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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융 복합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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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atient Safety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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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융 복합적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S지역 소재 2개 대학의 4학년 학생 172명이며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
터 5월 26일까지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였으며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3.76점으로 중간 정도이었다.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간호학과 지원동기의 ‘주변권유’와 학업성적, 전공
만족, 간호전문직관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7.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있는 변수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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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atient safety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72  senior nursing students in S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5 to May 25, 2017.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3.0. Nursing students showed 3.76, moderate level in patient safety attitud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tient safety attitude. The variables that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atient safety attitude were ‘recommendation’ among motivation of admission, 
academic score,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se factors explained 17.8% of 
variance. In conclusion, to improve the patient safety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 
management for developing motivation of admission, academic score,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atient Safety,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Convergence

* 본 논문은 2017년 청암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4 September 2017, Revised 24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Mi Hwa Park
(Dep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Email: diamon86@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융 복합적 영향

31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Nov; 15(11): 317-32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인증제가 도입되고 의료서비스가 의료소비

자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

은점차로증가해왔고, 더불어환자안전은의료의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오늘날 의료기관

인증제는 구조적인 영역 보다는 수행과정에 중점을 둔

조사로서 환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근무

하는 직원 개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1,2].

환자 안전은환자에게발생할수있는오류를최대한예

방하고 상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 하는 활동이며, 안전

문화를 형성하여 안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상자중심의 의료체계를 의미

한다[3]. 보건의료전문인력인간호사는보건의료현장에

서 환자안전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므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4,5]. 더불어, 간호대

학생은 졸업 후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실무를

수행하고환자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

며, 간호대학생들의 환자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

도 습득은 추후 의료현장의 환자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6].

간호전문직관은직업으로서간호에대한견해와전문

직업인으로서간호사의활동이나직분에대한견해를포

괄하는 총체적인 신념과 관념이다[7]. 이는 간호의 가치

관에 근거를 두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므로 병원 현장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

[8]. 또한 전문직실무에영향을주는기본적인의사결정

과 연관이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이 점점 다양하고 복

잡해져가는 보건의료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간

호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9]. 그러므로 간호전문직관

은환자의요구를최우선가치로가진의료제공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요소이다. 또한 간호사 개인의 신

념 및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효

율적인 환자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간

호사 개인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을 높일 수 있다[10,11].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 상태에 대한 주의 깊고 정확

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으로 임상적 상황이 지속

적으로 변화하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능숙하고 다차원

적인간호를제공하기위해필수적으로요구되는능력이

다[12]. 비판적사고능력이높은간호사는신속하고효율

적인임상적의사결정을할수있으며[13], 환자안전역량

이 높고 정확한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개별적인 간호제공을 위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이 높

다[14,15]. 이러한간호사의간호업무수행능력향상은환

자 안전과 간호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16]

간호사가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적인 역량을 갖추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

다[13]. 이와 같이보건의료전문직인간호업무에있어서

간호사의 정확한 환자 문제 파악,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활용 능력은 간호 실무에

서질적인안전간호를제공하고환자안전보장에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연구는 환자 안전문화 인식[3,5,9,10,11,17,18], 환자 안전

태도[15,18,19,20,21,22], 환자 안전관리 역량[14,15,21,22],

환자 안전관리 활동[17,18,19,20,22,23,21,24,25] 등의 연구

들이진행되어왔으나대부분이간호사에대한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은 병원 현장지도자의 지도하에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환자의 접점에서 수행되는 기본간호에 참여하게 되며,

환자와의상담및환자이송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대학은 이론 수업 및 교내 실습, 임상 실습지도 등의 교

육과정에서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은 임상경험이 없으며

안전사고에대한대비가부족하다[26]. 환자 안전사고발

생의큰요인중의하나가환자안전사고에대한인식부

족으로 보고되고[23,24,27]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

생을대상으로환자안전의태도에대한연구는관련변수

와의 차이 검증과 상관성에 대한 연구 정도로 진행되어

져 왔다[17,20].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고자 시도되었으며, 간호사

의 환자 안전관리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된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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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환자안전태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간호전문직관, 비판적사고성

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

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

자안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

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로 S

지역 소재 2개의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

년학생을대상으로하였다. G* power analysis program

3.1.9를 이용하여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독립변수는 11개(대상자의 일반적 및 교육 관련 특

성 9개, 간호전문직관, 비판적사고 성향)로 했을 때 총

152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였다. 탈락율 20%를 고려해

총 188명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명을

제외하고 총 172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형 설

문지로일반적및교육관련특성,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대한태도로구성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교육관련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환자안전

교육경험, 환자안전 캠페인 경험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

어 있다.

2.2.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7]이 개발하고, 김명희[28]

가 수정한 18문항의도구이며전문직자아개념 6문항, 사

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역할 2

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이

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887이다.

2.2.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권인수 등[29]이 개발한 간호대학

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로 지적통합 6문항, 창의

성 4문항, 도전성 6문항, 개방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객

관성 4문항, 진실추구 3문항, 팀 구성 5문항의 5점 척도

총 35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911이다.

2.2.3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Madigosky 등[30]이 개발하

고 박정혜 등[20]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설문지는 환

자 안전에 대한 태도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

도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765이다.

2.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

되었으며연구자가직접방문하여각대학의학과(부)장

에게 본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동의를구한후대상자

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참여의자발성과철회가능성, 자료의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참여

동의서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고, 동의서

와는 별도로 연구 설문지를 배포, 수집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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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은 서술적 통

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

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

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92.4%가 여학생, 평균나이 23.57세, 종교가

있는학생이 43.6%이었다. 간호학과지원동기는 ‘취업에

유리해서’가 35.5%로 가장 높았고, ‘가치 있는 직업이라

서’ 15.7%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은 ‘3.00-3.49’가 41.9%

로 가장 높았고, 간호학전공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대

상자는 40.1%이었다. 환자안전교육은 53.5%가 경험하였

으며 대상자의 61.6%는 환자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수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6점, 비판적

사고성향는 5점 만점에 3.40점이었고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77점 이었다<Table 2>.

Variables Range Min Max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1-5 2.56 5.00 3.76±.47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5 2.37 4.46 3.40±.38

Patient Safety
Attitude

1-5 2.94 4.56 3.77±.38

<Table 2> Score of Variables                (n=17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차이

간호전문직관에차이를보이는특성은간호학과지원

동기(F=2.68, p=.033), 전공만족도(F=12.58, p<.001), 실습

만족도(F=10.69, p<.001), 환자안전교육 경험(t=2.28,

p=.024) 이었다. 간호학과지원동기는 ‘적성에맞을것같

아서’가 ‘취업에유리해서’ 보다높았다. 전공만족도와실

습만족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 보다 높았고 환자안

Characteristics n %
Mean
±SD

Range

Gender

Male 13 7.6

Female 159 92.4

Ages(year)

22 28 16.3

23 107 62.2 23.57
±2.51

22-45
≥ 24 37 21.5

Religion

Yes 75 43.6

No 97 56.4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61 35.5

Valuable 27 15.7

Fitness 28 16.3

Recommendation 43 25.0

Others 13 7.5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2)

Academic score

≤ 2.99 17 9.9

3.00-3.49 72 41.9

3.50-3.99 67 38.9

≥ 4.00 14 8.1

Others 2 1.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69 40.1

Somewhat 97 56.4

Not satisfied 6 3.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57 33.1

Somewhat 99 57.6

Not satisfied 16 9.3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92 53.5

N0 80 46.5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campaign

Yes 106 61.6

No 66 38.4

Total 17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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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육 경험은 ‘예’가 ‘아니오’ 보다 높았다.

비판적사고성향에차이를보이는특성은성별(t=2.25,

p=.026), 나이(F=7.81,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

(F=4.44, p=.002), 전공만족도(F=9.61, p<.001), 실습만족

도(t=4.79, p=.010), 환자안전교육경험(t=2.39, p=.018) 이

었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 보다높았고나이는 ‘24세이

상’이 ‘22세’와 ‘23세’ 보다 높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적성에맞을것 같아서’가 ‘주변 사람의 권유’ 보다 높았

고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보다높았다. 실습만족도

는 ‘만족’과 ‘불만족’이 ‘보통’ 보다높은것으로나왔지만,

사후검증결과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예’가 ‘아니오’ 보다 높았다.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학업

성적(F=3.30, p=.022), 전공만족도(F=9.21, p<.001)이었다.

학업성적은 ‘4.0 이상’이 ‘3.0 미만’ 보다 높았으며전공만

족도는 ‘만족’이 ‘보통’ 보다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성

상관성분석결과환자안전에대한태도는간호전문직

관(r=.351, p<.001), 비판적 사고성향(r=.271, p<.001)과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비

판적 사고성향도 양의 상관(r=.479, p<.001)이 있었다

<Table 4>.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
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Nursing
Professionalism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79
(<.001)

1

Patient Safety Attitude
.351
(<.001)

.271
(<.001)

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72)

Characteristics Item n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atient Safety Attitude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Mean
±SD

t/F(p)
Scheffé Test

Gender
Male 13 3.74±.50 -.13(.898) 3.63±.34 2.25(.026) 3.64±.36 -1.28(.202)
Female 159 3.76±.47 3.38±.38 3.78±.38

Ages
(year)

22a 28 3.70±.40 .93(.398) 3.37±.29 7.81(<.001) 3.71±.35 .63(.537)
23b 107 3.74±.48 3.34±.38 c>a,b 3.77±.39
≥24c 37 3.85±.51 3.61±.37 3.82±.37

Religion
Yes 75 3.79±.45 .75(.454) 3.41±.37 .24(.811) 3.79±.40 .43(.617)
No 97 3.74±.49 3.40±.39 3.76±.37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a 61 3.63±.34 2.68(.033) 3.34±.35 4.44(.002) 3.72±.37 .75(.561)
Valuableb 27 3.91±.57 c>a 3.55±.34 c>d 3.81±.35
Fitnessc 28 3.92±.47 3.58±.34 3.86±.31

Recommendationd 43 3.75±.45 3.28±.35 3.78±.44
Otherse 13 3.74±.72 3.36±.58 3.78±.44

Academic score

≤2.99a 17 3.83±.63 .69(.559) 3.42±.50 1.16(.328) 3.67±.37 3.30(.022)
3.00-3.49b 72 3.71±.44 3.36±.38 3.72±.38 d>a
3.55-3.99c 67 3.77±.46 3.42±.36 3.83±.35
≥ 4.0d 14 3.88±.53 3.56±.39 4.00±.39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a 69 3.96±.49 12.58(<.001) 3.55±.37 9.61(<.001) 3.92±.31 9.21(<.001)
Somewhatb 97 3.63±.41 a>b,c 3.30±.34 a>b 3.67±.39 a>b
Not satisfiedc 6 3.45±.40 3.37±.65 3.74±.4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a 57 3.97±.50 10.69(<.001) 3.50±.42 4.79(.010) 3.84±.31 1.39(.252)
Somewhatb 99 3.68±.42 a>b,c 3.33±.33 3.74±.40
Not satisfied c 16 3.49±.53 3.50±.45 3.74±.47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Yes 92 3.84±.43 2.28(.024) 3.47±.37 2.39(.018) 3.74±.38 -1.12(.263)

N0 80 3.67±.51 3.33±.38 3.81±.38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campaign

Yes 106 3.78±.47 .80(.423) 3.44±.36 1.53(.127) 3.77±.38 -.19(.851)

N0 66 3.72±.48 3.34±.42 3.78±.39

<Table 3> Difference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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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
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전문직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종

교, 간호학과지원동기, 학업성적, 전공만족, 실습만족, 환

자안전교육경험, 환자안전캠페인경험 등 일반적 특성 9

개를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는 추가로 간호전문직관와

비판적 사고성향을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

이 2.105로 오차항들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오차항의분포는표준화잔차가 ±3 이내의값으로나

타나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의 공차

한계는 .574∼.94로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차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1.76로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최종 회귀 모

형은적합하였고 모형 1에투입된일반적특성에서는간

호학과지원동기의 ‘주변권유’(β=.18, p=.037)와 학업성적

(β=.20, p=.017), 전공만족(β=.23, p=.015)이 영향을 미치

는변인으로나타났다. 일반적특성을통제하였을때간

호전문직관(β=.26, p=.003)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뚜렷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비판적사고성

향(β=.14, p=.103)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변수의 환자 안전에대한태도에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7.8%이었다(Adjusted-R2=.178, F=2.41, p<.001)<Table

5>.

4. 논의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간호전문직관과비판적사고

성향이환자안전에대한태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자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자의간호전문직관은 5점만점에 3.7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현주[31]의 3.48점보다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지원동기,

Variables
Step 1 Step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24 .52 6.25 .000 1.96 .58 3.36 .001

Gender (R*:Male) -Female .11 .12 .08 .93 .356 .14 .12 .10 1.19 .236

Ages (year) .01 .01 .07 .78 .436 .00 .01 .02 .21 .832

Religion (R*:No) -Yes .01 .02 .06 .80 .423 .02 .01 .07 1.01 .313

Motivation of admission (R*:Employment guarantee)

- Valuable .10 .09 .09 1.11 .267 .03 .08 .03 .33 .743

- Fitness .10 .08 .09 1.14 .256 .02 .08 .02 .23 .822

- Recommendation .16 .07 .18 2.10 .037 .12 .07 .14 1.68 .094

- Others .13 .11 .09 1.11 .271 .05 .11 .03 .44 .657

Academic Score (1=3.0 Less than, 4=4.0 or higer) .09 .04 .20 2.42 .017 .09 .04 .18 2.31 .02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1=Not satisfied, 3=Satisfied) .16 .07 .23 2.45 .015 .11 .06 .16 1.69 .09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1=Not satisfied,3=Satisfied) .02 .06 .03 .37 .711 .02 .06 .04 .43 .665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R*:N0) - Yes -.11 .06 -.15 -1.87 .064 -.14 .06 -.19 -2.49 .014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campaign (R*:N0) - Yes .03 .06 .04 .53 .597 .02 .06 .03 -.34 .737

Nursing Professionalism .21 .07 .26 3.00 .00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4 .08 .14 1.64 .103

R2 .155 .246

Adjusted-R2 .091 .178

F(p) 2.41(.007) 3.61(<.001)

Durbin-Watson=2.150, Toleracne: .57∼.94, VIF=1.06∼1.76
R*: Reference group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Patient Safety Attitude                                        (n=172)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atient Safety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23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환자안전교육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나타났다. 이는선행연구에서간호전문직관이지

원동기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9,32],

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9,33]를 고려할 때, 외부요인이 아닌 자신의 적성에

맞춰서 학과를 지원한 경우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실

습만족도가높은경우간호전문직관이더높음을알수

있다. 환자안전교육경험이있는대상자는간호전문직관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자안전교육 경험과 간호전

문직관을함께연구한선행연구는찾기어려우나간호사

의전문직자아개념이안전관리활동에유의한영향을주

고 있음을[11]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교육 경

험과 간호전문직관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3.40점

으로동일한도구로간호대학생에게조사한 3.41점[34]과

유사하나상급종합병원에근무하는임상간호사의 3.56점

[35]보다 낮다. 이는 다양하고 복잡한 실무환경 속에서

매순간신속하고정확한의사결정이요구되어지는간호

사들과는 다르게 간호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기회가적음으로서간호사에비해비판적사고성향점수

가낮은것으로보여진다. 취업전적용한실무교육프로

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킨 연

구[36] 결과를 볼 때, 신입간호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

기위하여현장근무전학교교육과정을통하여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필

요가있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인경우, 나이가 24세이

상인경우, 적성을고려하여간호학과지원한경우, 전공

만족도와실습만족도가높은경우, 환자안전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연령, 간호학 전공

만족도, 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연구[37] 같은결과이다. 또한성별이남학생이며,

간호학전공에대하여만족하는경우와임상실습에대하

여 만족하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고,

이는 학업성적과는 무관하다는 신경아 등[32]의 연구결

과와도일치한다. 간호학의지원동기가적성이나가치를

염두에두는경우전공만족도가높음을고려할때[38] 전

공만족도와 실습 만족도가 비판적 사고 함양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자안전교육 경험이 비판적

사고성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것은환자안전

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과 판단력이 요구

되므로[15]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한평가나 판단이요구

되는비판적사고능력[12]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여진다.

환자안전에대한태도는 5점만점에 3.77점으로본연

구와 동일한도구로 측정된연구[20]에서 나타난 임상실

습후의간호대학생의태도점수가 3.77점인결과와같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09점 보다 높다. 본

연구의 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적, 전공만

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

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태

도는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결과

[20]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로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

가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환자안전교육 경험은 환자안

전 태도 요인을 포함한 환자안전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15,21,22]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는 환자안전교육

경험이환자안전에대한태도에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이는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병원 환경은 안전에 대한 요

구도가 높고 실시간 주의를 요하는 반면 학생들의 환경

은 그렇지 않으므로 병원에서의 근무경험이 환자안전에

대한태도에영향을미치고있음으로고려해볼수있다

[15,18]. 더불어 선행연구에서[30] 의과대학교 2학년들의

교과과정에환자안전의내용을삽입하여교육한결과학

업성적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환자안전 태도

점수가유의하게향상되었다. 이러한결과는정규교육과

정을 통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전

공과환자안전에대한지식이향상되고전공에대한만

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환자안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

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안전에 대한 바람직

한태도는환자안전수행능력을향상시키므로[17,20] 적

절한교육으로환자안전에대한태도를향상시킬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간호전문직관, 비판적사고성향, 환자안

전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

에 대한 태도는 간호전문직관, 비판적 사고성향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

직관과비판적사고성향간에도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비판적

사고성향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32] 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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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다[18]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일반적특성에서간호학과지원동기가

취업에 유리해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주변의 권유로

지원하는 경우와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전공에 대하여

만족한 경우가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

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 하였을 때는 간호전문직관이 높

은 경우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게 높았으며, 비

판적 사고성향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학과 지원 동기 중

단순히 취업을 위하여 선택하는 경우보다 주변사람들의

권유로학과를선택하는경우가학과선택에대한접근이

더욱객관적으로이루어졌을것으로보여지며이러한신

중한 동기가 전문개념이 반영된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원동기에 대

한 연구는 더욱 구체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여진다.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환자 안전에 대

한태도에차이가있다는결과[19,20]는 보고되고있으나,

본 연구에서는더나아가이러한변수가환자안전에대

한태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다. 이는환자안

전관리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적과 전공만족도

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과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를 직

접 비교 연구 한 선행연구는 미진하므로 환자안전의 태

도를포함한유사개념의연구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인수인계상황에서환자안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

하여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환자 인수인계 상황에서 환

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간호사의 간

호전문직관 이었다[39]. 또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환자의모니터링실무를통한환자의안전활동에영향을

미치며[25],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중환자실 간호사

의환자안전문화인식이높음이보고되었다[11]. 환자 안

전을수행할수있는능력은환자안전에대한바람직한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것[20]을 고려할 때, 간호전문직관

이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은임상실습에대한안전을보장하고추후간호업무

현장에서대상자에게보다안전한양질의간호를제공하

는데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사료되므로간호대학

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고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과는 다르게 비판적사고 성향은 간호대

학생의환자안전에대한태도에뚜렷한영향을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간호사의비판적사고성향이환자안전역

량에 유의한영향을 미치며[14]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영

향을미친다[18]는 선행연구의결과를고려할때, 간호사

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자 안전의 태도의 관계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다른 연구에서 병원

경력 5년 이상간호사가 1년 이하간호사보다비판적사

고성향과환자안전관리활동이유의하게높았으며이러

한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자 안전관리 활동은 유의한 상

관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18]. 이러한결과

로간호사들의비판적사고성향을안전관리활동으로이

어지게 하는 변수 중 하나는 병원 경력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환자안전의 태도에 미진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

가 간호대학생들의 병원 경력이 없는 것과도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환

자안전에관한태도는추가연구를통해새로운영향요

인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

에관한연구는아직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그

러나 병원현장의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하여서는 모든 간

호사에게있어서환자안전에대한태도가중요한요인임

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미치는요인과관련변수를찾는연구는지속적으

로 진행되어야한다. 환자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의료 질 보장을 위하여 병원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

료인이 갖춰야할 요소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

직관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

자안전 보장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 의료 상황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간호대학생들이임상실습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환자안전보장에

대한 병원현장의 높은 요구도로부터 유발되는 현실충격

을 줄이고, 현장의 요구에 맞는 자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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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간호전문직관과비판적사고

성향이환자안전에대한태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연구대상자의환자안전에대한태도수준은

중간정도이었다. 간호전문직관과비판적사고성향은환

자안전에 대한 태도와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미치는변수는일반적특성에서는간호학과지원동기

의 ‘주변권유’와 학업성적, 전공만족이며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였을때간호전문직관으로이들변수의설명력은

17.8% 이었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이임상실습기

간동안접하게되는환자의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간

호대학생의학과지원동기, 학업성적및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에대한정체성의확립이더욱중요하게관리

되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높은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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