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회복을 위한 

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환경

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와 환자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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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행위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간호대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2020년 12

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설문조사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 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안전동기는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

전관리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안전관리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안전관

리행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준 요인은 안전동기와 안전수행자신감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안전관리행위 능

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동기, 안전수행자신감을 포함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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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fety motiva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targeted nursing students. Subjects were 127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December 1 to December 20, 2020.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afety 

motivation was positive correlated with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Confidence in performance was positive correlated with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Safety motivation and confidence in performance were main factors that affects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These results suggest to develop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that include safety motiva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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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의료를 제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이 대상

자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간호의 기

본 원칙이기도 하다[1]. 그러나 국내 일부 병원을 대상

으로 조사한 위해 발생 확률은 7.2%였고 외국의 경우

도 10%에 이르는 등[2] 환자안전사고 발생으로 상당수

의 환자는 재원일수 증가, 영구적 손상, 심한 경우 사망

에 이르렀다. 환자안전사고는 대형화된 병원 시스템 안

에서 의료인들 간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의료서비

스 제공 과정 중의 오류, 환자의 중증도와 같은 취약 요

인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다[3]. 정책적인 차원으

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의료기관평가를 실

시하여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8년에는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병원 실태를 파악하

여 안전기반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4]. 환자안

전을 위해서는 지침 또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변화도 필

요하지만 의료인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안전

의식 강화가 중요하다[5]. 의료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는 간호사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환자를 돌보며 

환자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6]. 

안전동기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환자 안전을 위한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내적인 심리상태로 안전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7].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안전동기, 안전수행, 안전사고

관리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8], 안전

동기는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간호 활동에서 보여지는 임

상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로 능숙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신뢰를 의미한다[9]. 따라서 

간호사가 안전한 환자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

에 대한 자신감이 필수적이다.

간호대학생은 학과 교육과정의 병원임상실습 교과목

을 통해 직간접적인 환자간호 업무 수행의 기회를 갖는

다[10]. 임상실습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간호술기를 수

행하는 것 외에도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손씻기, 감염, 

낙상 등에 대해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습

기간 동안 안전한 환자간호에 대해 인식하고 행위를 습

관화 할 수 있다면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환자안

전관리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안전관리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상실습 중에 환자간호에 참

여하는 간호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안전관리행위와 지식, 태도의 관련성을 주로 보고 있으

며, 안전동기와 수행자신감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사례

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중인 간호대학생 3학

년을 대상으로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

리행위 정도와 변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개발

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중인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

로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행위 정도

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안전관리행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

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

리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

리행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중인 일개지역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행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안전관리행

위의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간호대학 중 연구를 허락한 

2곳에 재학 중인 3학년 140명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

여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



간호대학생의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이 안전관리행위에 미치는 영향 69

부하고 자료조사 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완전한 13부를 제외하고 

최종 127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

하여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

았으며, 설문지에 설문안내서와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

유의사에 따라 설문참여를 결정하고 연구 중간이라도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거절하고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렸다. 설문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설문지는 개인

정보 비밀보장을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하였

다가 연구 종료 후 바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독립변

수 10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G*Power 

analysis program 3.1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18명 이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인 127명은 

적절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논문들을 참고하여 연령, 성별, 

학업성적,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안전교육경험, 

안전교육경로, 안전관리지식 정도, 등 8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2.3.2 안전동기

안전동기는 Vinodkumar and Bhasi[11]가 개발하

고 Han[8]이 우리말로 번역 수정한 자가 측정 설문도

구를 사용 하였다.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42였다. 

2.3.3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Madigosky등[12]이 의료

계열 대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수행능력

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환자안전/의료오류 관련 교육

과정 평가와 국제환자안전관리목표를 참고하여 

Park[13]이 우리말로 번역 수정한 자가 측정 설문도구

를 사용 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관리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933이었다. 

2.3.4 안전관리행위

안전관리행위는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평가기

준과 병원 내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의 환자안전관리 

실천정도를 측정한 Kim 등의[14] 도구를 기본으로 하

여 Yoo와 Lee가[15]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행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한자가 측정 설문도구를 사

용 하였다.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관

리 행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894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

신감, 안전관리행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

행자신감, 안전관리행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Scheffe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

감, 안전관리행위의 관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안전관리행위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두고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에서부터 시작하여 설명변수

들 중 종속변수를 잘 설명한다고 판단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키는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3.65세로 성별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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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17.3%(22명), 여자가 82.7%(105명) 였다. 학업성

적은 3.0-4.0이 78.0%(9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4.0이상이 17.3%(22명), 3.0미만이4.7%(6명)순이었다.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이 50.4%(64명) 

보통이 49.6%(63명) 으로 비슷했으며, 임상실습에 대

한 만족도는 높음이 54.3%(69명) 보통이 45.7%(58명)

였다. 전공 만족도와 실습만족도 항목에서 낮음에 대한 

응답자는 없었다. 안전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있음이 

95.3%(121명)였고 없음이 4.7%(6명)였으며 교육경로

는 복수응답을 하여 온라인 61.5%(88명), 학교수업 

30.1%(43명), 병원교육 8.4%(12명) 였다. 안전교육 지

식정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음이 9.4%(12명)  약간 높음

이 85.8%(109명), 약간 낮음이 4.7%(6명) 아주 낮음은 

없었다. 이는 Table1과 같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

자신감, 안전관리행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동기 정도는 학과만족도

(t=2.124, p=.012)와 임상실습만족도(t=36.825, 

p=.025), 안전교육 지식정도(F=5.289, p=.040) 에서 

평균점수의 차이에 의의가 있었다. 안전교육지식정도를 

사후 분석한 결과 아주 높음, 약간높음, 약간 낮음의 순

서로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수행자신감은 성별

(t=2.069, p=.041), 안전교육 지식정도(F=12.746, 

p=.001) 에서 평균점수의 차이에 의의가 있었다. 안전

교육 지식정도를 사후 분석한 결과 아주 높음, 약간 높

음, 약간 낮음의 순서로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행위는 안전교육 지식

정도(F=3.093, p=.021) 에서 평균점수의 차이에 의의

가 있었다. 안전교육지식정도를 사후 분석한 결과 아주 

높음, 약간 높음, 약간 낮음의 순서로 평균 점수의 차이

가 있었다. 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afety motiva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M±SD

Safety motiva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M±SD
F/t(p)
Scheffe

M±SD
F/t(p)
Scheffe

M±SD
F/t(p)
Scheffe

Age 23.65±4.21

Gender
Male 22(17.3) 4.91±0.29

2.009
(.071)

4.30±0.46
2.069
(.041)

4.65±0.40
0.367
(.715)

Female 105(82.7) 4.76±0.42 4.03±0.58 4.61±0.52

Academic
record

<3.0 6(4.7) 4.47±0.59

0.005
(.057)

3.85±0.43

0.148
(.701)

4.50±0.57

2.043
(.883)

3.0≤-<4.0 99(78.0) 4.82±0.37 4.10±0.59 4.59±0.53

4.0≥ 22(17.3) 4.69±0.48 4.07±0.46 4.75±0.34

Satisfaction of 
major

High 64(50.4) 4.87±0.33
2.124
(.012)

4.15±0.59
0.627
(.136)

4.65±0.48
0.867
(.388)

Middle 63(49.6) 4.70±0.46 4.00±0.54 4.57±0.53

Satisfaction of 
practice

High 69(54.3) 4.86±0.36
36.825
(.025)

4.11±0.63
0.118
(.874)

4.68±0.45
1.711
(.090)

Middle 58(45.7) 4.70±0.45 4.05±0.49 4.53±0.56

Education
experience

Yes 121(95.3) 4.80±0.40
1.344
(.181)

4.10±0.57
1.470
(.144)

4.60±0.51
-4.218
(.301)

No 6(4.7) 4.57±0.48 3.75±0.43 4.89±0.12

Education route

Hospital 12(8.4) 4.72±0.45

0.567
(.572)

4.14±0.55

0.806
(.371)

4.79±0.38

0.806
(.371)

On-line 88(61.5) 4.82±0.38 4.10±0.59 4.60±0.48

Class 43(30.1) 4.84±0.38 4.11±0.58 4.65±0.53

Knowledge level

Very higha 12(9.4) 5.00±0.00
5.289
(.040)
a>b>c

4.75±0.37
12.746
(.001)
a>c>b

4.96±0.09
3.093
(.021)
a>c>b

Mostly highb 109(85.8) 4.77±0.41 4.01±0.55 4.57±0.52

Slightly lowc 6(4.7) 4.57±0.59 4.10±0.32 4.6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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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

관리행위

대상자의 안전동기 평균 점수는 4.78(±0.41)점 이

었다.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의 평균점수는 4.08(±0.57)

점 이었고, 안전관리행위의 평균점수는 4.61(±0.50)점 

이었다. 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afety motiva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Variables Mean±SD Min Max

Safety motivation 4.78±0.41 3 5

Confidencein in 
Performance

4.08±0.57 3 5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4.61±0.50 3 5

3.4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행위의 

상관관계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행위의 관

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전동기와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에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r=.258, p=.003)가 있었고, 안전동기와 안

전관리행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91, p=.001)

를 보였다.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안전관리행위와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r=.232, p=.009)가 있었다. 이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afety motiva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Variables

Safety 
motivation

Confidence in 
Performance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r(p)

Safety motivation 1

Confidence in 
Performance

.258
(.003)

1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291
(.001)

.232
(.009)

1

3.5 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전관리행위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서는 안전관리행위 평균점

수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던 안전교육 지식정도를 선

택하였고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을 독립변수로 

더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계수는 유

의확률 .05 보다 작아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고 추

정된 회귀모형에서 유난히 작은 공차한계나 월등하게 

큰 VIF는 보이지 않아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

다.  Durbin-Watson은 2.231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7.21로 유의했으며 

R2은 .21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Behavior of safety 

management

Variables B SE β t p

Safety 
motivation

0.19 0.05 .27 4.20 <.001

Confidence in 
Performance

0.10 0.03 .15 .3.43 .001

4. 논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동기는 학과만족도, 임상

실습 만족도, 안전교육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안전동

기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환자 안전을 보는 연구들 중 

안전동기를 변수로 보고 있는 사례가 많지 않고 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안전동기를 확인한 결과가 없

어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학과만족도란 목표한 진로, 직업을 달성하기 위해 

소속된 학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전공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효율적인 직무수

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16] 간호사는 환자 안전이라

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하는데 동기 부여

가 필수적이다.  학과만족도, 실습 만족도가 높은 학생

은 임상실습에 열의를 가지고 임할 뿐 아니라 간호사의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 역할 수행을 관찰하며 환자 안전

동기를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교육에 대

한 지식이 높은 학생은 지식습득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고 안전동기를 갖게 되었을 것으

로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수행자신감은 성별에 따른 

차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안전교

육에 대한 지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높은 평

균점수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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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17]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다른 연구에서는 [13,18]여학생

이 더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연구 결과들마다 상이했으

며, 외에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13.17,18]. 이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와 지역, 

병원 환경의 복합적인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외

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확대 연구를 제언한다. 안전교육

에 대한 지식이 높은 학생은 안전에 대한 지식을 기반

으로 수행 또한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에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행위는 안전교육에 대

한 지식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3.4학년의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도[19] 환자안전관리 인지 정

도가 높은 군에서 안전관리행위 점수가 높아 본 결과와 

유사했다. 

연구대상자의 안전동기 점수는 4.78로 동일한 도구

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3.4학년에게 측정한 4.55[19], 

4.53[20], 4.48[21] 보다는 조금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휩싸인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환자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고 학교와 임상실습 기

관에서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강조와 반복 교육이 이

루어진 효과로 보여 진다. 안전수행자신감 점수는 4.08

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3.4학년에게 측

정한 3.99[17], 4.00[20], 4.15[22]와 비슷한 정도를 보

였다. 본 연구 대상자가 3학년임에도 다른 연구 결과들

과 비슷한 점수를 보인 것은 안전수행자신감 도구의 항

목이 환자확인, 손 씻기, 침대 난간 올리기 등 환자 안

전 수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실습을 시작한 3학년이 오히려 4학년에 비해 병

원실습에 긴장감을 가지고 교육 받았던 안전교육을 더 

잘 숙지하여 자신감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안전관리행

위는 4.61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3.4

학년에게 측정한 4.24[17], 4.13[23], 4.00[24]보다 훨

씬 높은 점수를 보였다. 3학년은 4학년보다 임상실습 

경험은 부족하지만 2학년 기본간호학 교과목에서 투약, 

수혈, 환자 확인 등을 학습하고 3학년임상실습 기간 중 

간호핵심술기 테스트를 시행하며 환자안전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연속적인 반복 학습에 의해 습득되어진 결과

로 생각된다.

안전동기는 안전관리 수행자신감과, 안전관리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안전동기가 높을수록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 행위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19,20] 동일하다. 간호대학생들

의 안전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1.2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안전수행에 대한 자신감

을 올리고 실제 안전행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이 된다.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은 안전관리행위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 안전관리 수행자신감이 높을수록 안전관

리 행위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의

[19,24-25] 결과와 일치하며 간호중재를 수행 할 때 본

인의 술기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전문직간호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26]. 따라

서 병원 유사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수업에서 간호

핵심술기를 정확한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은 수행자신

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은 안전동기와 안전관리수행자신감이었다. 미래의 간호

사가 될 간호대학생은 환자 안전관리를 주도할 수 있어

야 하며[27] 이는 학부 때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

자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간호학과 저학년에서부터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안전동기를 내재화 시키고 

임상실습 전 교육을 통한 재학습으로 수행자신감을 갖

도록 한다면 실제 임상실습 현장에서 안전관리행위를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서 안전교육 지식정도에 따라 안전관리행위의 평균점

수가 유의했으나 이는 연구 대상자의 자가 평가 점수로 

스스로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최

종적으로 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확

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환자 안전관리 역량을 증진시

키기 위한 환자 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를 일개지역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들로 한정하였고, 자가 설문 방식에 의한 간

접 측정으로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제

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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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안전동기, 

안전관리 수행자신감, 안전관리행위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안전관리행위의 예측요인을 알아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동기와 

안전관리수행자신감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행위를 잘 수행하

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동기와 안전

관리 수행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환자 안전관리 행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

준 확인을 위한 관찰 측정을 통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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