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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와 관련된 요인을 융·복합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메
타분석을 통해 관련 요인의 효과크기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검색은 Medline, Embases, CINAHL, 
DBpia,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을 이용하였으며,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MeSH용어와 Emtree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식은 [(patient safety 
or patient harm or safety management) and (students, nursing)] or [(patient safety or patient 
harm or safety management) and (education, nursing, graduate)] 이었다. 문헌선정은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관련 요인으로는 간호수행, 지식, 태도, 자신감, 인식 및 인지 등이 확인되었고, 그 중 환자안전간호 수행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에는 자신감, 태도, 인식, 지식 순으로 파악되었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간호수행, 교육, 메타분석, 환자안전
Abstract Purpose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patient safety nursing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in a convergent and complex aspect and to identify the effect size 
through meta-analysis. The research method used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Medline, Embases, CINAHL, DBpia,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 and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Kiss) were used, while overseas 
databases were searched using MeSH terms and Emtrees. The search term was [(patient safety or 
patient harm or safety management) and (students, nursing)] or [(patient safety or patient harm 
or safety management) and (education, nursing, graduate)].The research found that nursing 
performance, knowledge, attitude, self-confidence, recognition, and cognition were found to be 
relevant factors in the order of confidence, attitude, recognition, and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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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와 최첨단 의료기술의 발

전 속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증가되
고 있으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보건의료사업의 중
요한 부분이 되었다[1].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미국의학
원(Institute of Medicine)에서 발표한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더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라는 보
고서를 통해 의료과실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부터
이다[2].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등으로 
오류에 관한 문제를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으나 
2004년도 의료기관평가항목에 환자안전 평가항목이 포함
되면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3]. 
국내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에 발표된 ‘병원 내 위해사건에 관한 보고서(The 
incidence and nature of in-hospital adverse 
event: a systemic review, Qual Safety Health 
Care)’를 토대로 의료과오 발생률을 추정한 결과 입원 
환자의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은 9.2%, 사망사고 발생 가
능성은 7.4%, 예방가능성은 43.5%로 추계되었다[4]. 세
계 여러 나라에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
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2010년 
백혈병으로 항암제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이 투약오류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조성되면서 2015년 환자
안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5].

 환자안전은 환자중심의 의료를 강조하는 개념[6]으로 
환자에게 해가 가해지는 일을 막는 것이며, 오류의 예방, 
발생한 오류로부터의 학습, 그리고 의료종사자, 조직, 환
자 모두가 관여하는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통칭하는 개념
이다[7]. 환자안전사고는 질병의 자연경과와 상관없이 발
생한 환자위협 사고로 정의되며, 환자안전이 지켜지지 못
해 발생하는 사고는 환자의 피해 유무를 떠나 병원 내에
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오류, 실수, 사고를 포함하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재정적 손실을 야기 시킨다
[8]. 환자안전은 병원의 환경, 시스템, 모든 구성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통의 관심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9].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10]. 간호사는 직접간호수행뿐만 아
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연결된 다른 직종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연결책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
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없다. 실제
로 환자 적신호 사건의 60%가 의료인의 의사소통 문제
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11]. 그러므로 환자안전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간호
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부서 내 의사소통, 경영진 태
도,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12].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미래의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간호를 수행해야하기에 교육제공자는 환자안전
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과정과 
실무에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13]. 학부의 교과과정에서 제대로 환자안전에 대해 교육
받지 못할 경우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기술 부
족이 초래된다고 한다[14]. 결국 미래의 중요한 의료인력
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의 개념과 원칙, 수행 
및 태도 등을 훈련하는 것은 졸업 후 임상에서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임
상실습에서 일부 현장을 경험하지만, 간호사의 역할을 수
행하는 위치가 아니다. 따라서, 환자안전간호 관련 요인
들이 간호사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요인들 간의 관
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차후 간호
대학생이 현장에서 환자안전간호 수행을 향상시키는 방
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환자안전간호에 대
한 객관적 자료를 교과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 도구개발에 필요한 기
초자료와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와 관련

된 요인을 융·복합적 측면에서 바라보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고,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크기를 파악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
호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다.

 2) 환자안전간호 관련요인으로 다수 연구된 개념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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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인 간 효과크기를 산출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

기 위해 실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는 단계별 문헌선택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를 사용하였다.

3.2 핵심질문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구체적 질문(Populations,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Study design, 
PICOS)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P)은 간호대학생, 중재
방법(I)은 환자안전간호, 결과(O)는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
한 결과의 수치화된 보고 또는 서술적 보고, 연구유형
(SD)은 무작위실험설계, 유사실험설계, 단일군 연구설계, 
설문조사를 포함하였다. 

3.3 연구대상
연구대상 문헌의 선정기준은 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간호연구, 2)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술논문을 선정하였다. 배제기준은 1)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환자안전간호수행연구, 2) 한국어나 영어로 출
판되지 않은 연구, 3) 문헌고찰 연구, 4) 사례연구, 5) 발
표되지 않은 학회 발표 초록 이었다. 

3.4 자료수집절차
자료수집을 위해 2019년 10월 31일 까지 출간된 논

문을 모두 포함하여 검색하였다. Medline, Embases, 
CINAHL, DBpia,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을 이용하였으며,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MeSH용어와 Emtree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patient 
safety’, ‘patient harm’, ‘safety management’, 
‘students, nursing’, ‘education, nursing, graduate’를 
사용하였다.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간호학생’, ‘간호대학
생’, ‘환자안전’, ‘환자위해’, ‘안전관리’ 용어를 추가하여 논
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식은 [(patient safety or patient 
harm or safety management) and (students, 

nursing)] or [(patient safety or patient harm or 
safety management) and (education, nursing, 
graduate)] 이었다. 검색된 논문은 PRISMA에 따라 문헌 
검색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3.5 자료 추출과 분석
체계적 문헌고찰에 포함된 문헌의 특성을 분석한 후 

자료추출 양식에 따라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시
행하였고 연구자간 불일치하는 결과는 논의를 통해  정
리하였다. 자료 추출 양식은 문헌의 일반적 특성으로 저
자, 출판년도, 연구 디자인, 연구대상자수, 결과 변수, 결
과변수 측정 도구, 연구결과를 포함하였다. 선택된 문헌 
중 상관계수를 제시한 연구에 대해서는 R program을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별된 각 
연구들 간의 이질성이 있었으므로 변량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으로 분석하였고, 효과크기 산출은 r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Fisher의 공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Zr
을 산출하였다. 사례수가 많은 연구에는 가중치를 부여하
여 전체 효과크기를 계산함으로서 연구의 정확도를 높였
다. 연구들 간의 이질성 판단은 시각적인 방법인 메타분
석 숲 그림(forest plot)으로 확인하고, Higgins의 I2 통
계량을 통해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I2 값이 
25%인 경우 이질성이 낮고, 50%인 경우 중간, 75% 이
상인 경우는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15].

4. 연구결과
4.1 자료 선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간호와 관

련된 요인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탐색하고, 환자안전
간호수행과 관련된 요인의 평균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
해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출판된 문헌을 체계
적으로 고찰하였다. 검색 결과 총 2,468편의 논문이 검
색되었고, 중복된 509편을 제외한 총 1,959편을 대상으
로 핵심질문, 자료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2명의 연구
자가 독립적으로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핵
심질문과 관계없는 연구, 한글과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등을 제외한 79편의 문헌을 1차 선별하였다. 1차 
선별된 79편의 문헌을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과 과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자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 20편,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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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 26편, 간호대학생의 교육프로그
램과 관련된 연구 9편, 영어나 한국어로 출판되지 않은 
연구 2편, 학회 구두 발표 등 갖추어진 형식의 논문이 
아닌 연구 4편을 제외한 총 18편의 연구가 최종 선정되
었다(Fig. 1). 18편의 논문 중 환자안전간호수행과 관련
한 요인과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논문 8편에 대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 문헌의 특징
본 연구에 포함된 간호학생의 환자안전간호에 관한 연

구 18편의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포함된 9편의 연구
는 중 1편을 제외한 17편의 연구가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18편의 연구는 양적연구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조사연구
로 이루어졌다. 모든 연구가 2013년 이후 출판되었다. 

4.2.1 간호대학생 환자안전간호 관련 요인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와 관련된 요인은 간호수행 

10편(56%), 지식 9편(50%), 태도 9편(50%), 자신감 8편
(44%), 인식·인지 7편(39%)이 있었다. 환자간호능력, 전
문직관,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를 요인으로 본 연구가 각
각 2편(11%)에 해당하였으며, 그 외 윤리의식, 안전환경,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가 각각 1편(6%)에 그쳤다. 

4.2.2 결과변수에 따른 측정도구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 관련 요인을 측정한 도구

는 다음과 같았다. Madigosky 등[16]은 환자안전과 관련
한 지식, 태도, 자신감에 대하여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 의 연구들이 Madigosky 등[16]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Madigosky 등[16]의 
도구를 사용한 연구는 지식 8편(44%), 태도 7편(39%), 자
신감 8편(44%)에 해당하였다. 환자간호수행을 측정한 도
구는 Yoo와 Lee[17]이 개발한 환자안전관리활동 도구 6
편(33%), CDC 표준주의지침을 활용한 연구 2편(11%), 
Son과 Park[18]이 개발한 환자안전관리활동, Cho[19] 
가 개발한 환자안전관리실천, Madigosky 등[16]이 개발
한 환자안전수행능력이 각각 1편에 해당하였다.    

Fig. 2. Forest plot of the effects of attitude

Fig. 1.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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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수행 관련 요인 간 
효과크기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 관련 요인 중 임상현장에
서의 실제 수행과 관련된 요인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R program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태도, 
자신감, 지식, 인식이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감 53%, 태도 
43%, 인식 40%, 지식 12%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연구의 이질성은  Higgins의 I2 으로 판단한 
결과 태도69%, 자신감 92%, 지식 0%, 인식 94%로 지식
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이질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3,4,5). 

Fig. 3. Forest plot of the effects of confidence

Fig. 4. Forest plot of the effects of knowledge

4.4 출판편향
각 연구들은 효과 추정치 부근에 산포되지 않았으나 

큰 규모의 연구들은 그래프 상단에 분포, 작은 규모의 연
구들은 하단에 분포하였다. 규모가 작은 연구들이 보다 
폭넓은 분포를 보였으나 그래프 모양은 깔때기를 뒤집은 
모양에서 벗어났으므로 출판편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Fig. 6).

Fig. 6. Funnel plot

5. 논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환자

안전간호 관련 요인을 융·복합적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시
도되었고,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18편이며 그중 다수 
연구된 환자안전간호 수행과 관련된 선행연구 8편이 메
타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간호 관련 요인

을 확인한 결과 간호수행, 지식, 태도, 자신감, 인식 및 
인지, 환자간호능력, 전문직관, 의사결정, 비판적 사고, 
윤리의식, 안전환경, 대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같은 요인
들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환자안전간호 수행에 관한 

Fig. 5. Forest plot of the effects of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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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이것은 환자안
전간호수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환자안전관리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한 연구와 같은 맥
락으로 생각되며, 연구결과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자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1]. 환자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교육, 환자안전 개념에 대한 노출과 진급에 따른 
개념 확장등이 필요하다[20].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
생의 간호수행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
로 교육방향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요인 연구 중에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
호 수행과 상관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 8편을 메타 분석
을 실시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연관성이 높은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자신감(53%), 태도(43%), 인식(40%), 지식
(12%) 순으로 파악되었다.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과정 운
영 시 환자안전간호에 대한 지식 습득은 기본적으로 반
드시 필요하나, 실제 임상에서의 수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는 고학년에서 자신감이나 태도, 인식을 함양시키는 방
향으로 집중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생
의 간호 수행 자신감,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
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어[21-22],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간호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간호 관련 개념들을 측정
한 도구를 살펴본 결과, 태도와 자신감은 Madigosky 등
[16]의 도구를 번안․수정한 도구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의
료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기존 도구를 국내 상황과 
간호대학생이라는 대상자에 맞춰 변경하였고, 다수의 연
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환자안전간호에 대한 지
식과 수행은 각각 Park 등[23]과 Yoo와 Lee[17]가 개발
한 도구가 다수 사용되었다. 확인된 연구에서 비교적 동
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관련요인을 측정하여, 각각의 연구
에서 측정하고자 한 개념이 대부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관련 연구를 수행 시 이 결
과를 참고하여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개념에 대한 차
이가 없도록 유지하고, 연속적인 연구결과의 확장이 이루

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6개의 data base를 통

해 문헌검색을 수행하여 문헌선택의 비뚤림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최종 포함된 연구의 수가 8개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출판편향을 보정하기 위한 trim and fill 적용
이 부적절하여[15] 출판편향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및 수행과 관련된 연구
는 2013년 이후부터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연구 뿐 아니라 무작위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학생의 환자안
전 간호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다섯째,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환자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특히 간호사
는 직접 간호수행으로 이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
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중요 관련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과과정 선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 관련 요인을 체

계적으로 고찰하고, 다수 연구된 개념을 중심으로 간호대
학생의 환자안전간호 관련 요인 간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융·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메타분석을 시행하
였다. 연구결과 관련 요인으로는 간호수행, 지식, 태도, 
자신감, 인식 및 인지 등이 확인되었고, 그 중 환자안전
간호 수행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에는 자신감, 태도, 인식, 
지식 순으로 파악되었다.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간호사인 간호
대학생을 학부의 교과과정에서부터 관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관련 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문헌
검색을 수행하였으나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간호와 관련
된 이슈가 최근에 부각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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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여 출판편향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
라서 추후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환
자안전간호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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