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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al 
experience.

Method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survey on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ere conducted for the 3rd-year and 4th-year nursing students. 
139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of which, 131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scores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ere 6.76±1.26, 65.11±7.97 and 67.99±7.26, respectively. 
Knowledge of patient safet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grade. Nursing professionalism had a 
difference with major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al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accident.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p<.01) with knowledge of patient safe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e 
in the scores of knowledge of patient safety and nursing professionals. The factors that were related to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wer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Knowledge of patient safe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elected as significant 
variables for explaining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of which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9.8%. 

Conclusion: To promot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raining programs for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re required. Also, there is the need to increase th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sing various educational method.

Key words:  Knowledge, Professionalism, Safety management,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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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

로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되고 전문화

되고 있다[1]. 이에 따라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환자안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2004년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환자안전 항

목이 포함되면서부터였다[2]. 하지만, 병원 내에서의 환

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은 낮아 이에 대해 언급하기 꺼려

하거나 침묵하는 분위기였다[3]. 또한 보고는 의무가 아

닌 자율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러

한 이유로 적극적인 환자안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2010년 한 대학병원에서 투약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일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

두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2015년에 환자안전법이 

공표되고 2016년에 시행되면서 환자안전활동이 활발해

졌다[4].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하며, 환자안전활동은 보건의료기관. 보건

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위해사

건 발생률은 입원 당 9.2%이며 이 중 43.5%는 예방 가능

하므로[6],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안전문제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환자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7]. 보건의료를 이끌 미래의 리더가 될 

간호대학생들도 환자안전에 대한 원칙과 개념을 알고 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8].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낙상, 환자확인 오류, 

주사투약 오류, 경구투약 오류 등의 환자안전사고를 경험

하게 되므로[9],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

한 지식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안전 기술과 활동을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에 들어서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야 한다[8]. 간호대학생이 실습 전에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는 있으나, 환자안전관리활동

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10].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환자안전에 대한 지

식 및 태도, 자기효능감, 감염관리 인식도, 가족 중 의료인 

유무,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실습기간, 환자안전교육여

부, 환자안전사고 경험 여부 등이 있다[9,11-15].

  이 중 환자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수행으로 이어지므로[13],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이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해

당 지식을 일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16]. 그렇지

만, Son과 Park [17], Kim [1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환자안전관리행위와 환자안전에 대한 지

식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아 간호대학생의 환

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과의 관련성을 재

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간호사들에게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안전관리활동 수행이 향상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20]. 간호전문직관은 간호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

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에서나 직분 자체에 대한 직

업 의식적인 견해로[21], 올바르게 형성된 전문직관은 지

식을 공유하게 하고 다학제간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함으

로써 간호 실무를 발전시키고 환자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22]. 그렇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전문직관과 환자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간호전문직관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시행하여,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

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

한 지식 및 간호전문직관과 환자안전관리활동과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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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

관, 환자안전관리활동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

관,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

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과 환자 안전관

리활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이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중 4주 이상의 임상실습경험을 통

해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충청지역 4

개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9.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

한 표본크기는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를 11개로 하여 산정한 결과 107명이었다. 탈락

률 25%를 감안하여 총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이 중에서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131

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절차에 관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에게 

설문지와 별도로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과 참여의사가 없을 때는 언제

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배부하였고, 연

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4. 연구도구

1)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Park과 Park [13]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에 대한 지식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Choi와 Lee [23]가 의

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발한 안전평가 항목 중 간호활동

과 관련된 영역을 참고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재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

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10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총점은 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21]이 개발하고 Kim [24]이 수

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매

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점 

18-90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였고, 본 연구

에서는 .82였다.

3) 환자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관리활동은 Kim 등[25]이 개발한 도구를 기

본으로 Yoo와 Lee [10]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행

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이며, 총점 15-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행위 실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25]는 Cronbach’s 

α=.86이었고, Yoo와 Lee [10]의 연구에서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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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6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였다. 

충청지역에 위치한 A병원에서 실습 중인 간호대학생들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A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조사는 대상자가 직접 읽고 기

입하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에 걸리

는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설문조사가 끝난 설문지는 

밀봉이 가능한 봉투에 넣어 회수하였다.

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대

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 환자안전관

리활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 환자

안전관리활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검

증을 시행하였다.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

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환자안전관리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측정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여자는 109명(83.2%)이었고, 3학년

이 60명(45.8%), 4학년 71명(54.2%)이었으며, 가족 중 의

료인이 있는 대상자는 35명(26.7%)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80명(61.1%)이었고, 임상실습만족도에 ‘만

족한다’는 대상자도 75명(57.3%)으로 전공 및 실습에 만족

하는 학생이 50% 이상이었다.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02명(77.9%)이었다. 이중 교육회

수가 5회 이상인 경우가 38명(37.3%)이었으며, 교육을 처

음으로 받은 시기는 3학년이 39명(29.7%)으로 가장 많았

고 1학년이 18명(22.1%)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전문직관

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2명(77.9%)이

었고, 이 중 교과목 이수를 통해 교육받은 대상자가 98명

(74.8%)이었다. 임상실습에서 낙상, 병원감염, 욕창, 채혈

오류, 투약오류, 잘못된 부위 시술, 자살 등의 환자안전사

고를 경험한 대상자는 37명(28.2%)이었다(Table1). 

2.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 

환자안전관리활동 정도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은 6.76±1.26점

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65.11±7.97점이었고, 환자

안전관리활동은 67.99±7.26점이었다(Table 2). 환자

안전에 대한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 올바른 손위

생 방법(97.7%)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오류보

고 절차, 구두 혹은 전화처방 절차, 낙상예방 순으로 정

답률이 높았다.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항목은 환자를 확

인할 때 활용하는 정보(40.5%)였으며, 위해사건의 정의

(47.3%), 근접오류 정의(50.4%), 의료폐기물 분리 수거

(54.2%), 가족이 전화하여 환자상태를 묻는 경우 정보 

보호(57.3%)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60% 미만이었다. 아

울러, 환자안전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지식점수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Table 3). 환

자안전관리활동에서는 약물 및 혈액 투여 전 환자 확인

이 4.80±0.40으로 수행정도가 가장 높았고, 간호 활동 

전 환자 정보 확인이 4.73±0.47로 다음으로 높았다. 4

점 이하의 수행정도를 보인 항목은 화재 발생 위험 확인

(3.87±1.27) 한 문항으로 가장 낮은 수행정도를 보였다. 

환자 정보를 받을 때 다시 읽어주는 재확인에서 환자안전

교육여부에 따라 수행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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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1)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n

Woman

22 (16.8)

109 (83.2)

Age (year)
20~24

≥25

117 (89.3)

14 (10.7)

Grade
Junior

Senior

60 (45.8)

71 (54.2)

Medical professionals in family
Yes

No

35 (26.7)

96 (73.3)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80 (61.1)

43 (32.8)

8 (6.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75 (57.3)

41 (31.3)

15 (11.5)

Clinical practicum period (weeks)

4

6

8

9-10

≤18

7 (5.3)

47 (35.9)

11 (8.4)

6 (4.6)

60 (45.8)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No

102 (77.9)

29 (22.1)

Experi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Yes

No

102 (77.9)

29 (22.1)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accident
Yes

No

37 (28.2)

94 (71.8)

Table 2. The score of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31)

Variable Range
Total score

(M±SD)
Min Max

Knowledge of patient safety 0-10 6.76±1.26 3 9

Nursing professionalism 18-90 65.11±7.97 37 87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15-75 67.99±7.26 4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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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ticipants’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131)

Item
Number of correct

answer (%)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t(p)
Yes No

M±SD M±SD

Information for patient identification 53 (40.5) 0.39±0.49 0.45±0.50
-0.54

(.590)

Hand hygiene technique 128 (97.7) 0.99±0.09 0.93±0.25
1.21

(.235)

Procedure of verbal of telephone order 126 (96.2) 0.98±0.13 0.90±0.31
1.41

(.166)

Time to prescribe regular order after verbal of 

telephone order
118 (90.1) 0.91±0.28 0.86±0.35

0.78

(.434)

Definition of adverse event 62 (47.3) 0.45±0.50 0.55±0.50
-0.95

(.341)

Definition of near miss 66 (50.4) 0.54±0.50 0.38±0.49
1.52

(.131)

Separate collection of medical waste 71 (54.2) 0.54±0.50 0.55±0.50
-0.11

(.906)

Prevention of fall 124 (94.7) 0.94±0.23 0.97±0.18
-0.51

(.610)

Procedure for error reporting 127 (96.9) 0.98±0.13 0.93±0.25
0.99

(.329)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75 (57.3) 0.57±0.49 0.59±0.50
-0.16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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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ticipant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31)

Item M±SD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t(p)
Yes No

M±SD M±SD

Check patient identity before administering medicine or blood 

products
4.80±0.40 4.81±0.39 4.76±0.43

0.65
(.515)

Confirm patient identity using two or more indicators 4.60±0.73 4.59±0.70 4.66±0.81
-0.43
(.665)

Do not confirm patient identity using room number or/and bed site 

only
4.21±1.22 4.25±1.14 4.07±1.46

0.68
(.495)

Be sure to check patient identity before conducting nursing 

activities (procedure/treatment)
4.73±0.47 4.72±0.49 4.79±0.41

-0.76
(.443)

When receiving patent data, make sure to record all the received 

data not to omit any of it
4.63±0.61 4.60±0.63 4.72±0.52

-0.97
(.329)

When receiving patient data, “read-back” the recorded data to 

person who provided the data to reconfirm it
4.37±0.82 4.28±0.87 4.66±0.55

-2.76
(.007)

When transferring patient data, reconfirm that the data was 

transferred correctly
4.56±0.60 4.54±0.64 4.66±0.48

-0.90
(.368)

Use clear and simple indicators according to guidelines when 

conducting nursing activities (procedure/treatment)
4.53±0.70 4.50±0.72 4.62±0.62

-0.81
(.418)

Concentrate on the nursing activity (procedure/treatment) when 

administering it
4.68±0.46 4.67±0.47 4.72±0.45

-0.58
(.562)

Make sure to conduct nursing activities (procedure/treatment) 

correctly according to work processes
4.71±0.48 4.70±0.50 4.76±0.43

-0.60
(.545)

Conduct hand hygiene correctly according to guidelines 4.57±0.68 4.54±0.72 4.69±0.47
-1.32
(.188)

Perform fall risk reduction activities (raising awareness, educating, 

etc.) for patients with fall risk
4.63±0.55 4.62±0.58 4.69±0.47

-0.61
(.545)

Ensure that medical equipment works properly before using it 4.53±0.74 4.49±0.80 4.69±0.47
-1.68
(.096)

Check if there is any fire risk at least once a day 3.87±1.27 3.79±1.31 4.14±1.09
-1.28
(.201)

Ensure that any of patient information is no exposed for privacy 

protection
4.59±0.75 4.54±0.80 4.76±0.51

-1.77
(.081)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34

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Original Articles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

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차이는 Table 5와 같다. 환

자안전에 대한 지식은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여(t=-2.82, p=.006), 4학년(7.04±1.16점)이 3학

년(6.43±1.30점)에 비해 0.6점 정도 높았다. 그 이외의 특

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및 환자안전

사고 경험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66.89±6.40)이 만족하지 

않는 학생(52.38±8.99)에 비해, 임상실습만족도 또한 만

족하는 학생(66.81±6.48)이 만족하지 않는 학생(59.93

±9.16)에 비해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높았다. 환자안전사

고 경험이 있는 학생(62.49±8.10)이 없는 학생(66.14±

7.72)에 비해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낮았다. 반면 환자안전

관리활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 

특성은 없었다(Table 5). 

Table 5.  Difference of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1)

Variable Category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ursing professionalism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SD t/F/U (p) M±SD t/F/U (p) M±SD t/F/U (p)

Gender
Man

Woman

6.52±1.23

6.81±1.26

1.01

(.314)

63.09±9.86

65.54±7.49

1.34

(.182)

69.30±7.15

67.71±7.29

-0.95

(.342)

Age† (year)
20-24

25

6.75±1.26

6.85±1.29

748.00

(.587)

65.32±8.09

63.36±6.85

690.00

(.338)

67.84±7.42

69.29±5.83

761.00

(.661)

Grade
Junior

Senior

6.43±1.30

7.04±1.16

-2.82

(.006)

63.95±7.82

66.08±8.01

-1.53

(.127)

68.40±7.44

67.65±7.14

0.58

(.557)

Medical professionals in 

family

Yes

No

6.51±1.35

6.85±1.22

-1.36

(.174)

64.54±8.53

65.31±7.79

-0.48

(.627)

67.91±7.67

68.02±7.15

-0.07

(.941)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6.73±1.26

6.88±1.27

6.37±1.06

0.44

(.725)

66.89±6.40a

64.16±8.26a

52.38±8.99b

15.23

(<.001)

b < a

67.74±7.53

68.72±6.80

66.63±7.50

0.40

(.66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Moderate

Unsatisfied

6.76±1.30

6.90±1.09

6.40±1.50

0.56

(.689)

66.81±6.48a

63.88±9.07a,b

59.93±9.16b

5.75

(.004)

b < a

68.83±7.19

67.54±7.39

65.07±6.82

1.81

(.167)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No

6.83±1.19

6.51±1.47

1.05

(.297)

65.37±6.50

64.17±11.88

0.52

(.605)

67.60±7.46

69.38±6.42

-1.16

(.246)

Experi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ducation 

Yes

No

6.77±1.18

6.72±1.53

0.16

(.871)

65.23±8.03

64.69±7.87

0.31

(.751)

68.06±7.28

67.76±7.30

0.19

(.845)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accident

Yes

No

6.70±1.17

6.78±1.30

-0.34

(.732)

62.49±8.10

66.14±7.72

-2.40

(.018)

66.84±7.34

68.45±7.22

-1.14

(.255)

M±SD 3.61±0.44 4.53+-0.48

a, b: Duncan grouping; † Mann-Whitney U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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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안

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간호전문직관 및 환자안

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환자안전관

리활동은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안전관리활동도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간호전문직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6). 

Table 6. Correlations of knowledge of patient safet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131)

Variables
Knowledge of patient safety

r(p)

Nursing professionalism

r(p)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r(p)

Knowledge of patient safety 1.00

Nursing professionalism .14(.105) 1.00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23(.007) .23(.007) 1.00

Ⅳ. 고 찰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53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와 Lee [23]의 평균 3.97점과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Huh와 Kang [12], Son과 Park [17]의 평균 

4.03점, 4.24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3학년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가 4학년보다 높아, Kim 

[18] 및 Choi와 Lee [23]의 연구에서 4학년이 3학년에 비

해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가 더 높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보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이 

높았던 이유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시기의 차이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는 임상실습 중인 

3학년과 이론 수업 중인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Son

과 Park [17]의 연구에서는 규정된 임상실습을 모두 마친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Huh와 Kang [12]의 연구 또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Choi와 

Lee [23]은 실습을 마친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

실습 중에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게 되므로 

3학년의 수행 점수와 전반적인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Lee 등[14]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이 환자안전행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환자안전행위 수행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행도를 보였다. 

이에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에 대해 여학생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역별 문항에서는 대상자 확인에 

해당하는 ‘약물이나 혈액 투여 전에 반드시 대상자를 확

인한다’와 ‘간호활동(시술/처치) 수행 전에 반드시 환자를 

확인한다’가 가장 높은 수행정도를 보였다. 이는 Huh와 

Kang [12], Son과 Park [17]의 연구에서 두 항목이 가장 

높은 수행도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가장 낮

은 수행정도를 보인 항목은 ‘화재발생의 위험이 없는지 하

루에 한 번 이상 확인한다.’였다. 이는 Son과 Park [17] 및 

Kim [18]의 연구에서 이 항목이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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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에게서 환자

확인이 높은 수행도를 보이고 화재 위험 확인이 낮은 수행

도를 보이는 것은, 간호학생들의 교육 및 간호활동이 직접

간호에 집중되어 있고, 화재와 관련된 교육은 임상 관리자

들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8]. 따

라서 임상실습 시 실습지도자나 관리자는 화재에 대한 교

육을 간호학생들에게도 시행하여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차이를 보이는 대상자

의 특성은 없었으나, Son과 Park [17]의 연구에서는 전

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환자안전교육 경험 여부에 따

라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

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환자안전관리행위가 높았다. Huh와 

Kang [12]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기간이 길고 임상실습만

족도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활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전공 및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던 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

동 점수가 높았으므로,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은 학

생에게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 요인은 간

호전문직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이었고 설명력은 9.8%

이었다. 즉,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아질수록 환자

안전관리활동 점수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Choi

와 Lee [23], Lee [2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

호대학생들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을 높임으로써 환자

안전관리활동의 수행도 증진을 유도해야 하겠다. 그렇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67.8%

였다. 이는 Choi와 Lee [23]의 57.7%와 Lim과 Jang [27]

의 66.8%보다는 높았으나 Son과 Park [17]의 70.7% 보

다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점수가 

4학년이 3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학년 구

성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4

학년 비율이 Choi와 Lee [23], Lim과 Jang [27]의 연구보

다는 높았으나,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Son과 Park [17]

의 연구보다는 낮았다. 따라서 실습을 시작하게 되는 3학

년 때 효과적인 환자안전 교육을 시행해야 하겠다. 특히, 

환자안전 지식 중 정답률이 60% 미만이었던 ‘환자를 확인

할 때 활용하는 정보’, ‘위해사건 및 근접오류 정의’, ‘의료

폐기물 처리방법’, ‘가족이 전화하여 환자상태를 묻는 경우 

정보 보호’ 항목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 환자안전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각 항목별 지식 점수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현재 학생들

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이 높아질수

록 환자안전관리활동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

문직관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전문직관과 환자안

전에 대한 태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이라고 보고한 Park [28]의 연구와, 간호사들의 간호전문

직관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Chang 

[29]의 연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질수록 환자안전

활동 수행자신감이 높다고 한 Lim 과 Jang [27]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간호전문직

관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위해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

요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간호전문직관의 평균 점수는 3.61점으

로 Lim과 Jang [27]의 3.85점, Park [28]의 3.76점 보다 

다소 낮았다. 본 연구에서 교과목을 통한 간호전문직관 교

육여부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간호역사의 변화와 발

전을 알아본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수준을 유의하게 상승시킨 연구가 있으므로

[30],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직관 형성을 도모하여야

겠다. 아울러,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관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공 및 임상실습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간호대

학생들에게 혈압측정이나 혈당측정에 국한된 간호수행보

다는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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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만족도 향상을[31] 도모하여야 하겠다. 또한, 임상사례

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키므로

[32],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

러,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또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므

로[33]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구축하는 노력도 수반되

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중인 학생과 이론 수업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임상실습 시기를 고려하지 못

하고 자료를 수집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 수행 시 임

상실습시기과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관련성

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파악한 간

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관

과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이었으나 설명력이 낮았다. Lee 

등[14]의 연구에서는 환자안전 수행자신감과 감염관리 인

식도가 환자안전 행위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설명력이 

55.1%였다. Hyeon [15]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환

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환자안전간호 수행능력과 유의한 관

련성이 있었고, 이들의 환자안전간호 수행에 대한 설명력

은 30%였다. 한편,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관련 요인

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조직의 의사소통, 팀워크, 

조직몰입,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환

자안전사고 보고 경험 및 환자안전교육 등이있다[34-38]. 

이에,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간호전문직관과 함께 환자

안전관리활동의 영향 요인인 자기효능감, 수행자신감, 감

염관리 인식도,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환자안전문화에 대

한 인식,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등이 간호대학생

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

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간호전문직관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안전관리활동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간

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자안

전에 대한 지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환자안전 교육 여부에 따라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및 환자안전관리활동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보다 효과적인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경험과 관련된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 제공 

등을 제언한다. 아울러,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장체험학

습이나 보다 많은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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