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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재난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인적, 물리적 손실을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 세계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화된 간호인력의 교육이 시급하다. 더욱이

간호사관생도들은 임관 후 간호장교가 되면 재난거점병원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고, 재난이 발생 시 파견 우선순위가 된다. 이에 따라

간호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생도들을

대상으로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조사하고 추후

재난간호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서술적 횡단적 조사연구이

다. 자료수집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322

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였으며 유효한 설문지 313부를 통계 분

석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국군간호

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생도

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의 측정

도구를 원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허락을 득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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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재난인식은 총점 평균 66.57(±6.47)점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별

평균은 3.32(±0.32)점이었다. 재난준비도는 최저점 0점에서 최고점

14점으로, 총점 평균은 8.21(±2.91)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재난간호역량은 점수범위가 15점에서 75점사이로 나타났다. 총점

평균은 75점 만점에 50.14(±12.03)점, 각 항목별 평균은 5점 만점에

3.34(±0.80)점으로 측정되었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재난간호교육

여부가 재난준비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교육 여부, 재난인식 모두

재난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간호교육이

그들의 재난 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간호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난준비도가 향상되면 재난간호역량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난간호교육에

재난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새로운 재난간호교육 개발과

더불어 현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향후 간호학

연구에서 간호사관생도들과 일반 간호학생들을 비교하여 서로의

재난인식이나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을 알아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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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타당도 높은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재난간호역량이 사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재난간호, 재난간호교육,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학  번 : 2016-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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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은 광범위한 인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심각한 기능 상실 혹은 붕괴를 초래한다(Oztekin, Larson, 

Akahoshi, & Oztekin, 2016). 최근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다양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사회재난(인재)은 생물학적, 생화학적 테러, 화학물질 누출, 방사선

노출, 화재, 폭발, 교통사고, 무력충돌, 전쟁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재난은 대량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적 혼돈 상태에 이르게

한다(Veenema, 2006). 또한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의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국내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신종 출현

감염병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EVD),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현대문명 발전으로 인한 각종

사회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나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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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1978~1998년

19.2회에 반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47.6회를 웃돌고 있다(기상청,

2017).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여진이 현재까지

총 600회 이상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규모 5.5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지진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우박, 폭설과 같은 자연재난이 불특정한 시점에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고도로

전문화된 간호 인력 개발은 필수적이다. 재난과 공중 응급 간호에 있어

지식, 기술, 능력을 가진 세계적인 간호인력을 적절한 시기에 육성해야

하며, 재난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증가하는 재난에 대비해

확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Veenema et al., 2016; Yamamoto, 

2013). 

간호사들은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에게 재난간호의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Jennings-Sanders, Frisch, & 

Wing, 2005). 

미국과 일본, 이스탄불 등 해외에서는 간호학생의 재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적연구나 재난준비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Jennings-Sanders et al., 2005; 

Oztekin, Larson, Yuksel, & Altun Ugras, 2015). 하지만 간호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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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없었으며,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재난준비도,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및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김희정, 2015), 일반 간호대학생을 위한 재난간호역량

측정도구 개발이 진행되었다(이영란, 이명하, & 박숙경, 2013). 또한 일

지역 대학생들의 재난경험과 재난대비,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인지정도와 재난간호역량 및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인식 및 지각된 재난 스트레스 등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경험이나 재난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강경희, 

엄동춘, & 남은숙, 2012; 이영란, 한숙정, & 조정민, 2016; 허정 & 

박현정, 2015).

우리나라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한다면 파견 우선순위는 군

의료인력인데, 간호장교가 바로 그에 속해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SARS 발생 시, 국무조정실장에 의해 군의관, 간호장교, 의무병 등 군

인력이 일차로 투입되었다. 또한 2014년 국방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하는 시에라리온에 군의관과 간호장교로 구성된 군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감염자 치료를 지원한 바 있다. 미래에 간호장교가 될

간호사관생도들은 재난대비, 대응에 대한 교과목을 필수로 배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졸업 후 재난 거점병원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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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 역량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임과 동시에 향후 간호장교로 근무하게 될 생도들을 대상으로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재난간호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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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생도들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 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재난간호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관생도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사관생도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가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재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가뭄·지진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붕괴 폭발 등 이와



6

유사한 사고피해, 에너지· 통신·교통·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등 피해를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7).

2) 재난인식

“재난인식”은 재난에 대한 이해와 재난으로 인해 겪게 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김민수, 김수영, 박병현, & 최윤정, 2017). 본

연구에서 ‘재난인식’은 이영란 등(2016)이 개발한 재난인식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재난종류’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3) 재난준비도

재난대비(Disaster Preparedness)는 재난역량에 포함된 재난관리

연속체로, 재난 관리에 있어서 계획과 준비가 우선시 되는 단계이다.

또한 재난대비는 환경변화, 인력변화,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기반하여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World helath 

Oraganization, WHO &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 2009).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재난준비도 수준에서 기본적인 재난에

대한 준비정도(김희정, 2015)를 의미하며, Schmidt 등(2011)이

개발하고 김희정(2015)이 수정·보완한 ‘재난준비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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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간호와 재난간호역량

“재난간호”란 재난에 대응할 준비가 갖추어진 개개인(간호사)이

재난 대비와 재난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관련

종사자에게 “역량”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며 주요 행동의 결정요인이다(WHO & ICN, 2009).

본 연구에서는 재해 간호 핵심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6년 국제 간호사 협회(ICN)에서 발표한 재해 간호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노지영(2010)이 개발한 ‘간호사를 위한 재해 간호 핵심 수행

능력’ 도구를 안은경 등(2013)이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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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재난간호교육 및 재난교육 프로그램

전세계적으로 재난이 다양해지고, 재난간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재난간호교육은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대학생들과 간호사들은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자원이다. 간호대학

교수진들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받는 많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간호교육이 매우

중요하다(Jennings-Sanders et al., 2005). 

간호대학생들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교육요구도 1순위로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2순위로

“재난 발생시 주무 부서와의 협력”이 있었고,“재난 상황 시 간호

제공 기록 절차” 점수가 가장 낮았다(김희정, 2015). 하지만

간호대학생에게 재난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보는

국내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재난대비에 대한 간호사의 교육에 대해 논의한 국외 연구에서는

재난 동안 간호사들이 큰 규모의 응급 대비 요원 그룹 중 하나이지만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대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Wilkinson & Matzo, 2015). 또한

완화치료(palliative care) 교육이 대량사상 사건 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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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어야 하며, 현재의 지역 응급 대응 팀 훈련 활동에 통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Wilkinson & Matzo, 2015).

간호대학생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재난간호교육에 대해 통합적

고찰을 시행한 논문을 살펴본 결과, 재난간호교육의 교육 방법이나 기술

중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재난 대비책 개발과

관련된 교육 목표에 맞는 내용을 전달하는 절충적 접근이 최선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재난대비 프로그램은 정렬된 교육 목적과

선택된 재난대비 역량에 부합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Jose & 

Dufrene, 2014).

인도네시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 내 훈련과 지진 재연

훈련을 실시하여 사전 테스트 및 사후 지식 평가, 재난 시 기술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였다(Alim, Kawabata, & Nakazawa, 2015). 해당

연구에서 재학중인 간호대학생과 졸업생 모두 사전, 사후 평가에서

향상된 점수를 보였으며 재난훈련 동안 관찰 항목(observation 

items)은 5점 Likert scale 에서 4점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현장교육(훈련)을 병행하여 훈련 전, 

후로 응급 대비 정보 설문지(Emergency Preparedness Information 

Questionnaire, EPIQ)를 시행하여 비교한 실험연구에서는 총 64명의

참가자들이 교육 전후로 설문지 작성을 시행하였고, 교육 후의 점수가



10

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높게 측정되었다(Farra, Smith, & Bashaw, 

2016). 

15명의 교수진이 조정자가 되어 69명의 2학년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류독감을 주요 질환으로 삼아 강의와 역할극 형식으로 진행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사전, 사후 시험을 실시했는데 사후 시험에서 학생들의

재난 보고, 응급 관리, 자원 관리, 명령체계, 공중보건원칙, 재난 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국가적 재난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지식이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Silenas, Akins, Parrish, 

& Edwards, 2008). 위의 연구에서 모두 재난간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대상자의 재난대비나 재난간호역량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재난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행된 연구에서 재난간호 교육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유명란, 이순영, 정유미, & 연효정, 2007). 그

결과 첫째, 재난현장 지휘체계 부재, 둘째, 중증도 분류체계 부재, 셋째, 

현장응급처치 미흡, 넷째, 환자이송체계 미비, 다섯째, 현장응급의료소의

역할 미비 여섯째, 상황 중심의 훈련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본관리법, 

재난현장관리, 현장응급의료소, 재난간호실무와 같은 4개의 대분류

학습과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학습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하위 학습과제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연 1회, 96시간 교육과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유명란 et al., 2015). 학부 재난간호교육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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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간호교육이 전공필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21개교(48%)였고, 전공선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26개교(53.1%)로 나타났다. 독립교과목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재해간호’로 명명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으며, ‘응급간호’ 또는

‘응급 및 재해간호’ 로 명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이옥철 & 왕순주, 

2008). 미국의 경우 재난간호 교육은 1970년대 초반부터 대부분의

간호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난간호에 대한

구성내용에는 제약이 있었고,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간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의가 두었다고 한다. 이후 911테러

발발로 인해 재난간호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2003년까지도 교과과정에서 재난간호교육을 이수했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WHO & ICN, 2009).

2.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

간호사들이 재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재난 관리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헌신적인 자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응급 간호사의 재난 훈련 정도나 재난 관리에

대한 인지된 준비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Whetzel, 

Walker-Cillo, Chan, & Trivet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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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난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재난을 당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세요.’ 라는 개방성 질문에 답변한

간호사는 164명 중 123명으로 75%정도에 불과했다(Fung, Lai, & 

Loke, 2009). 또한, 이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재난’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홍콩에서 일어날법한 사고(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건물손상 등)들

이었다. 실례로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기 이전에 홍콩 간호사들은 전염병

자체를 ‘재난’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2003년 SARS 가 발발한 이후

전염병을 재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간호사들 혹은 간호대학생들 또한 재난에 대해 지엽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재난, 재난간호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기 때문에

실제 재난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 투입되어 재난에 직면하기 이전에 간호 대학생 때부터 재난

간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 간호에 대한 인식은 간호 대학생 때부터 올바르게

정립되고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재난간호는 간호학 커리큘럼에서

비교적 새롭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재난 간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간호

대학생들이 재난간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의 재난

간호에 대한 인식을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한 이 문헌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이 재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간호 교육에 있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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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Jennings-Sanders et al., 2005).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재난이나 재난간호에 대해

정의하는 현존하는 문헌은 매우 부족하여 그들이 재해, 대량 전상자

사고 및 재난간호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논의했다(Jennings-Sanders et al., 2005). 

간호 대학생들에게 재난준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적 연구에서는

학생들 중 약 절반이 재난을 ‘파괴적인, 치명적인, 중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 등으로 정의내렸고, 대다수는 비용과 사망으로 인한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재난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 자연적 피해, 부상, 인력손실, 재난 발생 후

발병하는 감염병, 인구사회학적 변화, 교육 및 일상생활의 단절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Bayraktar & Yildirim, 2016).

재난 준비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또 다른 양적

연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물었다. 총 1,404명의 이스탄불과 일본 미야자키

학생 중 1,053명이 답을 했고, 이스탄불 학생 674명(61.1%)과 일본

미야자키 학생 234명(77.7%)이 ‘간병인 역할’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은 ‘관리적(managerial)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Oztekin et al., 2015).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은 재난 상황이

부정적이고 다수의 사상자를 낳는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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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는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에 관한 국내문헌 중 간호 대학생의

재난간호 인식 정도와 핵심 수행 능력 정도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에서는 재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재난 간호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또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재난에 대해

심각하게 느낄수록 재난 간호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안은경 & 김선경, 2013). ‘재난인식 정도가 재난 준비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다(우정희, 

유재용, & 박주영, 2015). 하지만, 각 문항을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재난인식의 하위 개념인 재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와

재난준비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재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재난준비도가 높아지고, 재난 간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짐을 국내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3.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재난준비도

재난에 대해 얼만큼 인식을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량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준비도와

재난 대비는 모두 영문으로 ‘preparedness’를 의미하며 여러 문헌을

통해 측정 도구와 세부적인 내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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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는 가족의 재난대비, 병원재난대비, 지역사회

재난대비까지 다양하게 시행될 수 있다(유명란 et al., 2015). 간호사는

가장 큰 의료 인력을 구성하며,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에 대한

공동체 회복력(resilience)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Veenema et 

al., 2016). 지식, 기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적인

간호 인력을 창출하기 위해 간호사들은 최소한의 간호 지식, 기술, 재난

대응과 관련된 능력을 갖추고, 공중 보건 응급 대비(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들이

전문 분야 내외의 재난 계획, 훈련 및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준비(preparedness)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Veenema et al.,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위한

재난 대비에 필요한 필수 교육 권장사항으로 재난교육에 대한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개발자는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실무 관리자들의 지식 수준, 최근에 제공된 교육, 그들의 지식

격차(gap)등을 기반으로 재난간호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ouig et al., 2017).

간호사들의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한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문헌에서 간호사들의 재난 대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과 훈련을 꼽았다. 특히, 간호사의 재난대비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난 시나리오를 통한 광범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Labrague et al., 2017).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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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비 재난 시뮬레이션(Emergency Preparedness Disaster 

Simulation, EPDS)을 실시 한 후 debriefing 한 연구에서는 EPDS 시행

후 간호대학생들의 응급 재난 대비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높아졌으며,

팀 간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들이 실제 임상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Kaplan, Connor, Ferranti, Holmes, & Spencer, 2012).

간호대학생의 재난준비도와 핵심수행능력에 대해 연구한 국내

문헌에서는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 교육요구도가 높을수록, 학과 성적이

3.0이상인 경우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이 높았고 재난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낮았다(김희정, 2015). 또한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인식, 

재난준비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재난준비도는 4점 기준으로 총점

0.54점으로 상당히 낮아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해당 연구에서

재난준비도는 재난훈련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난간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우정희 et al., 2015). 일 지역 대학생(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대비용품을 준비하지 않았다”(56.6%)로

답변한 대상자가 많았다(강경희 et al., 20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재난은 아직 와 닿지 않는 문제이며 그에 따른 준비도

또한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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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재해대비 상태는 재해 교육 경험, 재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소속기관의 정기적인 재해대비 교육과 훈련 여부, 해외 재해 시

의료지원 참여 의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안은경, 금경림, 

& 최선영, 2011). 또한 보건소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개인적 재난대비는 재난간호중요성 인식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재난관리지침서를 알고 있는 대상자가

재난피해경험자 보다 개인적인 재난대비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엄동춘, 박영임, & 오현진, 2016).

민간간호사와 간호장교의 재난 대비 연구에서는 재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재난대비 정도는 3.18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의 2.96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소속근무지의

정기적 재난교육 및 훈련실시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재난교육 및 훈련을 받은 대상자들의 점수가 3.17점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대상자들의 2.99점보다 높았다(조순영, 이진이, & 

이정민, 2016). 이와 같이 재난 교육 경험과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간호 중요성 인식이 재난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역량

역량은 학습과 평가를 지지하며 교과과정 개발과 검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시킨다. 특히 재난간호사들은 어려운 환경, 

급변화는 상황 속에서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간호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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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한 명의 환자 간호에서 대량 환자

간호로 초점을 바꿀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WHO & ICN, 2009).

재난간호역량은 국외 문헌에서는 ‘Disaster Nursing Competency’로,

국내 문헌에서는 ‘재난간호역량’ 혹은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으로

사용되었다.

   재난이 대량 사상자를 발생시켰거나 긴 시간 지속되었을 때

개개인의 건강, 지역사회는 물론 간호사의 역량이 완전히 발휘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예측 가능하다(Cusack, Arbon, & Ranse, 2010). 

이처럼 평상시와는 다르게 재난 시에는 재난간호사의 특별한 역량이

필요한데, 이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소속근무지의 정기적 재난교육 및 훈련실시 여부에 따라

재난교육 및 훈련을 받은 대상자들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조순영 et al., 2016).

   재난간호역량은 재난간호 기술과 지식을 포함하는데, 응급 및

재난간호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이 수강하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재난간호 지식과 기술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재난간호 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간호대학생보다 재난간호 지식과 기술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이영란 et al., 20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슷한 결과로

재난간호 관련 교과목 이수가 재난간호 인지 정도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정 & 박현정, 2015). 안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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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재해 간호핵심 수행 능력이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재해 발생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가 1순위, ‘재해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가 2순위였고,‘현재 우리학교의 재해 관련

지침에 대해 알고 있다’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안은경 & 김선경, 

2013). 이처럼 재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재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재난간호역량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재난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중국 간호사들에게

묻는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심폐소생술, 지혈(붕대법, 부목법)과

전반적인 비상사태 관리(emergency management)를 3가지 주요

재난간호 기술로 꼽았다(Yan, Turale, Stone, & Petrini, 2015). 이

연구에서 “당신과 동료가 지진 재난 현장에 파견 선발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답한

것(39.51%)이 ‘교육과 준비도’에 대한 카테고리였는데 하위항목으로

출중하고 전문적인 능력, 훌륭한 간호 기술, 높은 이해능력과 응급처치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등하게 답변(39.51%)한 것에는 수술 간호,

외상환자와 척추손상 환자를 간호해본 경험과 같이 ‘풍부한 임상

경험’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간호사들이 재난현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재난간호 기술과 지식, 즉, 재난간호역량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뿐 아니라 보건소 직원의 재난대비역량에 관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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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데, 성별과 재난 교육훈련 경험여부, Basic Life 

Support(BLS) 교육 경험여부가 재난대비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직원이, 보건소에서 재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이, 

BLS교육을 받은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난대비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란 & 이명하, 2016). 간호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재난간호 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재난대비역량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재난 상황에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는 것은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재난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간호사는 기술적, 관리적, 윤리적, 개인적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Bahrami, Aliakbari, & Aein, 2014). 재난 간호에 있어 가장

흔하게 도출되는 핵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의사소통, 계획, 오염방지 및 안전,

재난통제체계, 윤리성을 대부분의 공통된 항목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재난 관리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온라인

또는 포괄적인 재난 대비 모델(comprehensive disaster preparedness 

models)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Al Thobaity, Plummer, & Williams, 

2017).

재난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위험요인 사정을 비롯하여 모든

시스템 수준에서 다학제적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재난을 준비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 입은 그룹의 건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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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우선순위와 목표를 수립하며 실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잠재적인

건강문제도 확인하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 자원들을 파악하는

것이다(유명란 et al., 2015).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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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Ⅲ.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간호사관생도들의 일반적 특성,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을 파악한 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는

간호사관생도들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인식, 재난준비도가

재난간호역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기틀은 ICN framework인 Figure 1과 같다.

재난간호역량은 완화/예방능력, 준비능력, 대응능력, 회복/재활능력과

같이 4가지 범주로 구성된다(WHO & IC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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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Figure 2 와 같다. ICN Framework 에서

재난대비 역량의 하위항목에 교육과 재난준비도(Education and 

Preparedness)를 본 연구의 개념적 틀에 적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재난경험, 재난간호교육 여부가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재난간호역량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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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및

재난간호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생도들 326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되,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파견으로 부재중인 생도

4명을 제외하고 총 322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였으며, 322부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9부를 제외하고 총 31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년, 종교, 재난간호 교육

유무, 재난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재난인식

재난인식은 이영란 등(2016)이 개발한 도구로, 먼저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 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심각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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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킨다고 보는 재난 세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에 따라 1,2,3 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재난관리를 위한 책무와 관리의 주체가 개인, 지방

자치단체 및 국가에 있는지에 대한 재난책임에 대한 8 문항, 재난 발생

예방과 재난 대응, 복구에 대한 재난관리현황 6 문항, 재난원인에 대한

6 문항의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인식 도구는 총 20 문항에

5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80 이었다(이영란 et al., 2016). 본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747 를 나타내었다.

3) 재난준비도

Schmidt 등(2011)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을 위한 재난준비도 도구를

김희정(2015)이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 전공 교수 2인, 

응급실 간호사 1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인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희정(20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간호사관생도들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해당 도구의 각 문항은

“예”, “아니오”,“잘 모르겠다”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는 평소 재난에 대해 얼만큼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는지를 ‘재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들어본적이 있는가’, 

‘대학교에서 교수로부터 재난에 대해 교육받았는가’, ‘개인적인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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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있는가’등으로 구성된 개인, 가족, 간호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간호 대학생의 재난준비도 측정도구이다. ‘예’라고 답한 항목이 많을수록

재난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예’는 1점, ‘아니오’와 ‘잘 모르겠다’는

각 0점으로 처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Cronbach’s α= .870이었다. 본

연구에서 해당 도구의 내적 타당도는 Cronbach’s α= .737로

확인하였다.

4) 재난간호역량

간호사들의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노지영(2010)이 개발한 도구를 안은경 등(2013)이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좀 더 적합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간호사’에 해당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 한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 핵심

수행능력(재난간호역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노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 였고, 안은경 등(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의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해당 도구는

Cronbach’s α= .952의 신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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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하였으며, 2017년 5월 군건강정책연구소의 IRB 1차 심의에서

‘보완’을 받아 7월 2차 심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자료수집을 위해

생도들이 가용한 시간을 미리 협조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군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하였다. 각 학년별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서면으로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승인을 받은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WIN program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2) 각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 를 활용하였다.

3)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활용하였다.

4)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가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5)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으로 검정하였다.

6) 모든 분석의 유의 수준은 0.05 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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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군건강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1044257-2017-HR-13-02). 연구 참여를 위

한 서면 동의서에 연구의 목적, 절차, 수행 과정, 연구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고 구두 설명을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결정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본 연구자와 종속관계에 있다

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자료를 수집

하는 사람이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젠

탈 효과를 없애기 위해 연구자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였다. 동의서는 2부

를 배부한 후 2부 모두 대상자와 연구자가 서명을 하며, 1부는 대상자가

갖도록 하고, 1부는 연구자가 소지하고 있다. 연구 자료들은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연구가 끝난 후 연구윤리위

원회에서 자료 소장 기간으로 지정한 3년 동안 보관 후 자료는 완전히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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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재난간호 교육경험,

재난간호 교육의 형태, 재난간호 교육을 받은 시점, 추가적으로 바라는

재난간호 교육, 재난 경험 유무, 경험한 재난의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인

간호사관생도들은 총 313명으로 여성이 277명, 남성이 36명이었다.

연령은 평균 20.44세이고 18세에서 24세까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

대상자는 각각 1학년이 80명, 2학년이 71명, 3학년이 82명, 4학년이

80명으로 확인되었다. 종교는 55.9%가 가지고 있었으며 기독교가

26.8%(84명)로 가장 많았고, 불교 15.3%, 천주교 13.7% 순이었다.

재난간호 교육 경험은 ‘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38명으로

76%에 해당하였다. 이 238명에게 본인이 받은 재난간호 교육의 형태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질문하였다. 이 중 교과목 강의가 39.8%(223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PBL 교육이 25.5%(143명), 

현장훈련이 17%(95명)로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추가적으로 바라는 재난간호 교육에 대해서도 복수

응답으로 질문하였는데, 50.7%(145명)가 ‘현장훈련’을 선택했고,

20.3%(58명)가 ‘도상훈련’이라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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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교육에 만족, 잘 모르겠다, Go bag(재난대비 생존배낭) 싸기’ 등이

있었다. 재난을 경험한 대상자는 전체의 34.8%(109명)에 해당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재난의 형태는 태풍이 33.7%(59명), 지진이

29.1%(51명), 교통사고가 10.9%(19명)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ears)
Mean±SD(20.44±1.36)
18-24

313 100.0

Gender
Female 277 88.5
Male 36 11.5

Grade

Freshman 80 25.6
Sophomore 71 22.7
Junior 82 26.2
Senior 80 25.6

Religion

Protestant 84 26.8
Catholic 43 13.7
Buddhist 48 15.3
None 138 44.1

Experience with education 
for disaster nursing

Yes 238 76.0

No 75 24.0

Type of experiencing 
disaster nursing 
education*

Lecture 223 39.8
PBL 143 25.5
Table-Top exercise 91 16.3
Field training 95 17.0
Others
(Training, Disaster 
nursing military 
training)

8 1.4

When disaster nursing 
education was received*

Freshman 12 3.3
Sophomore 151 41.3
Junior 128 35.0
Senior 7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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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disaster 
nursing education*

Lecture 18 6.3
PBL 18 6.3
Table-Top exercise 58 20.3
Field training 145 50.7
Others
(Don’t know, none, 
satisfied with current 
education, Go-Bag 
packing)

47 16.4

Experience with disaster Yes 109 34.8
No 204 65.2

Type of experiencing 
disaster*

Typhoon 59 33.7
Flood 12 6.9
Avalanche 5 2.9
Provocation of North 
Korea

15 8.6

Earthquake 51 29.1
Fire 6 3.4
Car accident 19 10.9
Others
(MERS isolation,
SEWOLHO accident)

8 4.6

*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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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은 Table 2와 같다. 남, 녀 차이와 종교에 따라서는

변수들간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특성에 따라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이 2학년보다 재난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01). 재난준비도는 2, 3,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4학년이0.71(±0.17)점으로, 2학년 0.62(±0.14)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재난간호역량의 경우 4학년이 1, 2, 

3학년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p < 0.001). 또한 재난간호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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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Nursing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nursing competency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Female 277(88.5) 3.33±0.31 0.37

(.70)

0.58±0.20 0.53

(.59)

3.35±0.79 0.98

(.32)Male 36(11.5) 3.30±0.39 0.56±0.22 3.21±0.83

Grade

1a 80(25.6) 3.41±0.32

7.08

(<.001)

(a>b, c>b)

0.34±0.13

95.02

(<.001)

(a<b<c<d)

2.35±0.63

179.66

(<.001)

(a<b<c<d)

2b 71(22.7) 3.19±0.29 0.62±0.14 3.29±0.49

3c 82(26.2) 3.35±0.28 0.66±0.14 3.65±0.36

4d 80(25.6) 3.31±0.34 0.71±0.17 4.06±0.40

Religion

Protestant 84(26.8) 3.29±0.28

1.86
(0.13)

0.57±0.20

0.35
(0.78)

3.27±0.82

0.40
(0.75)

Catholicism 43(13.7) 3.33±0.35 0.60±0.22 3.31±0.88

Buddhism 48(15.3) 3.42±0.36 0.57±0.22 3.42±0.80

None 138(44.1) 3.31±0.31 0.59±0.20 3.36±0.76

Disaster Nursing 
Education

educated 238(76) 3.29±0.31 -3.38
(0.01)

0.66±0.16 15.16
(<.001)

3.65±0.55 17.25
(<.001)

not educated 75(24) 3.43±0.32 0.34±0.13 2.34±0.64

Disaster 
Experience

experienced 109(34.8) 3.36±0.33 1.49
(0.13)

0.57±0.21 -1.00
(0.31)

3.20±0.86
-2.22
(0.02)

not experienced 204(65.2) 3.30±0.31 0.59±0.20 3.4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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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주요 연구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재난인식

의 점수 범위는 51점에서 91점 사이로 나타났으며, 총점 평균은

66.57(±6.47)점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별 평균은 3.32(±0.32)점이었

다. 재난준비도는 최저점 0점에서 최고점 14점으로, 총점 평균은

8.21(±2.91)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재난간호역량은 점수범위가 15점에

서 75점 사이로 나타났다. 총점 평균은 75점 만점에 50.14(±12.03)점,

각 항목별 평균은 5점 만점에 3.34(±0.80)점으로 측정되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Outcome Variables             (N=313)

Outcome Variables Range
Total score
Mean±SD

Items score
Mean±SD

Disaster Perception
(Possible Range : 20-100)

51-91 66.57±6.47 3.32±0.32

Disaster Preparedness
(Possible Range : 0-14)

0-14 8.21±2.91 -

Disaster Nursing 
Competency
(Possible Range : 15-75)

15-75 50.14±12.03 3.34±0.80

1)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인식은 ‘인식된 심각한 재난’과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선 간호사관생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심각한 재난의 순위는 Figure 3, Figure 4, Figure 5와 같다. 태풍, 홍수,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8가지의 자연 재난 중 가장 높은

순위의 재난은 지진(25.7%), 태풍(25.2%), 해일(24.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재난은 하부영역으로 ‘인적 재난(man-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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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erceived serious natural disaster

disaster)’과 ‘사회 재난(social disaster)’으로 나누어 각각의 순위를

확인하였다. 인적 재난 사건으로 화재, 붕괴, 폭발, 큰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감염병의 확산, 환경 오염 중 감염병의

확산이 37.4%로 1순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화재(14.7%), 

붕괴(13.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재난 사건으로 해양사고, 

통신망의 단절, 북한의 도발, 전력의 단절, 테러, 데모, 전쟁 중 전쟁이

42.5%로 1순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테러가 22%, 북한의 도발이

1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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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erceived serious man-made disaster

Figure 4. Perceived serious social disaster

.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은 ‘재난책임 및 관리의 주체’, 

‘재난관리를 위한 입법·행정·사법적 측면의 인식’, ‘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인식’, ‘안전사고 및 재난원인에 대한 인식’, 



37

‘안전 및 재난관리 행위에 대한 인식’으로 총 5개의 하위항목으로

분류되었다. 5점 만점에 평균 3.32, 표준편차 0.32로 재난인식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하위항목별로

분류한 것은 Table 4와 같다.

하위 항목별로 보면 ‘재난 책임 및 관리의 주체’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 및 재난관리 행위에 대한 인식’이 4.27, 

‘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인식’이 2.85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 보면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 ‘나는 안전사고와 재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중요하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4. Perception of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N=313)

범주 하위 범주 Mean ± SD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

재난 책임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한 인식 4.32±0.43

재난관리를 위한 입법·행정·사법적 측면의

인식
2.79±0.68

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에 대한 인식 2.85±0.71

안전사고 및 재난원인에 대한 인식 2.54±0.62

안전 및 재난관리 행위에 대한 인식 4.27±0.45

합계                                                             3.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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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재난준비도

재난준비도 측정도구 14문항에 대한 전체 점수는 0점에서

14점까지 이며, 평균은 8.21, 표준편차는 2.91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각 문항별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빈도(%)에 대해서 나타낸 표는 부록

4.2에 첨부하였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체계를 평소에도 유지하고 있습니까’가 302명(96.5%)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간호 교육에 재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교수로부터 재난에 대해 교육

받았습니까’ 가 각각 255명(81.5%), 248명(79.2%) 순서대로 나타났다.

‘집(거주지, 기숙사)에 개인적으로 피난처를 마련해 놓았습니까’가

37명(11.8%)로 가장 빈도가 낮게 나온 항목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개인적으로 재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 대비 권장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각각

83명(26.5%), 120명(38.3%)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 측정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는 15점에서 75점까지 나타났다. 평균은 50.14, 

표준편차는 12.03이었으며, 항목별 평균은 3.34, 표준편차 0.80으로

재난간호역량은 평균 이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재난간호역량 항목은 ‘재난 발생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 였고, 4.02(±0.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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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순으로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의료진이 부족할 때 간호대학생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재난간호역량 항목은 ‘재난 상황 시 간호

제공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가

2.74(±1.14)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재난 발생 시 중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다른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재난 대책을 함께 하는 주요 파트너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관리자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에 대한 점수는 부록 4.3에

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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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세 변

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이 r= .694로 가장 높

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재난 인식과 재난준비도는 r= -.054, 재난

인식과 재난간호역량은 r= 0.46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p < 0.01

r(p)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Nursing 

Competency

Disaster 
Perception

1 -.054 .046

Disaster 
Preparedness

- 1   .694**

Disaster Nursing 
Competency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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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재난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학적 변

수에서 유의성이 확인된 재난간호교육 여부과 재난경험이 재난간호역량

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재난간호역량과 재난준비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재난준비도 또한 포함하였다. 재난

간호역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교육 여부, 재

난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명목

변수(재난간호교육 여부, 재난경험)는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수집된 자

료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1.66으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계수(VIF)는 재난준비도가 1.74, 재난간호교육 여부가 1.78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난간

호경험은 유의확률 0.267(p > .05)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재난간호준비도와 재난간호교육 여부는 Table 6과 마찬가지로 재난간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재난인식이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인구학적 변수를 보정하고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교육 여부, 재난인식에

대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

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65, VIF는 1.04로 모두 다중공선성

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난간

호교육 여부, 재난준비도, 재난인식이 모두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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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ression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y,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Nursing Education and Disaster Experience

Variables B SE ß t p

Disaster Nursing Competency

Disaster Preparedness 1.606 .186 .417 8.648 <.000

Disaster Nursing 
Education(yes)*

-.791 .091 -.421 -8.656 <.000

Disaster Experience .069 .062 .041 1.112 .267

Adjusted R² =.58 , F= 147.65 , p < .001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Table 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the Variables

Variables B SE ß t p

Disaster Nursing Competency

Disaster Nursing 
Education(yes)*

.885 .090 .471 9.864 <.000

Disaster Preparedness 1.522 .181 .395 8.398 <.000

Disaster Perception .387 .090 .156 4.299 <.000

Adjusted R² =.60 , F= 18.48,  p < .001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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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경험과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알아보거나

간호사의 재난대비상태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간호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도, 간호

역량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었기에 본 연구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년을 제한하거나 재난간호교육을 받은 학년 혹은 그렇지

않은 학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또한 의미가 있다.

간호사관생도들은 2학년 때부터 재난간호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론 교육을 거쳐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 교육, 현장훈련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학년별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학년별로는

4학년이 1, 2, 3학년에 비해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간호교육을 받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모두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재난인식의 경우 예상과는 다르게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식’이라는 것이 교육에 의해 항상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학년의



44

상승과 인식수준의 상승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1학년의 경우 동급 학년이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를 겪었기에 그

영향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

간호사관생도들이 인지하는 심각한 자연 재난의 경우 1,2,3 순위가

각각 지진, 태풍, 해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6년 경주 대지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지진이 타 자연 재해에 비해 인지된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적 재난(man-made 

disaster)에서 심각하게 인지하는 재난으로 감염병의 확산이 37.4%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 2016년 MERS 발생 시 간호사관생도들이

단체생활로 인한 격리, 외출·외박 제한을 겪음으로 인해 그 심각도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재난(social disaster)에서는

전쟁이 42.1%, 북한의 도발이 11.3%로 각각 1위, 3위를 차지하였는데,

현재 생도신분이지만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장교가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관생도들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 정도는 3.32(5점

척도)점으로 중간 이상의 인식도를 보였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인식과 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3.2(5점 척도)점과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인지정도를 본 연구에서

나타난 3.4(5점 척도)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이영란 et al., 

2016; 허정 & 박현정, 2015). 하위 항목별로 보면 ‘재난 책임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부 항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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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나는 안전사고와 재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가 4.49(±0.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준비도 점수(“예” 라고 대답한 항목에 대한

점수)는 1점 만점에 평균 0.58(±0.20)로, 백분율로 계산하면 58%에

해당된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평균

2.14(5점 척도)점을 보인 것과 또 다른 연구에서 대상자 중42.9%가

재난준비도 도구에 “예”라고 대답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높은

재난준비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김희정, 2015; Schmidt et al., 

2011). 무엇보다도 사관생도라는 신분 특성 상 비상연락망체계를

평소에도 유지하고 있고, 군사학기에 비상훈련과 각종 재난대비 훈련

등을 통해 재난준비도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재난간호역량은 3.34(5점 척도)점으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재난간호핵심수행능력을 측정한 연구에서 각각 2.76(5점

척도)점, 2.78(5점 척도)점, 2.73(5점 척도)점으로 나타난 것이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김희정, 2015; 노지영, 2010; 안은경 & 김선경, 

2013). 간호 대학생들이 재난 발생 시 간호인력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학부

수준에서의 재난간호교육 준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Al Thobaity 

et al., 2017). 마찬가지로 학부에서부터 재난간호교육을 통해

재난간호역량이 향상된다면 간호대학생이 재난 현장에 간호인력으로

투입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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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재난준비도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 요구도가 높을수록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김희정, 2015).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재난간호교육 여부, 재난인식, 재난준비도가 모두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교육과

실습(훈련)을 통해 재난간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는 재난과 관련한 “훈련, 감사(audits)와 회담”과

같은 교육과 준비를 시행하는 것이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Loke & Fung, 2014). 이와 같이

재난간호역량의 향상을 위해 재난준비를 시행해 보는 것도

재난간호교육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희망하는 재난간호교육으로 ‘Go bag(재난대비

생존배낭)’을 꾸려보는 것을 원했던 학생이 있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Go bag을 구성해보는 것 자체를 재난간호 교육과정 중

일부분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관생도들에 국한하여 연구를 시행하였기에 일반

간호대학생의 결과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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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가 간호학생들에게 적용하기 다소 어려웠고,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도구는 신뢰도가 각각 Cronbach’ s alpha = .747, 

Cronbach’ s alpha =  .737 로 비교적 낮게 측정되어 해석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3. 재난간호교육을 실시하고 전후 효과를 보는 실험연구가 아니라

서술적으로 조사한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따라 일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간호교육이

그들의 재난 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재난간호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재난간호교육 개발과 더불어 현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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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 예비간호장교 역할을 수행할

간호사관생도들 전수를 대상으로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서술적으로 파악하였다. 총 313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난간호교육을 받은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각 변수별 관계에서는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재난준비도가 높을수록 재난간호역량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인식은 총점 100점에 평균 66.57(±6.47)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균은 3.32(±0.32)점이었다.

2. 재난준비도는 총점 14점에 평균은 8.21(±2.91)점이었다.

3. 재난간호역량은 총점은 75점 만점에 평균 50.14(±12.03) 

점으로 측정되었다. 항목별 평균은 3.34(±0.80)점으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재난간호교육 여부가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6.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교육 여부는 재난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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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재난준비도, 재난간호교육

여부, 재난인식 모두 재난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간호교육과 재난준비도가 재난간호역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재난간호인식은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난인식의 도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에 치우쳐져 있고,

재난의 책임과 원인에 대해 묻는 문항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난간호교육에 재난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재난대비

생존배낭을 꾸려보거나 재난대비 권장 물품을 준비해 보는 등 실습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재난준비도를 높일 뿐 아니라

재난간호역량 또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군간호사관학교뿐 아니라 타 일반간호대학 학부교육에서도

재난간호교육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 간호사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간호학 연구에서 간호사관생도들과 일반 간호학생들을

비교하여 서로의 재난인식이나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을 알아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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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간호역량이 사전에 비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재난간호역량을

향상시켜줄 교육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추후 재난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설정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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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연구 제목 :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및 재난

간호역량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들을 대상으로 재난

에 대한 인식, 재난준비도, 재난간호역량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재난간호프로그

램 개발 및 보완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2. 연구대상자 및 연구기간

- 본 연구는 328명의 대상자가 참여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12월

30일까지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연구대상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전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이나

제외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권

리가 있습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군간호사관교 생도들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및 재난간호역량

을 파악하고자 하는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입니다. 자료수집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생도들 328명 전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57

4.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와 재난간호역량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교과과정을 통해 그 역량

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간호사관생도들 및 간호사(장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재난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

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재난간호교육 방면에 있어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잘 되고 있는 점

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군 재난간호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5. 연구대상자의 이익 및 위험

- 연구 참여로 인해 대상자에게 가는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군인이고 학생이라는 취약한 연구대상자 군에 속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듣고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은(동의, 비동의 관계 없이) 1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입니다.

6.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며, 자료 수집 후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 후 분석하고, 연구 자료들은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연구실에 보관한

후 잠금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가 끝난 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료 소장

기간으로 지정한 기일 동안 보관 후 자료는 완전히 폐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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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자는 잠시 밖에서 대기할 것이므로

자유롭게 작성 후 잠시 대기하여 주십시오. 연구 참여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연구책임자 연락처

- 본 연구자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소속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위탁교육 중인 서송화 대위입니다.

- 본 연구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Phone : 

E-mail : 

8. 연구윤리위원회 연락처

- 본 연구는 군건강정책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입니다.

-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연구 관련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군건강정책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hone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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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연구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 간호사관생도들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및 재난

간호역량

�본인은 연구에 대한 목적, 방법, 기대효과, 위험성 및 보호대책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

락처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이후에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기

를 동의하였습니다.

�본인이 연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지 않거나 중단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연구에 대한 설명문 및 동의서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연구대상자

날짜 년   월   일

성명 (서명)

연구자

날짜 년   월   일

성명 서 송 화 (서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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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Ⅰ. 재난인식

1. 인식된 심각한 자연재난 : 우리에게 심각한 재해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자연

재난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에 따라 1, 2, 3을 표시하세요.

재난사건

심각한 재해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자연재난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에 따라 1, 2, 3을 표시하세요.

자연재난

태풍, 허리케인

홍수

해일(쓰나미..)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2. 인식된 심각한 사회재난 : 우리에게 심각한 재해를 일으킨다고 생각되는 재난

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에 따라 1, 2, 3을 표시하세요. (사회재

난 1, 2로 구분되어 있으니 각각에서 순위 1,2,3을 매겨주세요)

재난사건

심각한 재해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사회재난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에 따라 1, 2, 3을 표시하세요.

사회재난1

화재

붕괴

폭발

큰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감염병의 확산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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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건

심각한 재해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사회재난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고

순위에 따라 1, 2, 3을 표시하세요.

사회재난 2

해양사고

통신망의 단절

북한의 도발

전력의 단절

테러

데모

전쟁

3.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 :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Ⅴ표시하세요.

(각 문항은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재난책임 및 관리의 주체에 대한 문항이 있으며, 

재난관리를 위한 입법·행정·사법적 측면의 인식, 재난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인식을 포함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및 재난의 원인에 대한 인식, 안전 및 재난관

리 행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번 내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

2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중요하다

3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비정부조직(NGO)의 책임이

중요하다

4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

5
우리나라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잘 갖추고 있다

6

우리나라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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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진다

8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을

잘 예방 및 대비하고 있다

9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한다

10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후 적절한 복구를 한다

11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욕

심이 낳은 결과이다

12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무

책임이 낳은 결과이다

13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생

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우리문화의

결과이다

14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공

공기관이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15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안

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다.

16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사

고이후에도 반복될 것이다.

17
나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18
나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위험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19

나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20

나는 안전사고와 재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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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준비도

※ 아래의 문항은 재난준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

로 해당되는 항목(“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에 Ⅴ표시하세요.

순번 내용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1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동료 또는 교수진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대학교에서 교수로부터 재난에

대해 교육 받았습니까

3

만약 교수진이 재난상황에 없다면

당신이 재난 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동료 혹은 교수진과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4
개인적으로 재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
간호 교육에 ‘재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6

재난 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장소에 대해 교수진으로부터

교육받은적이 있습니까

7

귀하의 실습 병원(또는

교육기관)에서 재난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8
Go bag(재난대비 생존배낭)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9
재난 대비 권장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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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음식, 물, 의류, 손전등, 

응급처치 킷, 성냥 등)

10

재난 시 대피해야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항시 패키지화하여

준비해놓고 있습니까 (예, 군장)

11

재난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체계를 평소에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12

집(거주지, 기숙사)에서

재난대피연습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13

학과 수업을 하는 곳(교본부)에서

재난대피연습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14
집(거주지, 기숙사)에 개인적으로

피난처를 마련해 놓았습니까

Ⅲ. 재난간호 역량

※ 아래의 문항은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시

점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Ⅴ표시하세요.

순번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

2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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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발생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

4

재난 발생 시 의료진이

부족할 때

간호대학생으로서

수행해야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

5

나는 현재 우리

학교기관의 재난 관련

지침(guidelines)을

알고 있다

6

재난 발생 시 환자

분류(triage)를 할 수

있다

7

재난 발생 시 환자

분류에 따른 간호중재를

할 수 있다

8

재난 발생 시 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사정과

감독, 보고를 할 수

있다

9

재난 상황 시 간호

제공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

10
재난 발생 시 중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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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11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관리자들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12

재난 대책을 함께 하는

주요 파트너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13

재난 발생과 관련된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4

재난으로 인한 장기적

영향에 관한 건강

상담/교육을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5

재난 발생 시

민감하거나 취약한

대상자 집단(노령 인구,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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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귀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성별 : ➀ 여 ➁ 남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 세

3.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➀ 1학년 ➁ 2학년 ➂ 3학년 ➃ 4학년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➀ 기독교 ➁ 천주교 ➂ 불교 ➃ 없음 ➄ 기타( )

5. 귀하는 재난간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5-1.(5번에 1번을 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재난간호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형

태의 교육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➀ 교과목 강의 ➁ PBL 교육 ➂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➃ 가상환자(SP)를 이용한 현장 훈련(field training)

➄기타

5-2.(5번에 1번을 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재난간호 교육을 받았다면 언제 받

았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➀ 1학년 교육과정 ➁ 2학년 교육과정 ➂ 3학년 교육과정 ➃ 4학년 교육과정

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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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번에 1번을 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귀하가 추가적으로 바라는 재난간호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➀ 교과목 강의 ➁ PBL 교육 ➂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➃ 가상환자(SP)를 이용한 현장 훈련(field training)

➄기타

6. 귀하는 재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 없다

6-1.(6번에 1번을 택한 분만 답해주세요) 재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형태의 재난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➀ 태풍 ➁ 홍수 ➂ 눈사태 ➃ 북한의 도발 ➄ 지진 ➅ 화재 ➆ 교통사고 ➇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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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윤리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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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결과

4.1. 재난인식                                               (N=313)

하위범주 항목 Mean ± SD

재난책임 및 관리

의 주체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 4.73±0.44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중요하다 4.41±0.57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 4.27±0.66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비정부조직(NGO)의 책임이 중요하

다
3.88±0.73

재난관리를 위한

입법, 행정, 사법

적 측면

우리나라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잘 갖추고

있다
3.07±0.72

우리나라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
2.93±0.81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책임에 대한 처

벌이 잘 이루어진다
2.37±0.88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을 잘 예방 및 대비하고 있다 2.69±0.88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한다 2.66±0.84

우리나라는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후 적절한 복구를 한다 3.20±0.83

안전사고 및 재난

의 원인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우리문

화의 결과이다
2.74±1.00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욕심이 낳은 결과이다 2.66±0.94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사고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다 2.62±0.91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이다
2.51±0.82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공공기관이 관리와 감독을 소홀

히 한 결과이다
2.38±0.87

대부분의 안전사고 및 재난은 무책임이 낳은 결과이다 2.38±0.90

안전 및 재난관리

행위

나는 안전사고와 재난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4.49±0.58

나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한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할 생각이 있다
4.40±0.62

나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 위험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4.28±0.57

나는 안전 및 재난관리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3.91±0.67

합계 3.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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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난준비도                                            (N=313)

순위 항목 빈도 %

1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연락망체계를 평소에도 유지하

고 있습니까
302 96.5

2 간호 교육에 ‘재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55 81.5

3 대학교에서 교수로부터 재난에 대해 교육 받았습니까 248 79.2

4
집(거주지, 기숙사)에서 재난대피연습을 해본적이 있습

니까
245 78.3

5
재난 시 대피해야 할 경우 필요한 물품을 항시 패키지화

하여 준비해놓고 있습니까
239 76.4

6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동료 또는 교수진과 이야

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210 67.1

7
학과 수업을 하는 곳(교본부)에서 재난대비연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95 62.3

8
Go bag(재난대비 생존배낭)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습니

까
193 61.7

9
재난 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장소에 대해 교수진

으로부터 교육받은적이 있습니까
166 53.0

10
귀하의 실습병원(또는 교육기관)에서 재난계획이 무엇인

지 알고 있습니까
143 45.7

11

만약 교수진이 재난상황에 없다면 당신이 재난 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동료 혹은 교수진과 의논해 본 적이 있

습니까

136 43.5

12 재난 대비 권장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120 38.3

13 개인적으로 재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83 26.5

14
집(거주지, 기숙사)에 개인적으로 피난처를 마련해 놓았

습니까
3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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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난간호역량                                          (N=313)

순위 항목 Mean ± SD

1 재난 발생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 4.02±0.72

2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대처 요령을 알고 있다 3.78±0.66

3
재난 발생 시 의료진이 부족할 때 간호대학생으로서 수행해

야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
3.64±0.88

4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3.62±0.85

5 재난발생 시 환자 분류(triage)를 할 수 있다 3.54±1.26

6
재난 발생과 관련된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3.52±3.96

7
나는 현재 우리 학교기관의 재난 관련 지침(guidelines)을

알고 있다
3.30±1.04

8
재난으로 인한 장기적 영향에 관한 건강 상담/교육을 대상자

에게 제공할 수 있다
3.25±1.10

9 재난 발생 시 환자 분류에 따른 간호중재를 할 수 있다 3.25±1.19

10
재난 발생 시 민감하거나 취약한 대상자 집단(노령 인구, 임

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3.24±1.08

11
재난 발생 시 환자에 대해 체계적인 사정과 감독, 보고를 할

수 있다
3.21±1.08

12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건강관리자들과 효과

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3.13±1.06

13 재난 대책을 함께하는 주요 파트너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3.00±1.10

14
재난 발생 시 중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다른 의료진과 관계

자들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2.91±1.17

15
재난 상황 시 간호 제공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절

차에 대해 알고 있다
2.74±1.14

합계 3.3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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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i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Songhwa Seo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in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and to provide evidence that the 

disaster nursing education program is improving.

Method: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urvey involving all cadets i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Total 322 survey was 

distributed and gathered. Valid 313 survey was statistically 

analyzed. Concept of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was measured using appropriate 

scale with acceptance. Data were managed and analyzed by SPSS 

23.0 Win computer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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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mean disaster perception score was 66.57 overall 

(±6.47), and the item score was 3.32 (±0.32). The mean score for 

total disaster preparedness was 50.14 (±12.03), and the item score 

was 3.34 (±0.80). Th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score ranged 

from 15 to 75, and the mean score was 50.14 (±12.03).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grades, disaster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and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disaster preparedness and disaster nursing competency. 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and disaster perception 

affected th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outcomes.

Conclusion: This study can serve as evidence with which to improve 

disaster nursing education program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into the curriculum items which help learners prepare for disasters 

(such as packing a ‘Go bag’) to improve their disaster nursing 

competency. Future studies involving comparisons between Armed 

Forces Nursing Cadets and nursing school students in general 

graduate schools would be useful.

Keywords :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Nursing Competency

Student Number : 2016-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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