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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서

비스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가져왔고, 더불어 다양하고 

복잡한 의료기술,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환자안전사고

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환자안전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환자의 생명은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 저하, 환자의 재원기간 연장 등은 의료의 

질 저하 및 재정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Kim, 

2011).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WHO, 2017). 

간호사는 보건의료 전문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Sherwood & Zomorodi, 2014). 예비 간호사인 간

호대학생도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들을 돌보게 되고 졸

업 후 환자안전간호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환자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ong & Moon, 2018). 

즉,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지식과 수행

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

하는 주체이다(Vaismoradi, Jordan, Turunen, & 

Bondas, 2014).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

를 직접 돌보고, 간호사의 감독하에 각종 간호 실무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 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

고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다(Yoo & Lee, 

2014). 이에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의 환자안전모델(system 

engineering initiative for patient safey)은 사람, 조

직, 기술과 도구, 업무, 환경의 5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

호작용하여 환자안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다(Weaver, Stewart, & Kay, 2021). 하지만 이 모델

은 조직의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사람에 해당하는 요소

에서도 개인의 일반적 특성 및 역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Weave, Stewart, & Kay,et, 2021), 개인의 행위

변화나 행위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

향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환자안전

관리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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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므로, 개인의 행위를 예측하고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현상에 대해 개인 차원의 예측 요인 및 행위변화의 과

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Ajzen, 2005; Javadi, 

Kadkhodaee, Yaghoubi, Maroufi, & Shams, 2013). 

이 이론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 행위의도로 구성된 핵심요인으로 개인의 행위를 

설명한다(Javadi, Kadkhodaee, Yaghoubi, Maroufi, 

& Shams, 2013). 행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특정 건

강 관련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 혹은 

부정적 평가의 정도이며,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 행

위를 수행하도록 부과되는 사회적 압력을 자각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Ajzen, 2005). 지각된 행위통제는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지각하는 용이함의 정도이

며, 행위의도는 특정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을 의미한다(Ajzen, 2005). 이 핵심 요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행위의 인과적 영향을 설명한다. 

또한 계획된 행위이론은 구성 개념이 적고 단순함에도 

개인의 건강 관련 행위를 잘 예측할 수 있어 다양한 보

건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Moon & Song, 2017). 

손위생(Jeong & Kim, 2012),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

행위(Wollast, Schmitz, Bigot, & Luminet, 2021), 

환자안전(Kim & Jeong, 2019)과 같은 보건의료 행위

들이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되었고, 각 요인

들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행위에는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에(Jeong & 

Kim, 2012; Jeong & Kim, 2016), 이를 위한 중재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

게는 어떠한 요인을 중심으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

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지식, 태

도(Park & Park, 2014), 수행자신감(Jeong, Gong, & 

Jeon, 2017), 환자안전역량(Song & Moon, 2018), 환

자안전문화(Lee & Lee, 2017)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

한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본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이론

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의 핵심 요

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계획된 행위이론

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 수립에 유

용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간호

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예측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

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

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가설 모형과 

수집된 자료 간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상호인과적 관계 및 

강도를 확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Ajzen (2005)의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가설 모형을 제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연구이다. 연구

의 개념적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을 표적모집단으로, D, 

G, J 소재 3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

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

정기준은 국내 간호대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 임상실습 

참여 경험이 있는 자,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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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준은 국내 간호대학생으로 재학 중이 아닌 자, 임상실

습 참여 경험이 없는 자,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자, 설

문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기 어려운 자이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연구로 필요한 표본수는 측정변수 당 10∼

20배, 최대우도법을 적용하기 위해 200개 이상이 필요

하다(Mitchell, 2001). 본 연구의 측정변수의 수가 15

개이므로 150∼300개의 표본이 필요하며, 탈락률을 고

려해 간호대학생 3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검

토 과정에서 10% 이상의 결측치를 보유한 19명의 자료

를 제거한 뒤, 총 281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태도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Ajzen 

(2005)의 계획된 행위이론 설문지의 구성(Constructing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Questionnaire)을 기

반으로 한 Kim과 Jeong (201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

적인 느낌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5문항이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Kim과 Jeong 

(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7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었다.

2) 주관적 규범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Ajzen (2005), Kim과 Jeong (2019)의 도구를 기

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ㆍ보완하였

다. 각 문항의 ‘나의 부서는’의 단어는 ‘나의 실습부서

는’으로, ‘직속상관’은 ‘실습부서 관리자’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도구의 내용타당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대학병원 환자안전부서 담당자 2인, 간호실습생 

교육전담 간호사 2인이 평가하였고,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모두 0.8 이상이었다. 주관적 규범은 관리자, 

동료 등이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압력

을 자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Jeong과 Kim 

(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각각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각각 .89이었다.

3) 지각된 행위통제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를 측정하

기 위해 Ajzen (2005), Kim과 Jeong (201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와 

그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자신감이 얼마나 

있는가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Kim과 Jeong (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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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의도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를 측정하

기 위해 Ajzen (2005), Kim과 Jeong (201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생각이나 계획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시

간, 상황, 물품, 규정 등에 대해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Kim과 Jeong 

(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다.

5) 환자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관리활동 측정도구는 국제환자안전목표

(International Patient Safety Goals, IPSG) 6가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Park과 Kim (2019)이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Park & Kim, 2019). 도구는 6개의 하

부영역인 정확한 환자확인, 고위험 약물관리,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확한 수술/시술 확인, 낙상예방, 감염예방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4문항이다. 이 중 ‘구두처방의 

경우, 별도의 처방전에 구두처방 기록을 한다’와 ‘구두

처방시 처방자에게 구두로 재확인한다’ 같은 간호대학

생이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2문항을 삭제하고, 

22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도구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개발되었기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대학병원 환자안전부서 담당자 2인, 간호실

습생 교육전담 간호사 2인이 평가하였고,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모두 0.8 이상이었다.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으며 Park과 Kim (20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이었다.

5.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 수집

하였다. 연구의 시작 전에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

다(승인번호: 1044342-20210428-HR-006-02). 자료

수집을 위하여 3개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

니티 게시판을 활용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설문

조사 링크를 게시하였다. 게시판의 모집공고를 확인하

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게시된 링크를 

통해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시작 

전에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서를 게시하여 읽도록 

하고, 연구에 참여에 동의하는 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집공고와 설명문에는 연구

의 목적, 방법,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연

구 참여의 자발성과 철회의 자율성, 개인정보의 비밀유

지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SPSS; IBM)과 AMOS 

21.0 (SPSS Amos; IBM)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 자료의 정규성은 첨도

와 왜도를 확인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측정변수의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 regression weight, 

SRW),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결정계수(r2),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을 확인하였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표준 χ2

값(Normed χ2),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 표준화 잔차평균자승이중근(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SRMR), 비교부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적합지수

(Tucker-Lewis index, TL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적용하였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으로 검증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

과, 간접효과, 총효과에 대한 검증은 bootstrap을 이용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5.12 ±13.16세이며, 

여자가 251명(89.3%)으로 대부분이었고, 남자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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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이었다.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가 185명

(65.8%)으로 많았고, 4학년에 재학 중인 자가 96명

(34.2%)이었다. 간호학과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는 ‘만

족한다’가 257명(91.5%)으로 대부분이었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24명(8.5%)였다. 병원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가 216명(76.9%)으로 많았고, 교육을 받

지 않은 자는 65명(23.1%)이었으며, 학교에서의 환자안

전 교육을 받은 자는 237명(84.3%)으로 대부분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임상실습을 하면서 환자안전사고를 경

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험한 적 있다’가 92명

(32.7%)이었고, ‘경험한 적 없다’는 198명(67.3%)이었

다(Table 1). 

본 연구의 가설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서술적 통계

는 다음과 같다(Table 1).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태

도는 4.63±0.52점(5점 만점), 주관적 규범은 4.21± 

0.78점(5점 만점), 지각된 행위통제는 4.01±0.77점(5

점 만점), 행위의도는 4.23±0.67점(5점 만점), 환자안

전관리활동은 4.65±0.47점(5점 만점)이었다. 

2. 측정변수의 타당도 및 상관관계

표본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한 첨도(kurtosis)와 왜

도(skewness)의 절대값은 각각 0.08∼1.79, 0.48∼

1.70이었다. 따라서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고 왜도

의 절대값이 2보다 작게 나타나 측정변수들은 정규분포

함을 확인하였다(Table 2).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측정모형의 집중타당도 평가는 측정변수 

중 표준화회귀계수(SRW) 0.7 이상, 다중상관자승치

(SMC) 0.5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가 0.5 이상, 

개념신뢰도(CR) 0.7 이상이 되어야 측정변수가 신뢰도

가 있고 집중타당도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Bae, 

2017).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회귀계수(SRW) .70∼.91, 

다중상관자승치(SMC) .50∼.82, 평균분산추출지수(AVE) 

.67∼.77, 개념신뢰도(CR) .89∼.93으로 나타나 집중타

당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수의 판별타당도 확인을 위

해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결정계수(r2)를 비교하였

고, 각 측정변수의 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Tabl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281)

Variables Categories
n (%) or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Mean±SD Mean±SD t (p)

Age (yr) 25.12±13.16

Gender Male 30 (10.7) 4.61±0.53 -0.48

Female 251 (89.3) (.635)

Universal grade
3rd year 185 (65.8) 4.65±0.51 0.21

4th year 96 (34.2) (.832)

Satisfaction in Major
Yes 257 (91.5) 4.66±0.46 1.18

No 24 (8.5) (.238)

Safety education (hospital)
Yes 216 (76.9) 4.68±0.46 2.39

No 65 (23.1) (.018)

Safety education (college)
Yes 237 (84.3) 4.67±0.46 2.38

No 44 (15.7) (.018)

Observation of patient safety accident 
(within 6 months)

Yes 92 (32.7) 4.68±0.48 0.86

No 189 (67.3) (.387)

Attitude 4.63±0.52

Subjective norm 4.21±0.7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4.01±0.77

Behavioral intention 4.23±0.67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4.65±0.47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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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수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

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 환자

안전관리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태도(r=.51, p<.001), 주관적 

규범(r=.41, p<.001), 지각된 행위통제(r=.44, p<.001), 

행위의도(r=.55,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41∼.69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모든 측정 변수들을 투입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

하고 분석하였다.

3.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및 효과 분석

가설 모형의 적합도는 normed χ2=2.54, NFI=.90, 

TLI=.93, CFI=.94, RMSEA=.07, SRMR=.06으로 나타

Table 2. Correlations 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Variable
AT SN PBC BI

Skewness Kurtosis AVE CR
r (p) r (p) r (p) r (p)

AT
1 -1.56 1.79 .77 .93

SN
.47 1 -0.81 0.08 .75 .92

(<.001)

PBC
.41 .64 1 -0.48 -0.33 .70 .90

(<.001) (<.001)

BI
.50 .55 .69 1 -0.72 0.55 .67 .89

(<.001) (<.001) (<.001)

PSMA
.51 .41 .44 .55 -1.70 2.53 67 .93

(<.001) (<.001) (<.001) (<.001)

AT=attitude; SN=subjective norm; PBC=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I=behavioral intention; PSMA=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Table 3. Verification of the Hypothetical Model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SE C.R p SMC

Effect

Direct
β (p)

Indirect
β (p)

Total
β (p)

BI .61

AT .06 5.30 <.001
.29

(.010)
.29

(.010)

SN .05 0.66 .511
.05

(.507)
.05

(.507)

PBC .05 7.60 <.001
.61

(.019)
.61

(.019)

PSMA .39

BI .08 6.40 <.001
.64

(.008)
.64

(.008)

PBC .05 -0.24 .810
-.02

(.872)
.39

(.006)
.37

(.011)

Goodness-of-fit statistics χ2/DF=2.54, NFI=.90, TLI=.93, CFI=.94, RMSEA=.07 SRMR=.06

BI=behavioral intention; AT=attitude; SN=subjective norm; PBC=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SMA=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SE=standard error;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DF=degrees of freedom;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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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합도 지수가 만족되었기에 이를 최종 모형으로 결

정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행위의도는 지

각된 행위통제(β=.61, p=.019), 태도(β=.29, p=.010) 

순으로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설명력은 61%였다. 주관

적 규범(β=.05, p=.507)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행위의도(β=.64, p=.008)는 환자안전관리활

동에 직접효과를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9%였다. 지각

된 행위통제는 직접효과(β=-.02, p=.872)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간접효과(β=.39, p=.006)는 유의하게 나타났

다(Table 3).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 중 가장 효과가 큰 변수는 행위의도였으며, 총 5개 

경로 중 직접효과가 유의한 경로는 3개였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고려한 결과 유의한 경로는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Ⅳ. 논  의

본 연구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계

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모형은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설

명력은 39%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연구에서는 적합

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조사 자료의 설명력이 40% 

수준이면 높은 설명력으로 인정된다(Woo, 2012). 계획

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구

조모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37%의 설명력을 나타내

(Kim & Jeong, 2019)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계획된 행위이론이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예측

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병원에서의 교

육과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교육 여부에 따

라 행위의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Kang, 

Jang, & Song, 2020). 간호사는 환자안전사고 및 환자

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간호대학생에게도 위험을 인식하고 오류를 차단하

며, 환자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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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자안전에 중

점을 둔 실질적인 교육 및 학습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

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오류와 관련된 요인

에 초점을 맞춘 교육 전략은 상황 인식, 임상 추론 및 

판단의 기술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DeBourgh & 

Prion, 2012). 이러한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은 환자안

전역량을 높여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Torkaman, Sabzi, & Farokhzadian, 

2022).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위의도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는데, 이는 손위생(Jeong & Kim, 2016), 감염예

방행위(Wollast, Schmitz, Bigot, & Luminet., 2021), 

환자안전(Kang, Jang & Song, 2020)에 대한 행위에

서 Ajzen의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지각된 사회적 압력 혹은 주관적 규범이 강

할수록, 행위통제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행위를 수행하려는 개인의 의도가 더 강해지고 환자안

전관리활동의 수행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

자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부

터 사회적 압력, 행위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내부 

요인(기술, 지식 등)과 외부 요인(장비, 타인과의 협력, 

법적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Ajzen, 

2020). 간호대학생의 교육에 있어 실제 환자안전사고 

기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거나,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이나 고장유형 및 원인분석을 스스로 적용해 보도

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환자안전관리활동은 행위의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행위의도에는 지각된 행위통제, 태도 순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지각

된 행위통제의 직접효과와 주관적 규범의 행위의도를 

매개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와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를 매개하여 행위에 영향을 미

치고, 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타난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Javadi et al., 2013; Kim & Jeong, 

2021).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실천 수준별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75% 

분위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모든 분위에서는 행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Kang et al., 

2020), 간호대학생의 COVID19 관련 예방행위에서도 

주관적 규범이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Fan et al., 2021)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주관

적 규범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동료, 의사, 관리자 등이 

개인에게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에 대

한 인식이기 때문에 환자의 직접간호 비중이 높은 간호

사의 경우에는 행위의도를 매개하여 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Kim & Jeong, 2019), 간호대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제한점으로 직접간호의 비

중이 낮기 때문에 기대되는 압력 또한 다소 낮은 것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zjen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행위일수

록 지각된 행위통제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행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행위의도의 효과를 조절

한다고 하였다(Ajzen, 2020). 환자안전관리활동의 경우

에도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진 않지만, 행위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 Jeong, 2021; 

Moon & Song, 2017). 이에 간호대학생이 환자안전관

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그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

록, 그에 맞는 자원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물품, 장비,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건

강문제에 따른 간호지식뿐만 아니라 최신 장비 및 물품 

사용, 의료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태도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

위통제와 연관되어 나타나며(Ajzen, 2020), 교육에 영

향을 받는다고 보고된다(DeBourgh & Prion, 2012).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실습병원 및 학교에서 환자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계획된 행위이론의 

핵심 요인 간의 상관관계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행위

의도를 매개하여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교육과 환자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간호대학생의 경우 환자안전사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긴급 상황 등에 대한 경험이 적기에 간호사

가 되었을 때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된다고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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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ron, 2018). 이에 간호대학생의 교육에 있어서 시

뮬레이션 실습을 활용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노출시키고, 

조기에 위험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하

다(Murray, Sundin, & Cope, 2019). 이러한 경험적 

학습 접근 방식을 최적화한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은 간

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며(Goldman, Smeraglio, Lo, Kuper, & Wong, 

2021),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태도 역

시 이러한 교육을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및 환자안전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은 

교수자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기에(van Schaik et 

al., 2019) 교수자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 또

한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함에 있어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

으로 하였다는데 연구 결과의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

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구성된 

핵심 요인 외의 다양한 변수는 적용하지 못하였다. 둘

째,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직접효과를 주는 요인이 행위

의도와 지각된 행위통제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팬데믹 기간이

기에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정도에 따라 환자안전관리

활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반영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

전관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직접효과 및 간

접효과, 임상실습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간호

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예측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

전관리활동은 행위의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

위의도에는 지각된 행위통제, 태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는 주관적 규범보다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에 대한 중

재 및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의의가 

있다. 이에 지각된 행위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간호

대학생이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그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따른 간

호지식뿐만 아니라 최신 장비 및 물품 사용, 의료정보시

스템의 활용을 포함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을 

환자안전사고에 노출시키고, 조기에 위험을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

제적인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태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환자안전관리활

동의 인과적 구조를 확인하였기에, 이외에 다양한 변수

들을 추가 반영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환자안

전관리활동에 직접효과를 주는 요인이 행위의도와 지각

된 행위통제로 제한되었기에, 태도 및 주관적 규범과 환

자안전관리활동의 직접효과를 파악해 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팬데믹으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정

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환자안

전관리활동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나아가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와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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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Focus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im, Nam Yi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present an effect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and a strategy to promot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for nursing 

students by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these activitie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ethod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300 nursing students who ha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t three nursing colleges in Daejeon, Gyeongbuk, and Jeonbuk. The 

significance of the model fit, and the path effect was confirm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he hypothetical model for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was 

appropriate. Among the 5 pathways, 4 were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behavioral intention 

had a direct influenc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attitude had an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Conclusion: To strengthen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nursing student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remove obstacles and provide educ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health problems. In addition,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involving simulation practice, nursing students should be exposed to patient safety accidents, so 

that they can recognize the risks early and solve problems through critical thinking while 

bringing about the necessary changes in their attitud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tructural model, Patient safety, Safety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