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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도래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의료 

환경의 변화, 의료수요의 급증, 대상자의 건강요구가 발생했으며, 이는 

간호사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1]. 의료 환경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질수록 대상자들이 가지는 의료진과의 정서적, 관계적 요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및 윤리적 민감성이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
진수희1, 김은희2

1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2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교수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and Ethical Sensitivity on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Su Hee Jin1, Eun Hee Kim2

1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Objectives: It is important for nursing students to properly establish the caring behaviors awareness in order to become a competent and professional 

nurse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and ethical sensitivity on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otal 205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ies located in D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 to 30 in 2019 by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tatistical package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IBM SPSS 25.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of ethical sen-

sitivity was 4.40 ± 0.42, caring efficacy was 3.69 ± 0.33,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57 ± 0.40, and caring behaviors was 4.04 ± 0.49. There were signifi-

cant differences i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by grade and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The influencing factors on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

dents were ethical sensitivity (β= 0.44, p< 0.001), nursing professionalism (β= 0.18, p= 0.005), grade (β= 0.18, p= 0.006), and caring efficacy (β= 0.16, 

p= 0.006) which explained 31.1% of the variance. Conclusion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

dents and the ne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enhance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and ethical sensitivity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Professionalism, Efficacy, Ethics, Caring, Students

How to cite this article:
Jin SH, Kim EH.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and ethical sensitivity on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 Health Info Stat 2020;45(4):394-401. Doi: https://doi.org/10.21032/
jhis.2020.45.4.394

 It is identical to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 s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20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Original Article

pISSN 2465-8014  |  eISSN 2465-8022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Corresponding author: Eun Hee Kim
33 Duryugongwon-ro 17-gil, Nam-gu, Daegu 42472, Korea 
E-mail: silbelio@daum.net  

Received: October 28, 2020 Revised: November 24, 2020 Accepted: November 25, 2020

*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 dissertation from Daegu Catholic 
University.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커질 것으로 보이며, 간호 실무에서 대상자에 대한 돌봄행위는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2]. 이에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과학적 지식과 기술

을 바탕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임상전문가, 능동적으로 대상자 돌봄행

위 간호에 참여하는 인본주의자 및 도덕적 중재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

다[3].

돌봄행위는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나 정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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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과

의 관계를 촉진해 나가는 능력이다[4]. 간호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전문적 분야로써 인식되기 위해서는 돌봄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

으며 간호대학생은 전문성이 높은 간호제공 능력을 요구받고 있는 실

정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간호교육을 필요로 한다[5]. 돌봄행

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학년, 정서지능과 임상

실습 자기효능감이 돌봄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 돌

봄행위의 질이 높을수록 환자의 치료효과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

과[7]를 볼 때 돌봄행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활동 과정과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의

미한다[8]. 간호대학생 시기에 확립된 간호전문직관은 임상간호사의 

전문직관으로 연결되며[9], 간호사가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가질수

록 돌봄행위 중요도의 인지가 높아지게 되어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과 간호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11].

돌봄효능감은 환자 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12],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은 임상실습과정에서 환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간호대학생에게 돌봄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하며 간호교

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13]. 또한 돌봄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14],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

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은 중요하다.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윤리적 간호

행위의 출발점이 된다[15]. 간호사는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16]. 임상현장은 수많은 윤리적 갈등 상

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윤리적 민감성을 증진키

는 것이 필요하다[17].

간호의 핵심 가치인 돌봄을 실천하는 돌봄행위와 간호전문직관, 돌

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은 미래 전문직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중

요한 자질로서[5,11,14,17] 이들 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

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간호사의 돌봄행위를 살펴본 연구[18,19]에서 

돌봄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직무만족도, 공감역량, 전문직 자아개

념이 있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

리적 민감성을 함께 확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및 돌봄행위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

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다. 셋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및 돌봄

행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넷째, 대상자의 돌봄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이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

으로, 임상실습 경험이 한 학기 이상인 3, 4학년 학생이며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78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14부

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9부를 제외하고 총 

205부(응답률 95.7%)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도구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et al. [20]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

구를 Han et al. [21]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8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

항), 간호실무 역할(2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

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Han et al. [21]의 연구에서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2이었다.

돌봄효능감

돌봄효능감은 Coates [22]의 돌봄효능감 도구를 Jeong [23]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 수는 총 30문항이며 긍정문항 15개, 

부정문항 15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

서, ‘매우 동의한다’ 6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돌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 [23]

의 연구에서 0.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0이었다.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민감성은 Joung and Kim [24]이 간호대학생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4문항이며 환자존중(5문항), 

전문직 윤리(6문항), 간호업무 책임(6문항), 선행의지(5문항), 윤리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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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문항), 윤리적 상황인식(3문항), 윤리적 부담감(3문항), 공감(3문항)

의 8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ung 

and Kim [24]의 연구에서 0.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5이었다.

돌봄행위

돌봄행위는 Yoon [25]이 사용한 도구로 총 50문항이며 알아봄, 나

눔, 동참함, 적극적 경청, 칭찬함, 위로함, 희망 불어넣음, 동행함, 용서함, 

수용함의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주 적다’ 

1점에서, ‘아주 많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행위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n 

[25]의 연구에서 0.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6이었다.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No. 2019-0038)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

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

성, 비밀유지, 연구 참여로 인한 이점과 문제점, 동의를 철회하여도 어

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에 서면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의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

구 참여에 대한 협조와 허락을 구한 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대상자에

게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여 동의한 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및 돌봄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으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돌봄 행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한 후, 사후 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간의 관계

는 Pearson’s 상관계수를 이용하였고,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총 205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184명(89.8%), 남학생이 21명(10.2%)

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4 ±1.62세이었으며, 23세 이하가 179

명(87.3%), 24세 이상이 26명(12.7%)이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 학생이 

123명(60.0%), 3학년 학생이 82명(40.0%)이었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144

명(70.2%),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61명(29.8%)이었다. 학업성적은 

‘중’인 학생이 127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상’ 41명(20.0%), ‘하’ 37명

(18.0%) 순이었다. 간호학과 입학동기는 ‘취업보장’ 97명(47.3%), ‘적성과 

흥미’ 70명(34.1%), ‘지인의 권유’ 23명(11.2%), ‘고교 성적’ 11명(5.4%), 및 

‘기타’ 4명(2.0%) 순이었다. 전공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122명

(59.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70명(34.2%), 불만족함 13명(6.3%)순이었

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이 118명(57.6%), 만족함 77명(37.5%), 불만족 

10명(4.9%) 순이었다(Table 1).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및 돌봄행위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및 돌봄행위 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21 10.2
Female 184 89.8

Age (y) 20-23 179 87.3 21.84±1.62
≥24 26 12.7

Grade Junior 82 40.0
Senior 123 60.0

Religion Have 61 29.8
Have not 144 70.2

Academic 
achievement

High 41 20.0
Middle 127 62.0
Low 37 18.0

Reasons for 
choosing  
a nursing  
major

Employment considerations 97 47.3
Aptitude & Interest 70 34.1
Recommendation of the as-

sociated people
23 11.2

High school grade & Score 11 5.4
Others 4 2.0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Satisfied 122 59.5
Moderate 70 34.2
Unsatisfied 13 6.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77 37.5
Moderate 118 57.6
Unsatisfied 10 4.9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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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ethical sensi-
tivity, and caring behaviors of subjects (n=205)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Nursing professionalism 3.57±0.40 1.94 4.56 1.00-5.00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93±0.51 2.00 5.00 1.00-5.00
   Social awareness 3.59±0.66 1.40 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0±0.62 1.67 5.00
   Roles of nursing service 3.93±0.67 2.00 5.00
   Originality of nursing 3.42±0.78 1.00 5.00
Caring efficacy 3.69±0.33 2.70 5.00 1.00-6.00
Ethical sensitivity 4.40±0.42 2.85 5.00 1.00-5.00
   Patient respect 4.54±0.51 2.60 5.00 1.00-5.00
   Professional ethics 4.62±0.47 3.00 5.00
   Nursing practice responsibilities 4.57±0.49 3.00 5.00
   Willingness to do good 4.25±0.51 2.60 5.00
   Ethical contemplation 4.09±0.59 2.67 5.00
   Ethical burden 4.38±0.58 2.00 5.00
   Perception of ethical situation 4.35±0.60 1.00 5.00
   Empathy 3.99±0.70 1.67 5.00
Caring behaviors 4.04±0.49 2.66 4.96 1.00-5.00
   Active listening 4.39±0.52 3.00 5.00 1.00-5.00
   Accepting 4.23±0.56 2.60 5.00
   Comforting 4.21±0.55 2.60 5.00
   Noticing 4.07±0.62 2.20 5.00
   Forgiving 4.10±0.58 2.60 5.00
   Hoping 3.97±0.74 1.40 5.00
   Complimenting 3.81±0.68 2.20 5.00
   Participating 3.88±0.59 2.00 5.00
   Sharing 3.77±0.69 2.20 5.00
   Companioning 3.96±0.67 1.00 5.00

SD, standard deviation.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행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의 학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

에 따른 차이는 4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돌봄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33, p = 0.020). 전공만족도에 따라 돌봄행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 =7.13, p= 0.001), 간호학 전공에 만족

하는 학생이 보통이나 불만족하는 학생에 비해 돌봄행위가 높았다. 그 

외 대상자의 성별, 연령, 종교, 학업성적, 입학 동기 및 임상실습만족도

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및 돌봄행위 간의 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r = 0.42, p < 0.001), 돌봄효능감(r = 0.37, 

p< 0.001), 윤리적 민감성(r= 0.53, p< 0.001)은 돌봄행위와 순상관관계

가 있었다.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r= 0.41, p< 0.001), 

돌봄효능감(r= 0.24, p< 0.001)은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돌봄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r= 0.16, p= 0.020)도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도는 다음과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7± 0.40점이었다. 하위 영

역별 평균 평점은 간호의 전문성 4.20 ± 0.62점, 간호실무 역할 3.93 ±

0.67점, 전문직 자아개념 3.93 ± 0.51점, 사회적 인식 3.59 ± 0.66점, 간호

의 독자성 3.42 ± 0.78점 순이었다. 돌봄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9 ± 0.33점이었다. 윤리적 민감성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40 ± 0.42

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전문직 윤리 4.62 ± 0.47점, 간호업무

책임 4.57± 0.49점, 환자존중 4.54 ± 0.51점, 윤리적 부담감 4.38 ± 0.58점, 

윤리적 상황인식 4.35 ± 0.60점, 선행의지 4.25 ± 0.51점, 윤리적 숙고 4.09

± 0.59점 및 공감 3.99 ± 0.70점 순이었다. 돌봄행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04 ± 0.49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적극적 경청 4.39 ±

0.52점, 수용함 4.23 ± 0.56점, 위로함 4.21± 0.55점, 용서함 4.10 ± 0.58점, 

알아봄 4.07± 0.62점, 희망 불어넣음 3.97± 0.74점, 동행함 3.96 ± 0.67점, 

동참함 3.88 ± 0.59점, 칭찬함 3.81± 0.68점 및 나눔 3.77± 0.69점 순이었

다(Table 2).

Table 3. Differences of caring behavi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
tics of subjects (n=2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3.82±0.46 1.88 0.061
Female 4.06±0.49

Age (y) 20-23 3.89±0.39 0.59 0.572
≥24 3.85±0.45

Grade Junior 3.99±0.48 2.33 0.020
Senior 4.12±0.49

Religion Have 4.08±0.42 0.65 0.512
Have not 4.02±0.51

Academic 
achievement

High 3.96±0.49 0.51 0.517
Middle 4.05±0.49
Low 4.08±0.47

Reasons for 
choosing a 
nursing major

Employment  
considerations

4.02±0.50 0.53 0.534

Aptitude & interest 4.03±0.49
Recommendation  

of the associated 
people

4.15±0.42

High school grade 
& score

4.08±0.56

Others 3.75±0.25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Satisfieda 3.98±0.37 7.13 0.001 a,b>c
Moderateb 3.81±0.41
Unsatisfiedc 3.72±0.44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ied 4.03±0.51 0.86 0.866
Moderate 4.04±0.48
Unsatisfied 4.07±0.51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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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년(t= -2.33, p =  

0.020), 전공만족도(F =7.13, p = 0.001)와 돌봄행위와 유의한 상관관계

를 보인 간호전문직관(r= 0.42, p< 0.001), 돌봄효능감(r= 0.37, p< 0.001), 

및 윤리적 민감성(r= 0.53, p< 0.001)을 예측변인으로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한 예측요인 중 명목척도로 측정한 변수는 가

변수(dummy variable)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예측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 

정규성독립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

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80-0.94로 0.1 이상이었다. 또한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6-1.24로 10 이상을 넘지 않았고, 오

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bin-Watson 통계량이 1.8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77-2.29로 2에 가까워 등

분산성을 만족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과 정규성 확인도 만족하였다

(F =30.26, p< 0.001). 대상자의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

적 민감성(β= 0.44, p < 0.001), 간호전문직관(β= 0.18, p = 0.005), 학년

(β= 0.18, p = 0.004), 돌봄효능감(β= 0.16, p = 0.006)으로 나타났으며, 이

들 변수는 돌봄행위를 31.1% 설명하였다(Table 5).

고 찰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04점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돌봄행위 도구

를 사용한 연구[6,26]의 3.82점, 3.66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

다. 이는 대상자의 학년 및 임상실습 경험 여부의 차이라 생각되며 추

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또한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Son [16]의 3.3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26]의 

간호대학생이 1, 2학년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기 전으로 간호의 이상

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상실습을 하더라도[6] 

실제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간호사의 직접적인 돌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점을 인지하기에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돌봄행위의 하

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적극적 경청이 가장 높았고, 나눔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Paek [6], Shin and Lee [26] 연구의 돌봄행위 하위 영역

별 평균 평점에서 적극적 경청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으로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간호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듣는 경청을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수행할 수 

있어서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윤리적 민감성, 간호전문직관, 학년, 돌봄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돌봄행위 정도를 31.1% 설명하였다. 

이들 변수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요인은 윤리적 민감성이었

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4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의 윤리적 민감성을 측정한 Kim and Joung [1]의 4.27점과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민감성을 측정한 Kang and 

Kim [27]의 3.9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사의 윤

리적 민감성이 낮게 측정된 것은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윤리

적 상황을 많이 겪게 되므로 민감성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윤리

적 민감성 하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전문직 윤리가 가장 높았고, 공감

이 가장 낮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Kim and Joung [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민감성과 돌봄행위와의 관계를 보

는 연구는 없었으나, Han et al. [28]의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간호

대학생의 돌봄행위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이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 향상을 위해 

윤리적 민감성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간호

교육과정은 윤리교육 시간의 비중이 적으므로 교수자는 간호대학생

들에게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자질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

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여 실천

가능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례기반 교육이 필요하

Table 4.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ethi-
cal sensitivity, and caring behaviors of subjects (n=205)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Ethical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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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0.16 (0.020)
Ethical sensitivity 0.41 (<0.001) 0.24 (<0.001)
Caring behaviors 0.42 (<0.001) 0.37 (<0.001) 0.53 (<0.0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aring behaviors (n=205)

Predictors B SE β t p

Nursing professionalism 0.22 0.07 0.18 2.86 0.005
Caring efficacy 0.16 0.08 0.16 2.67 0.006
Ethical sensitivity 0.52 0.07 0.44 6.87 <0.001
Grade d1 (Junior=0, Senior=d1) 0.20 0.09 0.18 2.82 0.004

Adjusted R2 =0.30, R2 =0.31, F=30.26, p<0.001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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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 관련 두 번째 변수는 간호전문직관으로 나

타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돌봄행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7

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점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에게 동일

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29,30]의 3.60점, 3.67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간호교육 과정,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간호전문직

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

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 영역별 평균 평점은 간호의 전문성이 가

장 높았고,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19,25]와 일관된 결과였다. 간호의 독자성은 간호의 주체

성, 독특성, 독립성을 내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 치료과

정에서 간호업무의 독립적인 부분보다 많은 부분 업무를 공유해야하

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육과 실습과정에서 간호학

생들이 간호의 독자성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독자성의 한계 혹은 현실을 깊이 있

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이 돌봄행위에 대한 변수로 나타난 결과

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경우에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는 Yang [31]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였다. 이는 간

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돌봄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10] 돌봄

행위를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한 간호교육과 돌봄

행위 동반 증진을 위하여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 관련 세 번째 변수는 학년이었다. 3학년 학

생보다 4학년 학생의 돌봄행위가 높게 나타나 간호교육기간에 따라 

돌봄행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 갈수

록 돌봄행위 정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7]와 일관되

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의 기회가 늘

어남에 따라 돌봄행위도 함께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실

습이 적은 학년에게도 임상과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돌

봄행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

이 높은 변수는 돌봄효능감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돌봄효

능감 정도는 6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

습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Kim and 

Do [14]의 평균 평점과 같았으며, Park [32]의 3.73점보다 낮게 나타났

다. 이는 학교별 간호교육 과정과 대상자들이 경험한 임상실습 기간 

및 장소 등에 따른 차이라 보여 진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돌봄효

능감을 측정한 Lee and Pak [2]의 평균 평점보다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돌봄경험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 돌봄효능감은 간호교육을 통해 증진되고 돌봄경험이 많을수록 

돌봄효능감을 높여 전문성을 지닌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15]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돌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

인 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임상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교

육을 확대하여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간호

대학생들의 돌봄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는 윤리적 민감성, 간호전문

직관, 학년, 돌봄효능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호

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돌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명

력이 높은 변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를 증

진시키기 위해 간호교육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발전된 간호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돌봄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

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및 윤리적 민감성이 돌봄행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미래에 경쟁력 있는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

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 및 

돌봄 행위 정도는 모두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에 따라 돌봄행위는 대상자의 학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과 순상관관

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돌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적 민감

성, 간호전문직관, 학년, 돌봄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간호

대학생의 돌봄행위를 31.1%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 돌봄

효능감 및 윤리적 민감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돌봄행위와의 관계를 파

악한 연구로 돌봄행위 관련 요인을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일부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되었으므로 일반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추후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돌봄행위 향상을 위한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윤리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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