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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tudents' clinical competency from the pa-

tient safety perspective.

  Methods: We conducted this evaluation in 2006 at College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e surveyed 50 fourth-year medical students after finishing all clinical clerkships. 49 

Students evaluated their achievement with 5-Likert score scale. The questionnaires were com-

posed 6 domains: communication skills, prevention & management of adverse events, using evi-

dence and information techniques, teamwork & leadership, medical ethical behaviors, and proce-

dural skills. The each domains were constituted several items. Total 53 items was evaluated.

  Results: The students' preparedness was relatively low in 28 items of the total 53 (difficult 

communication, detecting and managing medical errors, using evidence and information techni-

que, understanding of complex systems, autonomy, and procedural skills).

  Conclusion: The items with low achievement were closely related with medical errors and pa-

tient safe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linical education is insufficient for preventing medi-

cal errors by students. For patient safety, we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chievement 

of competency related with patient safety and establish a systematic clinical curriculum with ex-

plicit learning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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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Institute of Medicine (1999)는 의료 과오에 의한 

사망이 체 사망 원인의 8 를 차지하고, 교통사

고, 유방암, 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의한 사망보

다 더 많다는 질병 방통제센터의 보고 (1999)를 인

용하며, 환자 안 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

한 바 있다. 환자 안 (patient safety)이란 환자의 

에서 보았을 때 과실 (accident)에 의한 상해

(injury)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환자 안 을 

해서는 의학 으로 사소한 실수 (near miss)에서부터 

치명 인 과실 (malpractic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 과오 (medical error)를 방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의료 과오는 진단과 치료 과정, 환자 리 과정, 

질병의 방 리 과정 등 모든 의료 행 에서 일어

날 수 있다 (Institute of Medicine, 1999). 

  의료 과오를 방하고 환자 안 을 확보하기 해

서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직종 종사자들과 학생

들이 환자 안 의 요성에 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한 체계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Holmes et al., 2002; Institute of Medicine, 

2003; Kang et al., 2005). 환자 안 을 해 학습되어

야 할 분야로는 의사소통, 유해 사건 (adverse event)

에 한 발견과 방  리, 근거 심의학과 정보

기술 다루기, 안 한 직무 수행을 한 워크와 리

더십  자기 리, 윤리  행동, 평생 학습, 잘못된 

치료  시술 방 등 7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Rubin 

& Leeder, 2005). 

  최근 의학 교육은 문제바탕학습과 근거 심의학, 

핵심과목 주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선택 실습, 조

기 임상교육과 임상실습 강화, 의사소통과 의학 직

업 문성 교육,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제도화 등 

지식, 기술, 태도를 고루 겸비하고 평생 학습이 가능

하며, 환자를 배려하고 윤리 인 일차 진료의 양성

에 목표를 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환자 

안  에서 볼 때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기

도 하나, 이러한 교육으로 실제로 의료 과오가 방

되고 환자 안 을 확보되는 데 충분하겠는지에 

해서는 아직 반 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

태이다. 즉, 그동안 21세기 바람직한 의사 상에 

합한 핵심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한 연구는 활

발하나, 환자 안  에서 의료 과오 방에 필수

인 진료 능력을 학생들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어떤 학습 역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자들은 임상 교육과정을 환자 안  

에서 종합 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해 우선 환

자 안 과 련된 진료 능력의 학습 성과 황을 분

석해보고자 하 다.

상  방법

가. 상

  강원 학교 의과 학에서 2006학년도에 의학과 4

학년 1학기까지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의과 학생 5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고 이  49명이 설문에 응답하 다. 이  남학생

이 35명 (71.4%), 여학생이 14명 (28.6%)이었다. 

  이들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기 의

학 강의  실습을 들었으며, 2학년 2학기부터 4학

년 1학기까지 임상의학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다. 3

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총 39주 동안 임

상실습을 하 다. 3학년 과정은 내과, 외과, 산부인

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상의학과 

실습으로, 4학년 과정은 특과과목 선택실습과 학생

인턴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학생이 학생인

턴 실습을 하 다. 이번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는 문제바탕학습이나 근거 심의학이 포함되

어 있지 않았다. 

  2학년과 3학년 교육과정 동안 별도의 로그램에

서 표 화환자를 이용한 면담술 실습 (28시간), 의료

윤리와 인 계 딜 마 토론 (24시간), 의료 과오 

사례 토론 (18시간), 그리고 과정 기술 (procedural skill) 

실습 (총 42시간) 등을 하 다. 

나. 설문지 개발

  환자 안  에서의 진료 능력 성취도 조사 설

문지를 개발하기 해 의학교육과 임상실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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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reparedness 
on Communication Skills

No. Learning outcomes
Achieve-
ment (%)

1

2

3

4

5

6

Giving information

Dealing with uncommunicative patient

Dealing with non-compliant patient

Negotiation of treatment plan 

with the patient

Delivering bad news

Obtaining informed consent

63.2

61.2

59.2

40.8

38.7

34.7

Table II.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reparedness 
on Adverse Events

No. Learning outcomes
Achieve-
ment (%)

1

2

3

4

5

Detecting complication of surgery 

or procedures

Reporting adverse events

Patient education about prevention 

of complication

Recognizing side effect of medication

Managing medical errors

69.4

67.3

61.3

51.1

49.0

환자 안 과 의사 직무와 련된 각종 국내외 참고

문헌을 검토하 다. 조사 항목으로 의사소통 기술, 

합병증 방, 근거 심의학  정보 기술과 평생 학

습, 워크  리더십과 자기 리, 의료 윤리, 기술

 술기  과정 기술의 습득 등 6개 항목으로 나

어 세부 항목을 개발하 다. 각 항목당 조사한 

세부항목은 의사소통 기술 6항목, 합병증 방 5항

목, 근거 심의학  정보 기술과 평생 학습 6항목, 

워크  리더십과 자기 리 9항목, 의료 윤리 5

항목 그리고 기술  술기  과정 기술의 습득 22항

목으로, 총 53항목으로 정하 다. 설문 항목들은 내

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의학교육 

공 교수에게 각각 검토를 받아 수정하 다. 

다. 설문 조사  분석

  최종 완성된 설문지는 2006년 6월 말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배포하 다. 학생들

에게 자신들의 환자 안  측면에서의 진료 능력 달

성 정도를 5  척도 (1 은  그 지 않다, 2 은 

그 지 않다, 3 은 보통이다, 4 은 그 다, 그리고 

5 은 매우 그 다)로 평가하도록 하 다. 학생들이 

응답한 성취도는 항목별로 백분율을 산출하 다. 그

다와 매우 그 다라고 답한 학생의 수를 체 

학생의 수에 한 백분율로 산출하여, 각 항목의 성

취도에 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로 정의하 다. 성

취도가 80% 이상일 경우 높음, 60~80%일 경우 보

통, 40~60%를 낮음, 40% 미만을 매우 낮음으로 정

의하여 분석하 다. 통계는 SPSS 12.0K를 사용하

다. 설문조사 결과의 Cronbach alpha 값은 0.971이

었다. 

결   과

가. 의사소통 기술

  의사소통 역에 해 학생들이 평가한 성취도 

정도는 Table I과 같다. 학생들은 정보 제공 (63.2%),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하기 (61.2%) 등에서 보

통 수 의 성취도를 보 다. 낮은 성취도를 보인 항

목은 불순응 환자 하기 (59.2%)와 치료 상 (40.8%)

이었다. 매우 낮은 성취도를 보인 항목은 나쁜 소식 

하기 (38.7%)와 동의서 받기 (34.7%) 다. 

나. 합병증 방

  합병증 방에 해 학생들이 평가한 성취도 정

도는 Table II와 같다. 학생들은 수술이나 시술 후 

합병증 발견 (69.4%), 의료 과오 보고 (67.3%), 합병

증 방을 한 환자 교육 (61.3%)에서는 보통 수

의 성취도를 보 다. 반면 투약 후 이상 작용 발견

(51.1%)과 의료 과오에 한 리 (49.0%) 항목에

서는 낮은 성취도를 보 다.

다. 근거 심의학  정보기술과 평생 학습

  근거 심의학, 정보 기술 활용, 그리고 평생 학습

에 해 학생들이 평가한 성취도 정도는 Table II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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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reparedness 
on Using Evidence and Information and 
Continuing learning

No. Learning outcomes
Achieve-
ment (%)

1

2

3

4

5

6

Self directed lifelong learning  

Criticizing medical journal

Using electronic hospital information 

system

Journal search

Evidence-based practice

Entering electronic orders safely

69.4

65.3

61.2

55.1

53.1

51.2

Table IV.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reparedness on 
Teamwork, Leadership and Self Regulation

No. Learning outcomes
Achieve-
ment (%)

1

2

3

4

5

6

7

8

9

Teamwork skills

Understanding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a doctor

Interaction with other doctor 

in same department 

Interaction with other doctor 

in other department

Interaction with nurse

Self assessment

Self regulation and time management

Interaction with the hospital workers

Understanding complex organizations

77.3

71.4

69.4

61.2

49.0

47.2

47.0

44.9

34.7

Table V.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reparedness 
on Dealing with Ethical Dilemma

No. Learning outcomes
Achieve-
ment (%)

1

2

3

4

5

Preserving confidentiality 

of patient information

Respect the patients' autonomy

Detection of medically ethical 

problem

Tell the truth to the patient

Decision making of ethical behavior

79.6

67.4

61.3

61.2

59.2

같다.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 (69.4%), 의학문헌 비

(65.3%), 자 의무정보 활용 (61.2%) 등에서 보

통 수 의 성취도를 보 다. 문헌 검색 (55.1%), 근

거 심 시술 (53.1%), 처치 명령의 안 한 입력 (51.2%) 

등에서는 낮은 수 의 성취도를 보 다.

라. 워크, 리더십, 그리고 자기 리

  워크, 리더십, 그리고 자기 리 역에 해 학

생들이 평가한 성취도 정도는 Table IV와 같다. 학생

들은 자신의 워크 기술 (77.3%), 의사로서의 업무 

악 (71.4%), 같은 과내  다른 과 의사와의 의사소

통 (69.4%, 61.2%) 등에서 보통 수 의 성취도를 보

다. 자기 평가 (47.2%), 자기 리  시간 리 (47.0%), 

간호사(49.0%)나 다른 의료 직종과의 의사소통 (44.9%)

에서도 낮은 성취도를 보 다. 조직의 이해 (34.7%)에 

해서는 매우 낮은 성취도를 보 다.

마. 의료 윤리

  의료 윤리 역에 해 학생들이 평가한 성취도 

정도는 Table V와 같다. 학생들은 의료 윤리 역에

서 반 으로 보통 수 의 성취도를 보 다.

바. 기술  술기와 과정 기술의 습득

  기술  술기와 과정 기술 역에 해 학생들이 평

가한 성취도 정도는 Table VI와 같다.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항목은 수술실 손 세척 (93.8%)이었다. 보통 

수 의 성취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외과 소수술 비

(79.6%), 창상 드 싱 (75.5%), 합술 (73.5%), 산  

진찰 (69.4%), 성인 심폐소생술 (68.4%), 남성 도뇨  

삽입 (67.4%), 자연 분만 (65.3%), 동맥  채 (63.2%) 

등이었다. 

  성취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욕창 드 싱 (59.2%), 여

성 도뇨  삽입 (57.4%), 정맥  채 (55.1%), 아 

심폐소생술 (55.1%), 성인 기 내삽 (53.1%), 액 

배양 (49.0%), 자궁 세포진 검사 (47.0%), 화상 드 싱

(44.9%), 코 삽 (44.9%), 요추 천자 (44.8%) 등이

었다.

  성취도가 매우 낮은 항목들로는 정맥주사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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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reparedness 
on Technical and Procedural Skills

No. Learning outcomes
Achieve-
ment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crubbing at operating room

Preparation of minor surgery

Wound dressing

Suture

Antepartum assessmen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dult)

Urethral catheterization (male)

Normal delivery

Arterial blood sampling

Decubitus ulcer dressing

Urethral catheterization (female)

Venous blood sampl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nfant) 

Tracheal intubation (adult) 

Blood culture 

Papanicolaou smear

Burn dressing

Insertion of nasogastric tube

Lumbar puncture

Intravenous injection 

Tracheal intubation (infant)

Order for procedure

93.8

79.6

75.5

73.5

69.4

68.4

67.4

65.3

63.2

59.2

57.4

55.1

55.1

53.1

49.0

47.0

44.9

44.9

44.8

38.8

38.8

36.8

아 기 내삽 (38.8%), 시술 련 처치명령 (36.8%) 

등이 있었다. 

고   찰

  환자 안  에서 학생들이 인식한 자신들의 

진료 능력은 약 반 항목에서 보통 수 이었고 나

머지 반 항목에서는 낮거나, 매우 낮은 수 이었

다. 의료윤리, 어려운 환자 하기, 의료 과오 보고, 

일부 과정 기술 등에서의 보통 수 의 성취도는 면

담술, 의학 직업 문성, 과정 기술 등 별도의 최신 

교육 로그램이 가져온 효과로 풀이된다. 반면 높

은 수 의 성취도는 수술장 손 세척 1개 항목에 그

쳤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낮거나, 매우 낮은 성

취도를 보여 임상 교육이 좀 더 개선되어야 함을 시

사하고 있다.

  성취도가 낮은 분야는 고  면담술 (불순응 환자 

하기, 환자와의 치료 상, 나쁜 소식 하기, 동

의서 받기 등), 구체 인 의료 과오 리 (투약 후 

이상 작용 발견, 의료 과오 리 등), 근거 심의학

과 정보 기술 (문헌 검색, 근거 심 시술, 처치 명령

의 안 한 입력 등), 타 직종과의 계에서의 워

크와 리더십 (간호사와의 계, 타 의료 직종과의 의

사소통, 조직의 이해 등), 자기 리 (자기 평가, 시

간 리 등), 그리고 실습하기 어려운 과정 기술 등

이었다. 특히, ‘나쁜 소식 하기’의 경우 표 화환

자를 이용한 실습과 피드백, 그리고 반복 인 평가

까지 하 는데도, 그 성과는 낮았다.

  이러한 항목들은 의료 과오의 흔한 원인인 의사

소통 문제, 투약 오류, 시스템 문제, 수술  기술 

오류 등과 하게 연 되어 있다 (Leape et al., 

2002; Elkin & Gorman, 2002; Holmes et al., 2002; 

Walton & Elliott, 2006). 고  면담술이나 워크, 

리더십 등의 부족은 의사소통 문제나 시스템 문제

를 야기한다. 근거 심의학과 정보 기술 역에서의 

능력 부족은 투약이나 수술 결정에 있어서의 의료 

과오를 일으키며, 의료과오 리 능력이나 자기 

리 능력의 부족은 의료 과오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과정 기술의 미숙은 기술 오류와 련

이 있다. 환자 안 을 해서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진료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 인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Institute of Medicine, 2003).

  지도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진료를 제공해

야하는 책임과 한 진료에 미숙한 학생이나 수련

의에게 진료 경험을 쌓게 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 사

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Flanagan et al., 2004). 의

사 입장에서는 진료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환

자 안 을 우려하여 업무를 임하지 않게 된다

(Roh et al., 2006). 어떤 교수들은 의료 과오 발생을 

우려하여 하 자 공의에게보다는 상 자 공의

에게로  더 많은 업무를 임한다 (Roh et al., 

2007). 상 자 공의에게 업무를 임하는 것은 당

장의 환자 안 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 인 

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본 인 진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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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을 목 으로 하는 학생 교육이나 공의 수련

의 과정에도 하지 않으며, 하 자 때 습득되지 

않은 능력이 상 자가 된다고 해서 로 습득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 안 은 단순히 업무

를 상 자에게 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 자, 즉 학생 때부터 체계 인 교육을 통해 의료 

과오를 방할 수 있을 정도의 진로 능력을 갖춤으

로써 이루어진다 (Holmes et al., 2002; Institute of 

Medicine, 2003). 

  성취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임상 실습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부족, 교육 목표나 교

육과정의 부재 는 부실, 환자 안 과 련된 진료

능력 습득의 요성에 한 인식 부족, 별도 로그

램과 임상실습의 단  등을 꼽을 수 있다. 

  성취도가 낮은 의사소통 항목이나 과정 기술 등

은 수행 기회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

다. 학생 신분으로는 임상실습이나 학생인턴 실습 

등에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습해

보기 어려운 분야의 성취도 향상은 임상수기센터에

서 지속 으로 학습함으로써 가능하다. 시뮬 이션

을 통한 교육은 안 하고 조  가능한 학습 환경에

서 학습자들이 실습을 하면서 되먹임을 받고 여러 

혼란 상황에 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 임상 술기

를 습득하는데 유용하다 (Barach, 2000). 한 보다 

환자 안 과 련된 사례를 심으로 학습하는 것

도 도움이 된다. Halbach & Sullivan (2005)은 표

화환자를 이용하여 의료 과오에 한 나쁜 소식을 

환자에게 사실 로 하고 사과하는 실습을 하여 

환자 안 과 의료 과오에 한 학생들의 인식 향상

이 있었다고 보고하 으며, Battles et al. (2004)은 

표 화 공여자를 개발하여 수   병력청취를 잘

하는지 평가하는 데에 이용하 다고 보고하 다. 

  근거 심의학과 정보기술의 경우 본교의 교육과

정에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 교육과정에서 

평생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그리고 정보 

기술의 습득과 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의학 지식

과 기술이 속도로 발 해가는 시 에 의사들은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시술에 가장 합한 근거를 

찾고 실제 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Walton 

& Elliott, 2006). 정보 기술을 일상 으로 사용함으

로써 투약 오류를 감소하며, 환자 치료가 개선된다

고 보고되고 있다 (Institute of Medicine, 2001). 

  의학 직업 문성의 요한 역인 타 직종과의 

계에서의 워크와 리더십이나 자기 리 항목에

서의 낮은 성취도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그 비

이 매우 낮았기에 교육의 필요성에 한 당사자

들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동안 리더십과 워크 교육과 련된 연구 

보고가 드물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O'Connell & 

pascoe, 2004). 빠르게 변화하고 더욱 문화되며 복

잡해진 21세기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은 더욱 문

가가 될 것을 요구받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복합

인 건강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기가  어렵게 된

다. 복합 인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는 자신의 건강

을 해 스스로 일련의 문가들을 모두 상 해야 

하는데, 이 문가들이 다른 문가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원활한 치료는 기 하기 

어렵다 (Hall & Weaver, 2001).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의사들이 타 직종 문가들과 조하

여 일을 수행하고, 이런 조 계에서 지도 인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요하다

(The Korean Council of Deans of Medical College, 

2000). 필요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면 교육목표에

서 간과되며, 교육과정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 임상실습  복잡한 조직의 성격을 이해하고 

타 직종과의 력을 학습할 기회도 흔치 않다. 자기 

리 한 순 히 개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생인턴 실습 (Roh 

et al. 2007)과 시뮬 이션 센터에서의 실습 (Lyon, 

2004) 등이 있다. 워크와 리더십 훈련으로는 문

분야 간 학습 (interprofessional learning) 형태가 좋

다고 보고되고 있다 (Horsburgh et al., 2005). 워크 

훈련은 문분야 간  조직과 리, 의사소통과 책

무를 아우르는 시스템  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이다 (Hamman, 2004). Reeves et al. (2002)은 의학

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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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문분야 간 학습을 통해 워크 기술

을 익히도록 하 다고 보고하 다.

  구체 인 의료 과오 리 항목에서의 낮은 성취

도 한 교육의 필요성에 한 당사자들의 인식 부

족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환자 

안 과 의료 과오 방의 요성은 잘 알려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 교육자들이 환자 안 과 그 교육의 

요성에 해 인식하지 않는 한, 교육과정이 잘 갖

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효과는 기 하기 어

렵다 (Wakefield et al, 2005). 임상실습 과정에서 환

자 안 과 의료과오 방에 한 교육을 체계 으

로 시행한다면 의료 과오 리 능력은 성취가 가능

하다 (Fulton, 2004).

  별도의 로그램이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지 못

하고 분리되어서는 충분한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

렵다. 본 연구에서 높은 수 의 성취도가 드문 것도 

통합되지 못한 교육과정이 원인일 것으로 풀이된다. 

성취도를 높이기 해서는 별도의 로그램을 강화

하는 만큼이나 임상실습 과정으로의 통합과 임상실

습 내에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학생, 

교수, 교육행정가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환자 안 의 

개념과 원칙,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과 요성을 알

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환자 안 과 의료과오 

방에 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체 교육과정

을 체계 으로 조직하고 효율 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미흡한 이라면 일개 의과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성취도에 한 학생들의 인식

을 분석한 것이기에 일반화를 하기에는 제약이 있

다는 것이다. 환자 안  에서의 부족한 진료 

능력 항목은 학마다 그 교육과정에 따라 달라지

게 된다. 

  결론 으로 임상 실습을 마친 학생들을 상으로 

환자 안 의  에서 필요한 진료 능력을 평가해 

보았을 때, 고  면담술, 구체 인 의료 과오 리, 

근거 심의학과 정보기술, 타 직종과의 계에서의 

워크와 리더십, 자기 리, 그리고 실습하기 어려

운 과정 기술 등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성취도가 

낮았다. 이 항목들은 흔한 의료과오의 원인들과 

하게 연 되므로 충분한 학습을 통한 능력의 습

득이 요구된다. 환자 안 과 의료과오 방을 해

서는 그 요성을 인식하고 뚜렷한 목표하에 교육

과정이 체계 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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