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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정보매체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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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영, 유장학, 김해진*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부

Influences of Information Media of Patient Safety Incident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Perception,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toward Patient Safety

Eui Young Cheon, Jang Hak Yoo, Haejin Kim*

Department of Nursing, Suwon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정보매체를 통한 환자안 사고 노출 정도와 학생들의 환자안 련 지식, 인식,
수행자신감의 계를 알아보기 해 시행되었다. 연구의 상자는 일개 여 의 간호학과에 재학 인 학생으로 서면동의

서를 작성한 학생 348명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37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 다. 자료수집은 2018년 6월 4일에서 

1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상자의 환자안 에 한 지식은 평균 6.43 , 인식은 평균 41.02 , 
수행자신감은 평균 39.61 이었으며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환자안 사고에 노출된 정도는 각 1.25 과 1.35 으로 나타

났다. 환자안  지식은 연령, 학년, 환자안  교육 경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환자안  인식은 공만

족도에 따라,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학년, 환자안  교육 경험, 공만족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TV를 

통한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의 노출 정도는 지식(r=.32, p<.000), 수행자신감(r=.21, p<.000)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매체의 노

출 정도는 지식(r=.34, p<.000), 인식(r=.12, p=.028), 수행자신감(r=.24, p<.000)과 유의한 순상 계를 보 다.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부터 학생들에게 환자안 에 한 체계 인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정보매체를 통해 달되는 

환자안 사고와 같은 이슈에 비  사고를 가지고 근할 수 있는 환자안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

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information media about patient safety incidents influences 
nursing students' knowledge, perception,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toward patient safety. A total of 337 nursing 
stude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between June 4 and June 12,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21.0. Participants' scores for knowledge, perception, and performance confidence toward patient safety 
were 6.43±1.92, 41.02±4.35, and 39.61±5.89, respectively. Patient safety knowledg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grade, and patient safety education experience. Patient safety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atisfaction with the major, patient safety performance confiden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rade, patient safety education exper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formation media exposure
to patient safety incidents on TV and knowledge (r=.32, p<.000) and performance confidence (r=.21, p<.000) toward
patient safety had positive correlations. Information media exposure to patient safety incidents on the internet and 
knowledge (r=.34, p<.000), perception (r=.12, p=.028), and performance confidence (r=.24, p<.000) toward patient 
safety also had positive correlations.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nursing educ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for patient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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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환자안 은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 에 

방하고 상해를 제거하기 한 활동으로 안 에 한 기

본  욕구와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인의 의무, 법  규제

로 작용하며 안 문화형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환자 심 

의료와 간호를 의미한다[1]. 최근 종합병원 신생아 환

자실 신생아 사망을 비롯하여 학병원 내 수 사고(잘
못된 액형의 액 주입), 요양병원 환자의 낙상으로 인

한 사망, 다른 환자의 장기를 출하는 오류 등 사회 으

로 이슈화되는 환자안 사고의 발생으로 환자안 문화 

형성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요성은 

병원 인증평가기 에도 반 되어 2019년부터 용되는 

3주기 평가에는 환자안 사고 방에 핵심을 둔 인증조

사가 이루어질 정이며 환자안  련 인증평가 기 에

는 정확한 환자확인, 정확한 의사소통, 정확한 수술  

시술, 낙상 방, 손 생이 포함된다[2]. 
간호교육기 에서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체계 인 임

상실습을 통해 간호 학생이 장에서 직  환자를 함

으로써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 장에서 환자와 면담, 이송 

돕기, 활력징후 측정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감독 하에 기

본간호술기를 수행하게 되므로 환자의 안 과 직 인 

련이 있다. 임상실습 기간 동안 안 하게 환자간호에 

참여하고 환자안 문화를 이해하여 졸업 후 환자안

리를 하게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간호 학생이 졸업  환자안 에 한 올바른 개념이나 

인식을 갖추고 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요

하다고 볼 수 있다[3].
이미 국외에서는 환자안 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

기도 하고[4] 시뮬 이션 실습에 환자안  교육내용을 

용하여 환자안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5-8]. 국
내에서도 최근 시뮬 이션을 용한 환자안  연구가 일

부 보고되었으나[9,10] 실제 간호교육과정에서 환자안  

교육에 한 병원이나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하거나 련

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 평가하는 부분은 상

으로 부족하다. 특히 국가고시 교과목을 주로 구성되

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환자안 문화에 한 

보건의료 환경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하기는 어려운 부분

이 있다. 

환자안 에 한 체계 인 교과과정이 갖춰지지 않은 

반면 간호 학생은 앞서 언 한 종합병원 신생아 환자

실 신생아 사망과 같이 환자안 사고가 사회 으로 이슈

화되는 경우에 여러 매체를 통해 환자안 에 한 정보

를 하게 된다.  사회에서 매체를 통한 정보가 

에게 미치는 향력을 고려할 때[11] 환자안 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매체 정보가 

학생들에게 정 이든 부정 이든 어떠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매체를 통해 특정한 사

건이나 이슈에 련된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받고 개인

이 해당 매체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따라 매체 노출

의 향력이 좌우된다[12]. 그러므로 학생이 환자안 사

고에 한 정보매체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가에 따라 

환자안 에 한 지각과 그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러한 매체의 향력을 정 으로 교육 도구로 활용하기 

해서는 실제로 학생들의 환자안 사고 매체 노출 정도

의 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간호 학생의 환자안 에 한 국내 선행연구에

서는 환자안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안  

지식, 환자안 에 한 인식, 태도, 윤리의식, 간호 문

직  등이 확인되었으며 환자안 과 련된 임상시나리

오 개발과 표 화 환자나 시뮬 이션을 활용한 교육의 

용을 제시하 다[13-17]. 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 학 3, 4학년 학생의 환자안  지식과 태도, 수행

자신감은 유의한 상 계가 있어 간호 학생의 환자안

 태도와 수행자신감, 술기를 향상시키는 재 로그

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환자안 에 한 태도에 향을 

주는 변수인 학과 지원동기, 학업성 , 공만족도  간

호 문직 을 확립하기 한 체계 인 리와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환자안 은 학부과정 기에 

환자안 에 한 개념에 노출시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개념에 해 확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 인 반면[18] 
선행연구들은 부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상으로 하여 간호 교육과정 반에 걸친 교육 략을 

비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년의 간호 학생을 상으

로 환자안 에 한 지식, 인식, 수행자신감 정도를 확인

하고 매체를 통한 환자안 사고 노출 정도와의 계를 

알아 으로써 안 간호 수행능력 향상의 기 자료를 확

인하고 체계 인 환자안  간호교육 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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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학생의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 노출, 환자

안  지식, 환자안  인식, 환자안  수행자신감의 

정도를 악한다.
2)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과 환자안 사고 정보매

체 노출에 따른 환자안  지식, 환자안  인식, 환
자안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악한다.

3) 간호 학생의 정보매체 노출 정도와 환자안  지

식, 환자안  인식, 환자안  수행자신감의 상

계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가 간호 학생의 환

자안 에 한 지식, 인식,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S시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인 

1, 2, 3, 4학년 학생으로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이용하여 2018년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 으

로 동의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은 348명이었으

며 이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337부(96.8%)를 최종 으로 자료 분석에 활용하 다.

2.3 연구 도구

2.3.1 환자안전 지식

환자안 에 한 지식은 Park[19]이 개발한 도구를 

간호 학생에게 합하게 재구성한 Choi와 Lee[17]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별로 정답은 1 ,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 으로 

처리하여 10문항에 한 수를 합산하 다. 수의 범

는 최  0 , 최고 10 으로 수가 높을수록 환자안

에 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와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65 고 

본 연구에서는 .69 다. 

2.3.2 환자안전 인식

환자안 에 한 인식은 Park 등[20]이 개발한 병원 

의료종사자의 환자안 리 요성 인식 도구를 Choi와 

Lee[17]가 간호 학생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 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로 최소 10 , 최고 50 이며 수가 높을수

록 환자안 에 한 바람직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와 Lee[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67 고 본 연구에서는 .75 다.  

2.3.3 환자안전 수행자신감

환자안 에 한 수행자신감은 Madigosky 등[21]의 

환자안 /의료오류 련 교육과정 평가와 국제환자안

리목표를 참고하여 Park[19]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로 

최소 10 , 최고 50 이며 수가 높을수록 환자안 에 

한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Park[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5, 본 연구는 

.90 다.  
  
2.3.4 환자안전사고 정보매체 노출 정도

정보매체란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을 상 로 

량의 정보를 달하는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수단을 뜻한다. 환자안 사고에 한 매체 노출 정

도는 연구자가 구성한 주  척도를 사용하 다. 먼  

최근 2년 동안 매체를 통해 보도된 환자안 사고  환

자안  항목을 고려하여 낙상, 감염, 투약, 환자확인, 수
 련 사고 7개를 선정하고 해당 사고를 매체를 통해 

한 정도를 질문하 다. 노출 정도는 해당 환자안 사

고 정보에 근한 강도로 구체화하 는데, ‘본 이 없

다’, ‘제목만 본 이 있다’, ‘사고 내용을 보았다(읽었

다)’, ‘사고 내용을 2회 이상 했다’ 로 구분하고 각각

의 반응을 0, 1, 2, 3 으로 수화하 다. 문항은 7개의 

환자안 사고 노출 정도를 TV와 인터넷 각각으로 질문

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환

자안 사고 매체 노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자

가 구성한 도구는 환자안 에 한 교육 경험이 있는 간

호학 교수 2인의 추가 검토를 받아 사용하 다.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로 산출된 환자안 사건 매체 노출에 

따른 주  평정척도의 내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8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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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로그

램을 이용하여 산처리하 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 노출 

정도, 환자안  지식, 환자안  인식, 환자안  수행

자신감은 기술통계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 노

출 정도에 따른 환자안 에 한 지식, 인식, 수행

자신감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

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

우 Scheffé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
 상자의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 노출 정도와 환자

안 에 한 지식, 인식, 수행자신감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자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 고 설문조사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자료수집 차를 구체 으로 설

명하 다. 본 연구 참여  일어날 수 있는 정신 , 신체

 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연구 상자가 간

호 학생으로 취약한 피험자에 속하므로 각 연구자는 자

신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년에게 자료수집을 진행하

다. 설문을 작성하는 도 에도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

지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다는 것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

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이  잠  

장치에 보 하여 연구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자발 으로 동의한 학생들에게

만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제출받았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환자안전사고 정

보매체 노출 정도

상자의 일반  특성과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성별은 여 생이 100.0% 고, 연령은 

평균 21.69(±4.34)세로 20 가 부분을 차지하 다. 학
년은 2학년이 28.8%로 가장 많았다. 강의에서 환자안

에 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66.8% 으며, 

공만족도는 ‘높다’가 56.1%로 가장 많았다. 실습경험

이 있는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다’와 ‘높다’가 

17.5% 다. TV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환자안 사고에 

노출된 정도는 종합병원 신생아 환자실 신생아 사망이 

2.35(±0.83)과 2.41(±0.79)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은 수액세트 이물질 유입이 1.56(±1.03) 과 1.65(±1.03)
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환자안전 관련 지식, 인식, 수행

자신감의 정도

상자의 환자안 에 한 지식은 총  평균이 

6.43(±1.92) , 환자안 에 한 인식은 총  평균 

41.02(±4.35) , 환자안 에 한 수행자신감은 총  평

균 39.61(±5.89) 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 

관련 지식, 인식, 수행자신감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환자안  지식의 차이

는 연령(F=48.07, p<.000), 학년(t=-8.03, p<.000), 환자

안  교육을 받은 경험(t=8.65, p<.000)에 따라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환자안  인식은 공만족

도(t=-3.86,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

안  수행자신감은 학년(t=-4.22, p<.000), 환자안  교

육을 받은 경험(t=3.66, p<.000), 공만족도(t=-2.88, 
p<.000)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3).

3.4 정보매체 노출 정도와 환자안전 관련 지

식, 인식, 수행자신감의 상관관계

간호 학생의 정보매체 노출 정도와 환자안  련 

지식, 인식, 수행자신감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TV
를 통한 정보매체의 노출 정도는 환자안  지식(r=.32, 
p<.000), 환자안  수행자신감(r=.21, p<.000)과, 인터넷

을 통한 정보매체의 노출 정도는 환자안  지식(r=.34, 
p<.000), 환자안  인식(r=.12, p=.028), 환자안  수행

자신감(r=.24, p<.000)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상 계

를 보 다. 
환자안  련 변수들 간의 계에서도 환자안  지

식은 환자안 리 요도 인식(r=.11, p=.042), 환자안

 수행자신감(r=.26, p<.000)과, 환자안  인식은 환자

안  수행자신감(r=.34, p<.000)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상 계를 보 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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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Media of Patient Safety Incident                (N=3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M±SD

Gender Female 337(100.0)

Male 0(0.0)
Age(yr) <20 88(26.1)

21.69±4.34
20～24 207(61.4)

25～29 30(8.9)

≥30 12(3.6)
Academic year First grade 91(27.0)

Second grade 97(28.8)

Third grade 78(23.1)

Fourth grade 71(21.1)
Attendance of safety education lecture Year 225(66.8)

No 112(33.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low 3(0.9)

Low 9(2.7)

Moderate 104(30.8)

High 189(56.1)

Very high 32(9.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bsent 188(55.8)

Low 11(3.3)

Moderate 59(17.5)

High 59(17.5)

Very high 20(5.9)
Information media exp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
 on TV

Death after falling in the hospital 0.55±0.84

1.25±4.36

Inflow of foreign substances in IV fluid 1.56±1.03

Injection error of wrong dose Ketamine 0.60±0.90

Death of newborn in NICU 2.35±0.83

Incorrect blood transfusion 1.43±1.08

Removal of wrong patient's organ during surgery 1.20±1.12

Gauze residue on patient who underwent surgery 1.11±1.07
Information media exp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
 on internet

Death after falling in the hospital 0.68±0.91

1.35±4.42

Inflow of foreign substances in IV fluid 1.65±1.03

Injection error of wrong dose Ketamine 0.67±0.92

Death of newborn in NICU 2.41±0.79

Incorrect blood transfusion 1.56±1.10

Removal of wrong patient's organ during surgery 1.32±1.12

Gauze residue on patient who underwent surgery 1.22±1.05

Table 2. Level of Knowledge, Perception, and Performance Confidence toward Patient Safety            (N=337)

Variables
Item Total Range

M±SD M±SD Min Max

Knowledge 0.64±0.38 6.43±1.92 0 10

Perception 4.10±0.81 41.02±4.35 27 50

Performance confidence 3.96±0.82 39.61±5.89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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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Knowledge, Perception, and Performance Confidence toward Patient Safe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3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Perception Performance Confide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year) <20a 4.91±2.18 48.07
(<.000)
(a<b)

40.65±3.81 1.19
(.304)

38.34±6.66 2.83
(.060)

20～24b 6.91±1.43 41.00±4.30 40.11±5.23

≥25c 7.21±1.80 41.90±5.49 39.79±5.63

Academic year 1st-2nd 5.77±2.10 -8.03
(<.000)

41.13±4.37 .51
(.613)

38.43±6.39 -4.22
(<.000)

3rd-4th 7.26±1.26 40.89±4.34 41.09±4.81
Safety education lecture Yes 7.09±1.31 8.65

(<.000)
41.32±4.47 .1.82

(.069)
40.54±4.70 3.66

(<.000)
No 5.10±2.25 40.41±4.28 37.73±7.41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verage 6.30±1.88 -.87
(.386)

39.78±4.16 -3.86
(<.000)

38.34±5.48 -2.88
(<.000)

≥High 6.49±1.95 41.67±4.31 40.27±6.00

Table 4. Correlations of Information Media of Patient Safety Incident, Knowledge, Perception, and Performance 
Confidence toward Patient Safety                                                         (N=337)

Variables
Exposure 
on TV

Exposure 
on internet Knowledge Perception Performance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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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osure on TV 1.00 .85(.000) .32(.000) .10(.080) .21(.000)

Exposure on internet .85(.000) 1.00 .34(.000) .12(.028) .24(.000)

Knowledge .32(.000) .34(.000) 1.00 .11(.042) .26(.000)

Perception .10(.080) .12(.028) .11(.042) 1.00 .34(.000)

Performance confidence .21(.000) .24(.000) .26(.000) .34(.000) 1.00

4. 논의

본 연구는  학년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환자안

사고 정보매체 노출과 학생들의 환자안 에 한 지

식, 인식, 수행자신감의 계를 알아 으로써 안 간호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 인 환자안  간호교육 

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 학생들의 환자안  지식수 은 

6.43(±1.92) 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환자안  

인식수 은 41.02(±4.35) 으로 매우 높은 수 이었으

며,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39.61(±5.89) 으로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hoi와 Lee[17]의 연구에서 간

호 학생의 환자안  지식 수와 환자안  인식 수보

다 높았고, Jeong, Gong & Jeon[16]의 연구와 비교해서

는 간호 학생의 환자안  지식 수 5.87 (±1.89)보다 

높은 수이거나, 환자안  수행자신감 수 39.57
(±5.71)과 비슷한 수 이었다. 

한 Lim, Park,  & Shin[15]의 간호 학생 연구에서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43.18 (±4.65)보다 약간 낮은 

수 이었는데 본 연구를 제외한 모든 연구들이 임상실습

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3～4학년이 상이었다는 

측면에서 환자안  요성을 인식하고 련 지식을 쌓는 

것은 학년에서 이미 상당한 수 으로 향상시킬 수 있

으나, 실제 환자안 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임상

실습을 경험함으로서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  지식수 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상승하 고, 3～4학년이 1～2학년보다 높았으며, 
환자안  교육을 받은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 재학 에 환자안  지식에 

해서 교육이나 임상실습을 통해 지속 으로 노출되며 학

년이 올라가면서 경험이나 노출되는 정도 차이에 의해서 

지식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해 

Choi와 Lee[17]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경험이 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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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지식정도가 상승한다고 하 고, Lim, Park, & 
Shin[15]은 간호 학생들이 임상실습 수행과정을 통해 

환자안 을 요성을 이해하고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 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경험의 요성에 한 주장

을 지지한다. 
환자안  인식은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더 높

은 인식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만족도에 따라 환자안  지식수 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는 비되는 결과이었다. Park, 
Kim & Ham[20]은 환자안 을 인식한다는 것은 해당 

사안을 분명히 앎을 의미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실천하

려는 극 인 마음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 는데, 
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그 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 

공 역에 한 높은 심과 극 인 태도를 가지므로 

환자안 이라는 최근의 의료계 심사에 해 주의 깊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3～4학년이 1～2학년보다 높

았고, 환자안  교육을 받은 경우에 더 높았으며, 공만

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더 높은 수 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Abott, Fuji, Galt & Paschal[18]은 학부과정 기

에 환자안  개념에 해 노출시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개념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안 문제와 해결인식을 

형성하고 안 과 다 문직간 웍을 포 하는 문직

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 고, Park, Kim & Ham[20]은 

환자안 에 한 의료인의 심과 그 요성에 한 인

식은 환자안  실천에 요한 제라고 하 다. 한 

Jeong, Gong & Jeon[16]은 학업성 , 공만족도, 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환자안  수행자신감이 상승한

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도 공만족도가 동일한 양상

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수행자신감이 높지 않은 학부 학년 학생들에게 

극 으로 환자안  개념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받은 환자안  교육과 임상실습 경

험, 그리고 공만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은 간호

학생들이 환자안  수행자신감을 형성하는데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한 환자안 사고 노출정도는 환자안  인

식이나, 환자안  지식, 환자안  수행자신감과 순상

계를 보 으나, TV를 통한 환자안 사고 노출정도는 

환자안  인식과는 의미있는 계를 보이지 않고, 환자

안  지식, 환자안  수행자신감과 순상 계를 보

다. 한 환자안  인식과 환자안  지식, 그리고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상호간에 의미 있는 순상 계가 있었

다. Choi와 Lee[17]는 환자안  지식의 증가가 직 으

로 실천에 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안  인식정

도가 높을수록 환자안 에 한 지식과 실천 정도가 상

승하고, 학교에서 환자안 교육을 받은 경우 환자안 에 

해 더 요성을 인식한다고 하 는데, 본 연구는 이러

한 결과를 지지한다. Jeong, Gong & Jeon[16]은 환자안

 수행자신감과 환자안 에 한 태도 간에는 강한 상

계를 보이고, 환자안  지식과 수행자신감은 약한 

상 계를 보인다고 하 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결

과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간호 학생

들의 경우 TV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환자안  

사건을 하게 되고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면서 해당 사

건의 진행과정과 문제 , 리방안에 한 지식을 악

하여 안 사고 리에 한 수행자신감이 상승한다고 생

각된다. 특히 이것은 학생들의 사회  계와 정보습

득의 측면에서 요한 통로가 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반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매체를 통해 어떤 사건

이 이슈화 되는 경우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달될 험이 있으며 한 

댓 이나 SNS를 통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환자안 사고가 평가되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심리

 분 기가 학생들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으로 이슈화된 환자안 사고에 해서는 

학부생들을 한 환자안  교육 로그램에서 구체 으

로 다루어 환자안 에 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과 그

에 한 책과 방법에 해 분명하게 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환자안 은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직무능력으로 

간호사가 환자안 의 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면 할수록 

환자안  직무수행 정도가 더 높아지므로[22,23] 간호

학생의 환자안  교육은 이를 비하는 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환자안  수행자신감은 어떤 행 를 잘 수행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

시키고 임상 장에서 안 에 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

고 안 리에 한 정  태도를 형성하며, 교육-학습

과정을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본 연구에서 

환자안  인식과 환자안  지식은 수행자신감과 상

계를 보 으므로 이러한 환자안  인식과 지식을 향상시

키기 해 학과과정 기부터 극 으로 환자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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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노출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능동 으로 안  개

념을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통  강의기법보다 

환자안  교육에 시뮬 이션 방법이나 동 상과 인터넷

을 이용한 즉각 인 피드백과 정보공유 등의 방법은 인

터넷을 요한 정보습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호

학생들을 한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한 체계 인 환자안  교육은 임상간호사

의 환자안 문화에 한 인식이 실제 인 환자안  수행

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때[24,25]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개 여 를 편의추출하여 수행되

었기에 상자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고 결과의 일반화

에 제한 을 가진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매체를 통한 환자

안 사고 정보와 환자안  지식, 인식, 환자안  수행자

신감의 계를 알아 으로써 안 간호 수행능력 향상의 

기 자료를 확인하고 체계 인 환자안  간호교육 로

그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서는 간호 학생의 환자안  련 지식수 과 수행자신

감은 연령과 학년이 높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이나 TV를 통하여 환자

안 사고 정보매체에 노출된 정도와 환자안  지식이나 

수행자신감이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환자안  련 교육은 임상실습 이 부터 

진 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환자안 사고와 같은 이슈

에 비  사고를 가지고 근할 수 있는 환자안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용할 필요가 있어 환자안 교육

의 실제 이고 구체 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평

가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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