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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에 관한 

횡단적 비교

김성은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Cross-sectional comparison on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Seong-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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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의 횡단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충청남
도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93명과 일반대학생 85명, 총 178명을 대상으로, 문용린의 대학생용 인
권감수성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
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은 정신질환자 사생활권(t=-2.94, p=.004)과 환경권(t=2.16, p=.034) 에피소드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에서는 장애우 신
체의 자유권(t=2.41, p=.018) 에피소드에서만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간호윤리 관련 교육과정에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 윤리, 인권, 감수성, 융복합

Abstract  This cross-sectional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between 
freshmen and senior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a 
human rights sensitivity questionnaire developed by Moon answered by 178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from five South Korean universities. A t-test, chi-square test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s between freshmen and seniors i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s in the right to 
privacy of the psychiatric patient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among nursing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s in the disabled person’s physical liberty in non-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about ethics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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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존재의 가치와 독립 인 인격의 

존 을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의 기본 이고 본질 이며 우선 인 권리로[1], 

인간의 삶 자체를 뛰어 넘어서 존엄을 리는 삶, 사람답

게 살 수 있는 삶의 해 필요한 주요 개념이다. 1948년 

국제연합인권 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세계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 의 기 을 천명하 다[2]. 

우리나라는 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인권의 존

을 근본 원리로 하여 기본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질 인 인권에 

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  후반 이후 민주화 과

정을 거치면서부터 다. 그 후 2001년 국가인권 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에 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게 되

면서 새로운 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변화를 불러왔으며

[3], 이러한 상황  맥락으로 건강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권에 한 심도 한층 높아졌다.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려면 상황을 인

권 련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하는 인권감수성, 어떤 

행동이 인권과 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단하는 인권에 

한 단력,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란 가치를 우

선시하는 인권에 한 동기화,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고 나가며 실행하는 인권옹호행동의 네 가지 심리  

과정을 거친다[4]. 그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련 상황으로 지각

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  과정으로 인권옹호행동의 첫 번째 단계이다[1]. 

개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의 정도가 높고 인

권에 한 교육이 인권의식 고양에 요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한편 간호학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과학으로 

돌 을 본질로 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기  권리  하나

인 건강권을 추구하면서 근본 으로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철학  이념을 가지고 있다[6]. 이에 간호사는 어느 

직업보다 인류와 사회에 한 사와 윤리 인 측면이 

강조되며, 상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 하고 그들의 권

리를 지켜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간호학문과 간

호사에게 있어 인권에 한 심과 의식은 새로운 일이 

아닌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간호사는 건강

문제가 복잡하게 얽 있는 실무 장에서 인권 옹호자로

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때 인권감수성은 인권옹

호행동을 한 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인권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권옹호행

동은 간호교육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문

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

 표  등을 내면화하고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여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게 된다[7]. 따라

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고취는 간호윤

리교육의 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해서는 간호사가 

되기 이  단계인 간호 학교육이 인권감수성 향상에 실

제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

학교육과정 안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한 교육 제공

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요한 사안일 것이다.

지 까지 건강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권감수성에 

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정신보건 역에서 사회

 소수자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과 편견, 낙인에 노출 

험이 높은 정신장애인에 해 간호사를 비롯한 정신보

건종사자 혹은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

을 악하고[8,9],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의 효과에 한 

연구[5]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윤리  가치 과 인권감수성 수 [10], 인권의

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6]을 악한 정도로 소수에 불

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국내의 간호윤리교육

에서도 주로 윤리  갈등상황에서의 해결능력배양차원

에서의 윤리  가치  확립에 치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1,12,13].

이에 본 연구는 문직사회화의 에서 간호 학생

의 간호 학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변화를 확인

하기 하여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을 상으로 1학년

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횡단 으로 비교 분석

함으로써 추후 간호 학생의 윤리 교과과정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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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을 상으로 1학

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수 을 악하고, 인권감수

성의 차이는 어떠한지 확인하여 간호 학생의 윤리 교과

과정 개발  인권옹호행동 고양을 한 기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함이다.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 간의 동질성 검증을 

한다.

둘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  차이를 악한다.

셋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  차이를 악한다.

넷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  차이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을 상으로 1학

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차이를 횡단 으로 악하기 

한 서술  비교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라북도 

소재의 3개 학교와 충청북도 소재 1개, 충청남도 소재 

1개 학교에 재학 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와 련하여 설명된 연구

상자 모집 공고를 기 의 허락을 얻어 교내  학과 게시

에 부착하여 연구 상자를 모집하 으며, 일부의 상

자에게는 연구자가 직  본 연구의 목 과 차를 설명

하고 조를 요청하 다. 그 후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참

여하기로 동의한 상자에게 설문작성방법에 해 설명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연구 상자에 한 

윤리  고려를 하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

발 으로 이루어지고, 연구 상자에게는 연구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연구 도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 으

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로그램[14]을 이용

하여 두 그룹 간 차이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

과, 유의수 (α) .05, 검정력(1-β) .9, 간 효과크기

(effect size) .5로 한 표본의 크기는 각 그룹 당 86명으로 

총 172명이 필요하 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다. 이  192가 회부되어 회

수율은 83.5% 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17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3 연구도구

2.3.1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하여 문용린 등[1]이 개발한 

학생용 인권감수성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세

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확인하

여 국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로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단되는 딜 마형식의 

에피소드 10가지로 구성되었다. 각 에피소드에 하여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에 한 질문에 한 답지 

문항은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인권감수성과는 련 없

는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이 때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한 평

정이 인권감수성과 련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

항에 한 평정보다 높은 반응만 선택하여 그 평정에 해

당하는 수를 합산하여 수를 산출한다. 각 문항은 ‘

 요하지 않다’ 1 에서 ‘매우 요하다’ 5 으로 5  

likert 척도로 문항당 0 ∼5 을 받을 수 있고, 각 에피

소드 당 세 질문 문항이 있으므로 한 에피소드 당 0 ∼

15 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도구는 총  0 ∼150 의 

분포로 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for 

Window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일반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둘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 두 집단 간의 동질성

은 chi-square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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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  차이는 윤리교육경험 여부를 보정한 

ANCOVA로 분석하 다.

넷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체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  차이는 윤리교육

경험 여부를 보정한 ANCOVA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간호 학생의 경우 여자 87.1%, 남자 12.9%

로 나타났으며, 일반 학생의 경우 여자 81.2%, 남자 

18.8% 다.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평균 연령은 각

각 22.3(±6.64)세와 21.1(±3.51)세 다. 학년은 간호 학

생의 경우 1학년 49.5%, 4학년 50.5%로 나타났고, 일반

학생의 경우 1학년 54.1%, 4학년 45.9%이었다. 종교 유무

의 경우 간호 학생은 62.4%, 일반 학생은 57.6%가 종

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학년, 종교 유

무에 한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간호 학생 75.3%, 일반 학생 43.5%가 윤리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고, 간호 학생 24.7%, 일반 학

생 56.5%가 윤리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두 군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18.66, p<.001).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n=93)

Non-

nursing

(n=85)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Sex Male 12 (12.9) 16 (18.8)
1.17 .308

Female 81 (87.1) 69 (81.2)

Age (yr.) 22.3±6.64 21.1±3.51 1.60 .111

Grades
Freshman 46 (49.5) 46 (54.1)

0.39 .552
Senior 47 (50.5) 39 (45.9)

Religion
Yes 58 (62.4) 49 (57.6)

0.41 .543
No 35 (37.6) 36 (42.4)

Ethics

Education

Yes 70 (75.3) 37 (43.5)
18.66 <.001

No 23 (24.7) 48 (56.5)

<Table 1> Baseline and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N=178)

3.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

수성 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 1학년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각각 70.80±20.61 , 

61.96±24.77 , 4학년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각각 

71.04±25.06 , 60.77±28.26 으로 1학년과 4학년 모두에

서 간호 학생이 일반 학생에 비해 인권감수성의 수

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ategories
Nursing Non-nursing

F p
n (%) M±SD n (%) M±SD

Freshman
46 

(49.5)
70.8±20.61

46 

(54.1)
62.0±24.77 1.29 .259

Senior
47 

(50.5)
71.0±25.06

39 

(45.9)
60.8±28.26 0.42 .520

<Table 2> Differences in Human Right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Grades between the
Two Groups                   (N=178)

3.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

수성 수  차이는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간

호 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 수가 1학년 70.8±20.61

에서 4학년 71.0±25.06 으로 높아졌고, 일반 학생의 경

우 인권감수성 수는 1학년 62.0±24.77 에서 4학년 

60.8±28.26 으로 낮아졌으나 두 군 모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ursing (n=93) Non-nursing (n=85)

Freshman

(n=46)

Senior

(n=47) F

(p)

Freshman

(n=46)

Senior

(n=39) F

(p)(0∼150) (0∼150) (0∼150) (0∼150)

M±SD M±SD M±SD M±SD

70.8±20.61 71.0±25.06
0.24

(.622)
62.0±24.77 60.8±28.26

0.62

(.434)

<Table 3>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ensitivity in the Two Groups (N=178)

3.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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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Nursing (n=93) Non-nursing (n=85)

Freshman

(n=46)

Senior

(n=47)
F p

Freshman

(n=46)

Senior

(n=39)
F p

(0∼15) (0∼15) (0∼15) (0∼15)

M±SD M±SD M±SD M±SD

Episode 1.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8.9±4.31 9.1±4.74 0.02 .896 8.1±4.77 9.1±5.16 0.25 .617

Episode 2. right not to suffer illegal arrest, restriction 6.5±5.10 7.0±5.52 0.07 .798 4.5±5.30 5.6±5.32 1.06 .307

Episode 3. right to education in disabled 8.1±4.57 6.3±6.06 2.62 .109 6.3±6.07 6.3±6.22 0.21 .647

Episode 4. right to labor in migrant workers 10.3±4.90 10.1±5.02 0.12 .726 10.3±4.57 9.0±5.01 4.98 .028

Episode 5. environmental rights 7.0±5.76 4.4±5.55 4.77 .032 6.7±5.12 5.2±6.10 3.62 .061

Episode 6. equal rights 8.0±5.09 8.1±5.09 0.05 .826 7.4±5.92 6.2±4.67 1.31 .256

Episode 7. privacy rights 5.7±5.81 6.0±6.01 0.01 .951 3.8±5.07 5.3±6.02 1.29 .260

Episode 8. 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7.6±5.73 7.1±6.26 0.98 .324 8.0±4.95 5.1±6.04 6.43 .013

Episode 9. privacy rights in mental illness 7.3±5.73 10.7±5.40 5.74 .019 5.7±5.64 6.7±5.73 0.53 .471

Episode 10. right to freedom from  imprisonment 1.5±3.02 2.2±3.83 0.93 .338 1.3±2.41 2.3±3.72 1.79 .185

<Table 4>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ensitivity by Episodes between the Two Groups 
(N=178)

드 별 인권감수성 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간호

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에피소드  정신질환자 사

생활권(F=5.74, p=.019)과 환경권(t=4.77, p=.032)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

질환자 사생활권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수가 높았고, 환경권에 한 인권감수성은 1학년에 비

해 4학년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학생에서는 인

권감수성 에피소드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F=6.43, 

p=.013)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F=4.98, p=.028)에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

우 신체의 자유권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한 인권감

수성의 수가 1학년보다 4학년이 더 낮은 수 으로 나

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문직사회화과정을 통한 인

권감수성의 변화를 횡단 으로 악하기 해 1학년과 4

학년의 간호  일반 학생을 상으로 인권감수성 차이

를 비교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육의 시작이며 기 인 1학년에서 두 군

의 인권감수성 수 을 살펴보면, 간호 학생이 일반 학

생에 비해 인권감수성 수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교육의 종착 인 4

학년에서 각 군 간 인권감수성 수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한 두 군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간호 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은 70.80 에서 71.04 으로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 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일반 학생의 1학

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는 61.95 에서 60.77 으

로 1학년보다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 이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

는 학의 간호교육과정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반 하며, 이는 간호 학생

을 상으로 실시한 횡·종단  선행연구들[15,16,17,18,19]

에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도덕  단력이나 윤리교육

의 효과가 의미 있게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해 선행연구들

[17,20]에서 간호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  이슈와 

딜 마를 경험하는 실무 상황 속에서 윤리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의 보편 인 양심과 윤리원칙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단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  법과 

질서를 존 하며 이에 배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 실화 효과’ 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생들

이 실에 응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윤리 련 

교과목에서 인권감수성에 한 내용 반 의 여부와 학생

들의 도덕발달단계 수 , 교육방법의 문제 등을 통제하

거나 향 정도를 악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들에 

한 추후 연구  고찰이 필요하겠다. 

한편, 간호 학생과 일반 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  차이를 살펴보면, 간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에 관한 횡단적 비교

36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Apr; 14(4): 355-362

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정신질환자의 사생

활권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5.74, p=.019), 환경권에 한 

인권감수성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수가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F=4.77, p=.032). 반면 일반 학생에서는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F=6.43, 

p=.013)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F=4.98, p=.028)에서 인

권감수성 수가 1학년보다 4학년이 통계 으로 더 낮아 

두 군 간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 간에는 다

소 차이가 있었다.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은 정신건강의

학과의 진료를 본 진료자 명단 공개 가능 여부를 묻는 사

례로, 간호 학생에서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와 련

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와 

련된 교육이 강화되어 실습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등 

환자존   기 보장이 임상실습 시 강조되어 이루어졌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신병원이나 시설에서는 

2008년 정신보건법 제6조 2항(인권교육)이 신설되면서 

정신보건시설을 설치하거나 운  는 종사하는 자는 매

년 4시간 이상 인권에 해 의무 으로 교육받으며 정신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하여 한층 노력하고 있는 상황  

특성이 정신간호와 련된 임상실습을 통하여 경험하고 

교육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환경권은 지방의 소도

시에서 사회경제  발 을 하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건립을 허가해  수 있는지

를 묻는 문항으로, 두 군 모두에서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용

성의 원리를 용하며 다수의 복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다.

한 에피소드 별로 학교육이 완성되는 4학년의 인

권감수성 수 을 살펴보면, 간호 학생은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10.72 )에서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 수 을 나

타내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10.11 ), 노인의 행복추

구권(9.13 ) 순으로 높은 수를 보인 반면, 일반 학생

은 노인의 행복추구권(9.05 )이 가장 인권감수성 수 이 

높게 나타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9.00 ), 정신질환

자의 사생활권(6.69 ) 순으로 높아 순 는 다소 다르나 

두 군의 인권감수성 수 이 높은 에피소드는 비슷한 것

으로 악되었다. 한편 간호 학생에서 가장 낮은 수

의 인권감수성을 나타낸 에피소드는 구 으로부터의 자

유권(2.15 )이었고, 환경권(4.43 ), 사생활권(5.96 )의 

순으로 낮은 인권감수성 수 을 보 으며, 일반 학생에

서는 구 으로부터의 자유권(2.26 ), 장애우 신체의 자

유권(5.13 ), 환경권(5.21 ) 에피소드 순으로 낮은 인권

감수성의 수 을 나타내어 두 군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

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인권감수성을 조사한 

김성은[11]의 연구에서도 높은 인권감수성 수 을 보인 

에피소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노인의 행복추구권, 정

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이었고, 구 으로부터의 자유권, 환

경권, 사생활권에 하여 인권감수성의 수 이 낮게 나

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는 개별 이고 고유한 한 개인으로 각각의 상

자를 바라보고, 인간의 권리를 존 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자아존 감  신체  안녕을 유지하는 방향으

로 돌 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

하여야 한다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10]. 이와 같은 

간호철학을 비롯한 가치와 규범은 문직사회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직 집단의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행동

과 자아개념으로 내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1]. 

특히, 간호 문직사회화의 변화가 의미 있게 일

어나는 시기는 간호 학 재학 시 로[22], 간호 학 

입학 기부터 인권감수성의 향상을 한 교육이 시작되

도록 교과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졸업 시까지 

정규 간호 학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 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한 교육

방안을 고안하고 필요한 교육  방법을 융합하는 등의 

다각도의 교육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23].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록 횡단  분석으로 1학년이 4학년 학

생으로 성장하며 일련의 간호 학교육을 통한 인권감수

성의 궤 을 직 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종단

인 변화를 유추하여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 재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융복합  함의와 

인권감수성 증진의 내용이 반 된 간호윤리 련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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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의 개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

이 있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

야 한다. 첫째, 국 학의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아니므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

구는 횡단  분석을 바탕으로 하 기에 인권감수성의 종

단 인 궤 을 직 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인권감수성의 

종단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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