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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PSM) and practice of PS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also 

identified how these factors attitude and practice of PSM influence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ventually aim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o strengthen practice of PSM in nursing students. A 

descriptive design was used in the study. Th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the study to prove the 

factors how the attitude and practice of PSM were affected to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study subjects were 226 nursing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attitude of PSM mean was 3.71, 

practice of PSM mean 3.97,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 3.31.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atisfaction of 

major(F=5.10, p=.001), the existence of role model(t=2.64, p=.009).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ttitude of PSM, practice of PSM and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ractice of 

PSM(β=.39) was show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affect on the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also the explanation power of value for this study was found 41.1%. Consequently, this study indicate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 practice of PSM. Also process the additional study for 

the nursing students i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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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료기술의 전문적 발전과 분업화, 환자의 기대와 중

증도 질환의 증가로 병원에서 발생되는 안전관련 사고

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1-2].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의료기관 평가항목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의 질 향상을 중요 지표로 강화되면서[3] 양질의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 환자안전문화와 안전관리 활동을 강

조하고 있다[4]. 

  2016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5]에서 환자안전문화는 조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구성원의 헌신, 개인 또는 조직의 가치, 지각, 태

도, 능력 그리고 행동양식의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 하고 상해의 제

거, 안전에 대한 권리 확보로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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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환자중심의 의료와 환자안전 개념을 제시하였다[6].

  환자안전 문화에서 병원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

통 과정, 팀워크, 리더십이 필요하다[7]. 간호사는 병

원 내 의료 인력에서 가장 많은 인력의 비율을 차지하

고, 환자 침상 가까이에서 환자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돌봄 간호를 행하고 있다. 환자안전을 향상하기 위해선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환

자를 안전하게 간호하고 의료사고로부터 위험을 줄이

는데 필요하다. 간호 인력과 더불어 예비 간호사로써의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들의 안전에 직간

접적인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비 간호 인

력이다[8]. 간호사로써 갖춰야 할 환자안전에 관련된 

지식, 태도와 가치관의 습득은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9] 예비간호

사로써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환자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종류가 다양하면서 확대되어 의료사고

의 빈도와 관계가 있어 안전 문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10].

  임상실습은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써 성장해 가는 

요소로, 긍정적인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생 실습시 긍정

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환자

안전과 관련된 간호의 질이 우수하다고 인식할 때 자

신감을 가지고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11-12], 환자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직으로 성

장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환자 안전에 대한 병원평가는 이뤄지고 있으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관리 태도와 환자안전 

관리 실천에 대한 임상실습 만족도를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환자안전 문화를 형성하고 인지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을 최우

선 담당할 수 있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문화 태도와 

환자안전관리 실천을 통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확인하

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환자안전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비간호사인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환자를 직접 접하게 되므

로 학생때 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환자안전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지침

을 실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3]. 간호

대학생의 직접간호인 환자안전관리는 임상실습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나아가 임상에서 높은 수행능력과 태도를 

가진 간호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로 환자안전간호에 

대한 태도와 수행자신감[14-15]이 연구되었고, 그 결

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수행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에 대한 인식, 실천에 관한 연구

[8,13]에서 인식과 실천 사이에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간호활동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다[24]. 환자 안전 문화 인식이 높으면 안전

관리 실천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고 하여[6] 안전관리 

활동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3.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들의 환자안전문화 태도, 환자

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3.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소재 4년제 간호대학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수 선정을 위해 

G-power 3.0을 적용하여 상관관계를 위한 대상자 수

를 effect size 0.3, α=0.05, 검정력은 0.95로 계산

한 결과 대상자 수가 103명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

상으로 최종 226명이었다. 

3.3 연구도구 

3.3.1 환자안전문화 태도

  환자안전문화 태도 측정도구는 Park 등[16]이 병원 

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안전관리 태도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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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Choi와 Lee[8]가 간호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

완한 환자안전관리 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

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s ⍺=.74였다. 

3.3.2 환자안전관리 실천

  환자안전관리 실천측정도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

전관리 실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Yoo와 

Lee[17]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로 평가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리 실천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는 Cronbach’s ⍺=.92였다.

3.3.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와 Kang[18]이 개발한 임상

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19]이 수정·보완한 

31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

습평가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5점 Likert 척도

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1이었다.

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문화 태도, 환자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환자안전문화 태

도, 환자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

용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4. 연구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환자안전문화 

태도, 환자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226명으로 78.3%는 23세 이하

였고, 3학년이 48.2%, 4학년이 51.8%이었다. 전공 만

족도는 만족이 47.3%, 보통이 37.6%이었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로 취업률 고려가(34.5%), 적성에 따라

(26.5%), 주변인의 추천(18.6%)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중 간호사의 역할 모델의 대상이 있다고 

대부분(70.8%)으로 나타났다. 역할모델의 대상으로 

담당 간호사(48.7%), 실습전담교수(6.2%)로 나타났

다. 환자안전문화 태도는 3.71±0.51점이었고, 환자안

전관리 실천은 3.97±0.64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3.31±0.47이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6)  

Variables Classification N (%) or 
M±SD

Age(yr)

≦23 177 (78.3)
24~28  31 (13.7)
29~34  15 (6.6)
≧35   3 (1.3)

College status
Junior 109 (48.2)
Senior 117 (51.8)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6 (7.1)

Satisfied 107 (47.3)
Moderate  85 (37.6)
Dissatisfied  13 (5.8)
V e r y 
dissatisfied   5 (2.2)

Motive for
admission to
Nursing school 

Depending on 
the test score  31 (13.7)

According to
aptitude  60 (26.5)

Employment 
rate  78 (34.5)

Recommended 
by close 
person

 42 (18.6)

Others  15 (6.7)

Existence of 
role model

Exist 160 (70.8)

Does not exist  66 (29.2)

Patient Safety
Management

Attitude of 
PSM﹟(score) 3.71±0.51

Practice of 
PSM(score) 3.97±0.64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c l i n i c a l 
p r a c t i c e 
(score)

3.31±0.47

PSM﹟ = Patient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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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between Attitude, Practice of PS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226)  

Variables Classification
Attitude of PSM Practice of PSM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yr)

≦23 3.69±0.48

1.47
(.224)

3.96±0.63

2.09
(.102)

3.32±0.46

0.37
(.775)

24~28 3.71±0.59 3.84±0.65 3.28±0.56

29~34 3.97±0.58 4.33±0.61 3.24±0.39

≧35 3.83±0.80 3.97±0.46 3.12±0.61

College

status

Junior 3.62±0.52 -2.60

(.010)

3.98±0.68 0.24

(.813)

3.35±0.51 1.02

(.310)Senior 3.80±0.49 3.96±0.61 3.28±0.45

Major

satisfation

Very satisfieda 4.09±0.57

6.28

(<.001)

a > c, d*

4.14±0.45

1.79

(.133)

3.55±0.55

5.10

(.001)

b>c

Satisfiedb 3.80±0.48 4.06±0.61 3.41±0.45

Moderatec 3.60±0.47 3.86±0.67 3.20±0.46

Dissatisfiedd 3.39±0.48 3.78±0.73 3.04±0.43

Very dissatisfiede 3.80±0.48 4.09±0.88 3.11±0.34

Motive for

admission 

to

Nursing

school 

Depending on the test 
score

3.53±0.49

1.42

(.226)

3.82±0.64

0.67

(.611)

3.30±0.46

 0.74

(.565)

According to aptitude 3.71±0.55 3.94±0.62 3.39±0.53

Employment rate 3.74±0.51 4.03±0.64 3.31±0.44

Recommended by close 
person

3.79±0.41 4.01±0.67 3.27±0.50

Others 3.81±0.67 3.98±0.68 3.19±0.38

Existence 
of role
model

Exist 3.77±0.52
2.80

(.005)

4.02±0.60
2.27

(.028)

3.36±0.44
2.64

(.009)
Does not exist 3.56±0.45 3.84±0.69 3.18±0.51

PSM=Patient safety management; Post-hoc comparison=Scheffé; *p<.05

4.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  

리의 태도,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태

도, 환자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태

도는 학년, 전공만족도, 간호사 역할모델대상 영역에서, 

환자안전관리 실천은 간호사 역할모델대상영역에서, 임

상실습 만족도는 전공만족도, 간호사 역할모델대상 영

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안전문

화 태도는 3학년 보다 4학년이 점수가 높았고

(T=-2.60, p=.010).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F=-6.28, p=<.001), 바람직한 간호

사의 역할 모델 대상이 있는 경우가 높았다(F=2.80, 

p=.005). 환자안전관리 실천은 간호사의 역할 모델 

대상이 있는 경우가 높았다(F=2.27, p=.028). 임상

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가 만족한 경우가 평균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5.10, 

p=.001) 간호사 역할모델이 있는 경우가 높았다

(T=2.64, p=.009))(table 2). 

4.3 환자안전문화 태도, 환자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실습 만족도는 환자안전문화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고(p<0.01), 환자안전관리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p<0.01)<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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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ttitude 

of PSM

Practice 

of PSM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

n
r (p) r (p) r (p)

Attitude of 

PSM
1

Practice of 

PSM
.395**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74** .412** 1

**.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SM variabl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26)

4.4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환자안전문화 태도, 환자안전관리 실천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전공만족도, 

간호사의 역할 모델 대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

(tolerence)가 0.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IF)가 10이하로 나타나 회귀분석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귀모형에 대한 R²값은 

.411(F=12.65, p=.000)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

된 측정변인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41.1%로 나

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환자안전관리 실천(β=.39)이였으며, 그 다

음으로 전공만족도(β=.23)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N=226) 

variable β t F(Sig)

Major satisfaction .23 3.90 <.001
Practice of PSM .39 6.57 <.001

R²=.411, F=12.65  p<.001

5.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문화 태도와 환자

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

상실습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

호대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환자안전관리 실천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는 환자안

전문화 태도, 환자 안전관리 실천과 상관성을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 학생의 환자

안전문화 태도와 환자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 만족도

에 대하여 다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안전문화 태도 점수가 3.71점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환자안전관리 실천은 3.97점으로 선

행연구[8]에서 실시된 간호대 학생의 임상 실습시 환

자안전관리 실천 점수 3.97점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

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3.31점으로 이와 유사하게 선

행연구[11]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3.50

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자 학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실습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학부과정에서 초기에 환

자안전관리 개념을 노출하고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서 

환자환잔 개념을 확장하면서 임상실습에 적용하는 임

상실습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적 특성 중 환자안전문화 태도는 학년과 

전공 만족도, 간호사 역할모델 대상이 있는 경우에 유

의한 결과를 보였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이 환

자 안전문화 태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습현장에

서 적용되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생들은 의료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여 환자 안전에 직간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는 인력으로 의료현장에서 롤모델인 간

호관리자를 통해 안전관리에 태도와 실천 교육을 받고 

진행되고 있다[20] 환자안전문화 조사도구에서 관리자

가 하위영역에서 주요한 영역으로 제시된 바를 연결해

서 고려해볼 수 있는 점이다[21]. 특히 임상 실습장에

서 학생들이 느끼는 간호사의 역할모델은 환자안전문

화 태도와 환자안전관리 실천, 임상실습만족도에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났다. 같이 볼 수 있는 선행연구가 부족

하여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바

람직한 간호역할 수행과정을 형성하는데, 간호사의 역

할모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2]. 임상실습

을 하면서 긍정적이고 만족스런 느낌을 갖게 되는 데

는 학생과 간호사와의 관계가 높은 관련성을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9]. 임상실습 현장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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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후 간호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간호활동의 질을 

결정하고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하면서[23] 긍정적인 

간호사 역할모델을 형성하여 미래의 간호사로 발전해 

가리라 사료된다.   

  셋째, 임상실습 만족도는 환자안전문화 태도와 환자

안전관리 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

었다. 환자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태도와 중요성 인식

을 하는 것은 환자안전관리를 실천하는데 주요한 영향 

예측요인으로[8] 안전간호 수행을 위하여 환자 안전문

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환자안전관리 실천과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예비 

의료종사자로서 간호 대학생은 이론과 실습과정을 통

해서 환자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지하고 안전문화 인식

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안전간호활동은 직간

접적인 간호활동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간호활동을 통해 이뤄진다[24]. 학생

들은 환자안전간호 실천 과정을 통해 환자안전문화 중

요성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의 전문간

호사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는 임상 의료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예

비 간호사인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태

도와 환자안전관리 실천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 환자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교

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립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간호대 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여러 대학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추

가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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