습에 참여한 본과 4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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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38명)의 환자안전 지식수준은 교육 전 4.1점에서
교육 후 4.7점으로 0.6점이 상승하였고, 실습에 참여

3.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인식 변화: 레지던트 및 의
과대학생 관련 가상적 사례별(2가지 가상적 사례)

하지 않은 본과 3학년 학생들(38명)의 환자안전 지식

레지던트 및 의과대학생 관련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수준은 교육 전 시점의 점수와 교육 후 시점의 점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인식이 본과 4학년의

(각 3.6점)가 동일하였다(그림 1). 이중차이분석 결과

경우 교육 전(19.2점)에 비하여 교육 후(20.6점) 1.4점

는 0.6점 증가하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이 증가하였고, 본과 3학년은 교육 전 시점(18.1점)에

않았다( p-value=0.158).

비하여 교육 후 시점(18.8점) 0.7점이 증가하였다(그
림 3). 교육에 참여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3.6

4.1

Diff-in-Diff:0.6 ( p -value: 0.158)

4.7

인식 차이, 즉 이중차이 값은 0.6점이었으나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p-value=0.333).

3.6

레지던트 및 의과대학생 관련 두 번째 사례에서는
교육에 참여한 집단인 본과 4학년은 교육 전 20.2점
과 비교하였을 때 교육 후 점수는 21.2점으로 1.0점
상승하였고, 본과 3학년은 교육 전 시점 19.7점과 비

Before

Control

After

Treated

그림 1. Changes of scores for patient safety knowledge.
Diff-in-Diff, difference-in-differences.

2.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인식 변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활동요소별(4가지 가상적 사례)

교하였을 때 교육 후 시점의 점수는 20.2점으로 0.5점
상승하였다(그림 4). 이에 두 번째 사례에서 두 집단
간의 이중차이 값은 0.6점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value=0.401).

고찰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인식의 변화를 활동요소별

이 연구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중차

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알리고 공감 표함’ 요소 점

이기법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의 효

수가 가장 높았고, ‘적절한 보상’ 요소의 점수가 가장

과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2월 서울

낮았다. 본과 4학년의 경우 ‘알리고 공감 표함’, ‘진심

OO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사

어린 사과’, ‘적절한 보상’ 요소는 교육 전 인식 점수보

건 소통하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후

다 교육 후 인식 점수가 소폭 감소하였고, ‘반복하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도입 및 제도적 차원의 지

않겠다는 말 전달’ 요소는 교육 전과 교육 후 인식 점

원과 사과법(apology law) 제정 등을 위한 논의가 이

수가 동일하였다(그림 2). 이중차이분석 값은 ‘알리고

루어지기 시작하였다[15]. 이와 같은 환자안전사건

공감 표함’ 요소는 0.3점, ‘진심 어린 사과’ 요소는

소통하기 필요성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의료기관평가

–0.1점, ‘적절한 보상’은 0.4점, ‘반복하지 않겠다는

인증기준에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말 전달’은 0.7점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문항이 시범항목으로 추가

하지 않았다.

되어[16],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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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4.0
13.0

13.5

B

Diff-in-Diff=0.3 ( p -value=0.639)

13.4

14.0

13.3

13.2

13.0

12.8

13.0

score

11.0

11.0

10.0

Before

10.0

After

Before

After

C
14.0

14.0

11.2

10.0

11.4

12.0

11.2

10.6

Before

13.0
score

score

11.0

D

Diff-in-Diff=0.4 ( p -value=0.565)

13.0
12.0

12.8

12.7

12.0

score

12.0

Diff-in-Diff=-0.1 ( p -value=0.899)

Diff-in-Diff=0.7 ( p -value=0.363)

12.4

12.4

12.4

11.7

11.0
10.0

After

Control

Before

After

Treated

그림 2. Changes of recognition regarding the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by component. (A) Explanation
the incident and expressions of sympathy. (B) Apology. (C) Providing appropriate compensation. (D) Explain changes or plans made reduce the risk of a repeat event. Diff-in-Diff, difference-in-differences.

Diff-in-Diff

Control
20.6

20.5
20

score

19.5
19

19.2

18

18.1

18.5
17.5

19.9

Diff-in-Diff=0.6 ( p -value=0.333)

18.8

Before

Treated

Diff-in-Diff

Control
21.2

21
20.5
20

19.5

20.6
20.2

20.2

Diff-in-Diff=0.6 ( p -value=0.401)

19.7

19

17

16.5

21.5

score

21

Treated

After

18.5

Before

After

그림 3.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s (Diff-in Diff)

그림 4. Results of difference-in-differences (Diff-in Diff)

using vignette 5.

using vignette 6.

in recognition of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

in recognition of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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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입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표준화된 환자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교육에 관련된 연구는

만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연

소수만이 이루어졌다[11,12].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구에 참여한 참여자 중 94%가 이와 같은 표준화된 환

졸업 후 상당수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는 수련병원

자 경험이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에서 근무를 하게 되므로 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1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학생 대상 환

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이 학부과정에서 이

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 시에는 학생들이 실제로

루어질 필요성이 있다[17].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본과

실습 시 경험할 수 있는 사례 또는 학생들과 직접적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의 중요성, 환자안

로 연관되어 있는 사례를 활용하여야 교육의 효과를

전사건 소통하기의 필요성 등을 담은 환자안전 역할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들 중 임

극 실습을 실시하고 그 교육의 효과를 이중차이기법

상실습을 진행한 학생들 또는 수련의나 전공의 등이

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파악된 결과들을 바탕

실제 경험한 환자안전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

으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교육방법 및 제도적

로 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에서 활용할 수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있는 사례들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의 효과를 살펴

다음으로 교육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학생들을 대

보면,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건 소

상으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이해 및 환자안전사건

통하기 교육을 시행한 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

소통하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들에서 지식, 자신감,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능

일방적인 강의형식보다는 토론, 실습, 사례 활용 등의

력 상승 등의 교육효과를 증명하였다[12,18]. 이 연구

교육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지식만 향상시키는 것이

에서도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 시행 후 학생들

아니라 태도와 수행능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의 지식 측면에서의 향상과 레지던트 및 의대생 관련

[20]. 사례 활용 교육방식 측면에서 표준화된 환자를

가상적 사례를 활용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는 교

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에서는 교육 전보다 교육 후 학

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자신감의 상승, 수행능력의

생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인식의 향상을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12]. 표준화된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활용하여 시나리오 교육과 피드백 등을 실시한 Kim

구성요소별 학생들의 인식수준은 요소별로 변화 수준

등[12]의 연구참여자들은 시뮬레이션 경험을 통해 의

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오히려 인식수준의 감소한 요

료오류 대처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의료오류를

소들도 있었다. 이러한 인식수준 변화의 차이는 가상

대처하는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환자

적 사례의 특성 및 사례를 활용한 교육방식 때문으로

안전 소통하기의 경우, 정의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절

추정된다. 가상적 사례의 특성부터 살펴보면, 레지던

차에 대한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통하기 시

트 및 의과대학생 관련 가상적 사례를 활용한 경우 그

행을 위한 의사소통능력의 습득, 태도의 변화 등이 이

렇지 않은 가상적 사례를 활용하였을 때보다 인식수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준이 상승한 것은 해당 사례가 학생들과 밀접하게 연

위한 다양한 교육방식을 시도해보고 이에 대한 효과

관된 사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를 평가하여 학교에서 학습된 내용을 보건의료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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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나, 아

이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내용과

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지원이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4가지 구성요소

부족한 실정이다[24]. 또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하면

별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알리고 공감 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보건의료인은 제2의 피해자가 되

함’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학생들의 인식점수가

어 사건 대처 및 해결과정에서 정서적 반응, 신체적

높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증상, 직업 변경 고민 및 작업 만족도 저하 등을 경험

나타났다. 이와 같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구성

하므로 사건 대처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

요소별 접근법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시행과 관련

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우

[25,26].

리나라에서는 효과적인 교육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연구대

서는 해당 사건 이후에 발생 가능한 오류를 어떻게 예

상자가 일개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76명

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영역이 의료인 및 예비

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의과대학 학생들

의료인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에서 가장 부족

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분으로 나타났다[1,12]. 따라서 인식수준이 낮

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적

거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 위주의 교육을 시

유의성은 연구참여자 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행하여 학생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정확

없으므로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파악하여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고[27], 이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원활한

연구에서는 교육 전후로 측정하는 항목의 점수 차이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사건

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

소통하기 교육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사

의 여부를 파악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의 한계

건 소통하기 교육,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

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례를 활용한 교육, 역할

인 개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극을 통해 학생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지원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보건

인식 변화를 유도해보고자 하였고, 이중차이기법이라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은 국외에서 개

는 엄밀한 방식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발된 가이드라인들밖에 없는 실정이다[21–23]. 환자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안전사건 소통하기는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있다. 추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 간의 연

문화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계를 통하여 의과대학생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고려한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가이드라인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의 개발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 환자안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사건 소통하기의 효과, 보건의료인 및 예비보건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지식과 인식수준의 향

료인 대상 교육 수행과 이에 대한 효과 측정, 수행과

상을 위하여 환자안전 역할극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정에서의 장애요인 및 촉진요인 등 환자안전사건 소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

통하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

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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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은

safety incidents: a systematic review. J Prev Med Public

지식수준의 향상과 인식수준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Health. 2017;50(2):68-82. DOI: https://doi.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의과대학 학생

org/10.3961/jpmph.16.105.

대상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교육에 적합한 가상적
사례 개발과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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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의료관리학 역할극 실습 진행 가이드라인
환자안전 역할극 실습 진행 가이드라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도입부(10-15분)

•⦁ 100분 토론형식의 도입부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분 토론의 진행자 OOO입니다. 의료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현실입니다. 또 의료소송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발생하는 사고의 일체

사고. 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으로 이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100분 토론에서 이 문제를 집
중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들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의 의료의 전 과정에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

•⦁ 조별 발표자 소개

- 환자안전사건의 규모에 대한 설명

- 2조: 환자단체 대표(시민단체 대표/시민운동 변호사)

2) “말씀을 들어보니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에 대해서 다른

- 4조: 임상 전문가(의사)

- 환자안전사건 규모 추정의 과다추정(overestimation) 혹은

- 1조: 보건복지부(장관/담당 사무관)

- 3조: 병원협회 임원(병원행정 전문가)

•⦁ 각 조별 발표자 시작 발언(각 조별 2분)

토론 주요 내용: 환자안전사건 규모에 대한 논의
1. 환자안전사건 규모에 대한 논의

1) “먼저 환자안전사건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요? 이 환자안전 문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자안전 관련 용어 정리

위해사건(adverse event): 의학적인 처치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환자의 손상이나 합병증이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퇴원 시점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의료오류(medical error): 의료제공 과정에서 계획한 활동을 의

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하였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근접오류(near miss): 의료오류 중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

의료분쟁(medical dispute):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환자와
의료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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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소추정(underestimation) 문제: 불가항력적 사건

- 조사방법의

문제 제기
- 조사의

필요성

방청객 의견(5-10분)

※ 방청객 의견 1-2명 청취

1) “여기서 방청객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 각 조에서 추가적인 의견 제기(1, 2, 3, 4조)

토론 주요 내용: 환자안전 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2. 환자안전 문제의 원인

1) “환자안전

문제의 원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안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료진

자격, 면허관리의 필요성 제기: 의료인 자료은행의 필요성
- 보수교육의

부실

- 시스템적

문제임을 강조

- 수가

문제 및 인력 부족 문제 제기

의과대학생 환자안전 역할극 효과 • 이원 외

3. 환자안전 문제 해결방안 1-환자안전 보고시스템 구축

1) “환자안전 사건을 막고,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
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의 유용성 및 필요성 강조
-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 현황

- 현재 환자안전법 내용 소개: 환자안전위원회, 전담인력 등

2) “말씀 들어보니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을 잘 갖추면 좋은
문제 해결방안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참석자들께서는 이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 문제점: 인력 문제, 재원 문제
- 보고자 및 보고된 내용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

3)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환자안전사건 보고시스템이 잘 운영
될 수 있을까요?”

- 환자안전법의 필요성 강조: 보고자 보호 문제
- 의무 보고의 필요성 강조

- 보고된 자료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강조
4. 환자안전 문제 해결방안 2-의료분쟁조정

1)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환자

측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문제 해결에 좀 더 도움이
될까요?”

- 조정, 중재 등 정의

- 의료분쟁조정 제도 소개 및 유용성 강조
-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 강조

2) “그렇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왜 의료분쟁조정에 잘 참여하
지 않는 건가요?”

- 현행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문제점: 무과실보상주의, 조정전치
주의 문제 제기 등

-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경험담 제시

방청객 의견(5-10분)

※ 방청객 의견 1-2명 청취

1) “여기서 방청객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 각 조에서 추가적인 의견 제기(1, 2, 3, 4조)

토론 주요 내용: 환자안전 문제 해결방안-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제2의 피해자 문제

5. 환자안전 문제 해결방안 3-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1)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환자 측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 환자 및 가족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한 열망 강조

2)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환자안
전사건 소통하기가 어떤 효과가 있나요?”

-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정의: 환자안전사건의 설명, 공감,
재발 방지 등 주요 요소 설명

-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효과

3) “그렇다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장애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비현실성

4)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우리나
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실현방안을 위한 각 조의 의견
6. 제2의 피해자 문제

1)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피해

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제2의 피해자에 관한 각 조의 의견

방청객 의견(5-10분)

※ 방청객 의견 1-2명 청취

1) “여기서 방청객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 각 조에서 추가적인 의견 제기(1, 2, 3, 4조)

마무리 발언(10-15분)

- 각 조별 발표자 마무리 발언(각 조별 2분)
- 기타 질문

- 역할극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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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인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안녕하십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더불어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환자

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대하여 의료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향후 환자안전사건 소
통하기 도입 및 활용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떠한 의견이 몇 %라는 통계를 내는 데에만 조사 내용의 결
과를 사용할 뿐,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이 결과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용어 정의 확인
1. 다음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1. 위해사건(adverse event)
1-1-1. 위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음.

1-1-2. 위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음.

1-1-3. 다음 중 위 용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

1

2

1

2

( )번

① 의학적인 처치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환자의 손상이나 합병증
② 환자의 기저 질환과 의학적인 처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환자의 손상이나 합병증
③ 의학적인 처치에 의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환자의 손상이나 합병증이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퇴원 시점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④ 환자의 기저 질환과 의학적인 처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환자의 손상이나 합병증이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
키거나 퇴원 시점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⑤ 모두 틀림

1-2. 의료오류(medical error)
1-2-1. 위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음.

1-2-2. 위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음.

1-2-3. 다음 중 위 용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

아니오

1

2

1

① 의료제공 과정에서 계획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한 경우
② 의료제공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③ 의료제공 과정에서 계획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하였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④ 의료제공 과정에서 계획한 활동을 의도한 대로 성취하지 못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도 잘못 수립한 경우
⑤ 모두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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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접오류(near miss)
1-3-1. 위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음.

예

아니오

1

2

1

1-3-2. 위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음.

1-3-3. 다음 중 위 용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2

① 의료오류 이외의 오류
② 의료오류 중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경우
③ 의료오류 중 환자에게 경미한 위해가 가해진 경우
④ 의료오류 중 환자에게 위중한 위해가 가해진 경우
⑤ 모두 틀림

1-4. 의료분쟁(medical dispute),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예

아니오

1-4-1-1. 의료분쟁(medical dispute)

1

2

1-4-1-3.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1

2

1-4-2-1. 의료분쟁(medical dispute)

1

2

1-4-2-3.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1

2

1-4-1. 위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음.

1-4-1-2.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1

1-4-2. 위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음.

1-4-2-2.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2

1

1-4-3. 아래 보기 중에서 위 용어들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기입하십시오.

( )번

2

1-4-3-1. 의료분쟁(medical dispute)

( )번

1-4-3-3. 의료과오(medical malpractice)

( )번

1-4-3-2. 의료사고(medical accident)

( )번

<보기>
①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환자와 의료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②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의 의료의 전 과정에 발생하는 사고의 일체
③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침
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
④ 해당하는 정의가 없음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2.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혹은 쏘리웍스(sorry work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2-1. 위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음.

아니오

1

2

*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란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진실하게 알리면서 공감을 표하고,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함.
2-2. 본인 혹은 가족들 중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혹은 쏘리웍스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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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가상적인 상황을 읽은 후 질문에 응답해주십시오.
3-1. 비네트 1

62세 남성 환자가 대장내시경 상 진단받은 대장암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후 2일째 담당 외과 의사 나외과 선생은 복강경으로 대장암 수술을 진행
하였고,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그런데 수술 후 3일째 환자에게서 고열과 수술 부위 압통이 발생하였고,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대장 문합 부위
에 농양이 발견되었다. 외과 선생은 문합 부위 누출을 의심하였고 카테터를 삽입하였다. 결국 환자는 재수술 없이 회복하여 수술 후 10일 만에 퇴원하였다.
3-1-1.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진실하게 알리고 공
감을 표해야 한다.
3-1-2.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야 한다.
3-1-3.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3-1-4.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
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4

3-2. 비네트 2

62세 남성 환자가 대장내시경 상 진단 받은 대장암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후 2일째 담당 외과의사 나외과 선생은 복강경으로 대장암 수술
을 진행하였고, 당시에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그런데 수술 후 3일째 환자에게서 고열과 수술 부위 압통이 발생하였고,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대
장 문합 부위에 농양이 발견되었다. 외과 선생은 문합 부위 누출을 의심하여 응급으로 누출 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통해 장루 조성술을 시행하였다. 하
지만 환자는 패혈증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재수술 7일 만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3-2-1.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진실하게 알리고 공
감을 표해야 한다.
3-2-2.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해야 한다.
3-2-3.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3-2-4. 나외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
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4

3-3. 비네트 3

50세 여성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하였다. 해당 환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로 아나필락틱 쇼크에 빠진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담당 내과의사 김내과 선
생은 이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그런데 다행히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약간의 발진 이외에 아
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폐렴은 완치되어 환자는 입원 10일 만에 퇴원하였다.
3-3-1.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진실하게 알리고 공
감을 표해야 한다.
3-3-2.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해야 한다.
3-3-3.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3-3-4.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
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78

www.hira-research.or.kr

|

HIRA RESEARCH 2021;1(1):64-80

매우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4

의과대학생 환자안전 역할극 효과 • 이원 외

3-4. 비네트 4

50세 여성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하였다. 해당 환자는 페니실린 알레르기로 아나필락틱 쇼크에 빠진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담당 내과의사 김내과 선
생은 이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번에도 환자에게서 호흡 곤란, 경련, 의식 저하, 혈압 저하 등의 소견
을 보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다. 김내과 선생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하였다. 환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저산소성 허
혈성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
3-4-1.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진실하게 알리고 공
감을 표해야 한다.
3-4-2.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해야 한다.

3-4-3.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3-4-4. 김내과 선생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
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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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네트 5

6세 남성 환자가 백혈병 항암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첫날 담당 레지던트인 이소아 선생은 소아과 병동 처치실에서 시타라빈과 빈크리스틴
을 투여할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이소아 선생은 약품을 잘못 보고 정맥으로 투여해야 할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투여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
였다. 약물 투여 6시간 후부터 환자는 두통을 호소했고, 엉덩이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고, 하지와 상지 마비가 진
행되었으며, 신장 기능을 상실하여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약물 투여 7일 만에 환자는 사망하였다. 이소아 선생은 이번 사건에 대한 환
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동료 및 상급 의사들에게 상의하였고, 병원 법무팀에 이를 의뢰하였다. 하지만 동료 및 상급 의사들, 병
원 법무팀 모두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이소아 선생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지 못하였다.
3-5-1. 이소아 선생은 그래도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했어야
했다.
3-5-2. 이소아 선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3-5-3. 이소아 선생이 투약오류를 범한 것은 좀 더 철저하지 못한 이소아 선
생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다.
3-5-4. 이소아 선생이 투약오류를 범한 것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지 못했기 문제이다.

3-5-5. 이소아 선생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지 못한 것은 동료 및 상
급 의사들, 병원 법무팀 때문이다.
3-5-6. 이소아 선생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지 못한 것은 환자안전사
건 소통하기를 할 수 없는 병원 환경 자체의 시스템적 문제이다.
3-5-7. 나에게도 이소아 선생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 두렵다.
3-5-8. 이소아 선생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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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비네트 6

본과 3학년 임성실 학생은 2일 전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65세 남성 환자에 대한 발표를 위하여 밤 9시경 해당 환자를 찾았다. 해당 환자는 혼자 TV를
시청 중이었고, 성실 학생은 환자와 면담하던 중 해당 환자가 숨참을 새롭게 호소하고, 약간 불안해하며, 빠르고 얕은 호흡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였
다. 성실 학생은 혹시 천식이나 폐렴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환자의 폐를 청진을 하였는데, 폐음은 깨끗하였다. 성실 학생은 약간 의아한 상황이라
이 사실을 담당 레지던트 옥바쁨 선생에 알릴까 잠시 생각했지만, 바쁨 선생을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환자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하
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실을 바쁨 선생에게 알리지 않은 채 면담을 종료하였다. 세 시간 뒤 환자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임성실
학생은 이번 사건에 대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동기들에게 상의하였다. 하지만 상의한 동기들 모두 환자안전사건 소통하
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임성실 학생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지 못하였다.
3-6-1. 임성실 학생은 그래도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했어야
했다.
3-6-2. 임성실 학생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3-6-3. 임성실 학생이 옥바쁨 선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임성
실 학생의 개인적 문제이다.
3-6-4. 임성실 학생이 옥바쁨 선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적절
한 수련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시스템적 문제 때문이다.

3-6-5. 임성실 학생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지 못한 것은 동기들 때문
이다.
3-6-6. 임성실 학생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지 못한 것은 환자안전사
건 소통하기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3-6-7. 나에게도 임성실 학생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 두렵다.
3-6-8. 임성실 학생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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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질문
DQ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연령 기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이상
D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Q3)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설문참여 답례품 제공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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