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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대한 개념분석

서형은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Concept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Hyung-eun Seo
Departmen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요  약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을 이용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한 개념분석 연구이다. 최근 10년 간 윤리역
량에 한 국내  국외 선행연구 최종 11편을 선정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개념은 
윤리  민감성, 윤리  단력,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이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요인은 자
기이해, 지지  환경, 윤리  갈등 경험, 윤리교육 경험이었으며, 결과는 간호 문직 , 간호직에 한 만족도, 환자안 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향상을 해서는 다차원 간 균형 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
간호사의 윤리  민감성, 윤리  단력,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해서
는 학생간호사 스스로 충분한 자기이해와 학생간호사를 지원해  수 있는 지지  환경, 과거에 윤리  갈등상황에 직면했던 

경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향상은 결과 으로 간호 문

직 을 확립하고, 간호직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환자안 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기 로 학생간호사의 특성을 반 한 

윤리역량의 속성이 잘 반 된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략  효과 인 로

그램을 개발하기 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The concept analysis process by 
Walker and Avant was used to clarify the meaning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As a result, the concept
of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was defined in terms of ethical sensitivity, ethical judgement, willingness to
implement ethical behavior, and execution power of ethical behavior. Self-understanding, supportive environment, 
experience of ethical conflict and experience of ethical education can be seen as antecedents for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The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results in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with 
nursing, and patient safe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establish a basis for an instrument to evaluate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This will guide educators, as well as managers in healthcare,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for improvement nursing student's eth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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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학생간호사란 간호 학 는 간호학과 정규교육과정 

 임상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 학생을 의미한

다[1]. 학생간호사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실무를 경험

하며 간호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1]. 특별히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지식을 간

호 장에 용해 볼 수 있으며 응용력과 창의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1,2].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은 간
호에 한 가치 과 태도, 간호사 이미지에 향을 미치
며 스스로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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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과정으로 학생간호사가 문직 간호사로서의 능

력을 갖추게 하는데 필수 인 요소이다[2].
그러나 임상실습과 련된 스트 스는 학생간호사에

게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학생간호사는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용

해야 하는 긴장감, 불안감, 무력감 같은 심리  스트

스, 의료진  환자와의 계, 같이 실습하는 동료학생 
 간호사들과의 인 계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 모호
한 역할과 실습과제에 한 부담으로 인한 업무  스트

스, 병원이라는 긴장감이 넘치며 친숙하지 못한 환경
 스트 스 등 다양한 역에서 스트 스를 경험한다

[1-3]. 이에 따라 학생간호사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간호
문직  확립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간호사
라는 진로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3].
특히 학생간호사가 경험하는 임상 장은 최근 기세

포, 유 자치료, 배아복제, 낙태, 리모, 치료 단, 안락
사 등 여러 가지 역에서 다양한 윤리  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1]. 이러한 문제에 해 학생간호사 자신의 윤리
 가치 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이러한 윤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생간호사는  다른 

혼란을 느낀다[1]. 학생간호사는 윤리  갈등상황을 직

 는 간 으로 경험함에 따라 임상 장에서의 비

윤리  행 에 해 무뎌지고, 도제식 교육방법  행
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윤리  단력이 와해된다[4]. 따
라서 무엇보다 수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에 앞서 다양

한 윤리  갈등상황에 직면할 학생간호사의 윤리  가치

과 간호철학이 확립되어야 하며, 실제 간호 장에서 

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  간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

춘 올바른 윤리  가치 과 윤리  의사결정 능력을 갖

도록 비시키는 것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간호사의 윤리  가치 과 윤리  행  

실천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4], 이러한 차이는 임
상 장 환경이 권 이고, 수직 이기 때문이며, 학생
간호사 스스로가 윤리  행  실천에 한 극 인 의

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은 할 수 없는 
역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본인의 단이 옳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1,4]. 따라서 학생간호사의 윤리
 행  실천을 해서는 올바른 윤리  가치  확립뿐

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역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틀어 윤리

역량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윤리역량에 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일 되지 않으며,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
마다 개념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Park과 
Peterson [5]은 이에 해 윤리역량은 다른 역량과 완
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역량들을 건설 인 방향

으로 이끄는 포  개념이라고 설명하 다. 그들은 윤
리역량을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지식, 능력과 동기로 가치 있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직결되는 능력으로 역량 

개념을 용하여 도덕  수행 능력을 설명하 다[5]. 
Liszka [6]는 윤리역량을 선한 윤리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의존하여 옳은 행동을 언제나 일 성 있

게 수행하도록 숙달된 것으로 정의하고, 윤리역량이 윤
리 정서, 윤리 강 , 덕목, 지혜, 그리고 윤리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Jormsri 등[7]은 태국 간호사들을 인
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리역량을 특정 상황에서 무엇

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데 향을 미치는 감정을 지

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해 그 감정을 성찰해보고, 상
방에게 최상의 도움을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

으로 정의하 다. 이와 같이 윤리역량의 정의는 학자들
마다 다양하지만, 윤리역량의 구성요소에 한 그들의 
강조가 궁극 으로 윤리  행동의 실천으로 귀결된다는 

은 일 이다. 즉, 윤리역량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그 
어떤 개념보다도 윤리  행동이 강조된 용어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사

용범 를 검하고, 속성을 악하여 학생간호사의 윤리
역량 개념에 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간호사가 

윤리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ethical competence) 
개념의 사용범 를 검하고 속성을 악하여 학생간호

사에게 있어서의 윤리역량 개념에 한 통찰력을 제공하

기 함이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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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 [8]의 개념분석 방법을 
용하여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한 개념분석을 시도

한 연구이다. Walker와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은 장
에 한 찰을 필요로 하지 않고 련문헌을 분석하여 

특정 개념의 정의, 목 , 계, 근거, 과정, 거 등이 기
존의 문헌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  문헌고찰을 통해 윤리역량에 

한 개념의 사용범 를 악하고, 각 문헌에서 제시하
고 있는 개념의 선행요인, 속성을 악하고 이에 따른 결
과를 확인하여 개념분석을 시행하 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체계  문헌고찰을 해 최근 10년 간 윤리역량에 한 
국내  국외 선행연구를 조사하 으며, 국외문헌은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을, 국내문헌은 RISS (www.riss4u.net)를 이
용하 다. 검색어는 국외문헌의 경우 ‘ethical competence’ 
는 ‘moral competence’로 하 으며, 국내문헌의 경우 

‘도덕역량’ 는 ‘윤리역량’으로 하 다. 검색결과 
CINAHL에서 35편, RISS에서 6편의 연구가 검색되어 
총 41편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그  연구제목을 통해 부 합하다고 단된 연구 16

편을 제외하 으며, 25편의 연구  록을 통해 15편의 
연구를 선정하 다. 한 연구 문을 통해 최종 문헌 

11편을 선정하여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Figure 1).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 방법은 

Walker와 Avant [8]의 개념분석 차에 따라 분석되었
으며, 구체 인 8단계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을 선정한다.
둘째, 개념분석의 목 을 설정한다.
셋째,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한다.
넷째, 개념의 결정  속성을 확인한다.
다섯째, 개념의 모델사례를 제시한다.
여섯째, 개념의 부가사례(유사사례, 반 사례, 련사

례)를 제시한다.
일곱째,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여덟째, 개념의 경험  거를 확인한다.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3. 연구결과 

3.1 개념의 선정

임상 장에서 다양한 윤리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학

생간호사의 윤리  가치 과 간호철학을 확립시키고, 
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  간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올바른 윤리  가치 과 윤리  의사결정 능력을 갖도록 

학생간호사를 비시키는 것은 요하다[1,4]. 한 학

생간호사의 윤리  행  실천을 해서는 올바른 윤리  

가치  확립뿐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  하고자 하는 의지

가 필요하다[4].
이미 다양한 역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윤리역량이

라고 명명하고 있으나, 이에 한 정의가 명확하고, 일
되지 않으며,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5-7].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
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사용범 를 검하고, 속성을 
악하여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에 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3.2 개념분석의 목적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한 개념분석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념의 속성  선행요인과 결
과를 악함으로써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조작

 정의를 명확히 하기 함이다.

3.3 개념의 모든 사용 확인

3.3.1 사전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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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한 개념분석을 통“윤리
역량”은 “윤리”와 “역량”의 합성어로 먼  “윤리”의 사
 의미를 찾아보면 행 를 할 때 공통 으로 인정하

는 원칙에 따르는 것[9]을 말하고, “역량”은 행동을 가능
하게 하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수단을 동원하여 삶을 
편안하게 하는 능력[9]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윤리역
량”은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효과 으로 수행

하기 한 지식, 능력과 동기를 가진 것으로 선하다고 여
겨지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직결되는 능력[9]을 의미한다.

3.3.2 문헌에서의 개념사용

윤리역량은 경 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역에서 사

용되고 있으나 윤리역량에 한 학자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6,7](Table 1). 윤리역량에 해 Lee와 Moon 
[4]은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
단  는 문화  역량의 통합으로 정의하 으며, 
Friedrich 등[10]은 주어진 문제에 한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윤리  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일 성을 가지고 단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한 Solum 등[11]은 환자에게 최고 수 의 이익을 제

공하기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느낌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좋은 향 는 나쁜 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반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으며, 
Asahara, Kobayashi와 Ono [12]는 윤리  갈등상황을 

인식하거나, 행동을 단하고, 환자에게 최고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 다. Poikkeus, Leino-kilpi와 Katajusto [13]는 윤리
역량이 지식, 기술,  단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윤리역량은 체로 일반 이지만, 각 개인이 처
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문 인 행동의 바탕

이 된다고 하 다. 한 Asahara 등[12]는 윤리역량을 
간호사가 극 으로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으로 정의하 으며, 환자간호의 질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Cannaerts, Gastmans와 Casterle [14]
는 윤리역량을 윤리  인식, 윤리  반성, 윤리  행동의 

연속성으로 보았으며, Gopee [15]는 개인이 윤리  상황

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 직면하여 분석하고, 책임감을 느
끼며, 직업윤리강령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능력
이 윤리역량이라고 하 다. Schaefer와 Junges [16]는 윤
리역량이 윤리  요구를 비 이고 반성 이며, 해결
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하 으며, Sporrong 등

[17]은 윤리역량을 윤리 인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어떠

한 제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 으로 사고하고 행동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 다. Ma [18]는 윤리
역량을 타인에 한 이타 인 행동과 논리 이고, 일
되며, 발 된 수 에서 윤리  문제를 단할 수 있는 능

력으로 보았다.

Table 1. Definitions of ethic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in literature review

Author(year) Definition

Lee & Moon (2012)
Ethical competence is the integration of not only 
individual competence but also the groups and 
cultural capacities of individuals.

Friedrich, 
Hemmerling, 
Kuehlmeyer, 

Nortemann, Fischer 
& Marckmann (2017)

Ethical competence is the degree to which a person 
judges other people’s arguments consistently based 
on their own moral points of view, rather than based 
on agreement with their opinions on a given issue.

Solum, Maluwa, 
Tveit & Severinsson 

(2016)

Ethical competence is person’s ability to recognize 
how his or her feelings influence what is good and 
bad in particular situations and to reflect on them, in 
order to make decisions and provide the highest level 
of benefit for the patient.

Asahara, Kobayashi 
& Ono (2015)

Ethical competence is the ability or capacities to 
perceive or recognize ethical situations, to judge 
action, and to act in ways that bring about the 
optimal good for their subjects.

Poikkeus, Leino-kilpi 
& Katajusto (2014)

Ethical competence is possessing knowledge, skill 
and judgement relating to a range of skills and 
personal attributes and attitudes. Although 
requirements are common, they vary according to the 
work roles and contexts. Overall ethical competence 
is a foundation for professional behaviour.

Asahara, Ono, 
Kobayashi & Omori 

(2013)

Ethical competence is the ability of nurses to deal 
with ethical issues in their proactive, and it 
influences the quality of their care directly.

Cannaerts, Gastmans 
& Casterle (2014)

Ethical competence is the possession of ethical 
knowledge next to the ability to ‘‘see’’ what a 
situation presents (ethical perception); to reflect 
critically about what nurses know, are, and do 
(ethical reflection); to bring out the ethical practice 
(ethical behavior); and to ‘‘be’’ ethical.

Gopee (2008)

Ethical competence is a psychological skill that 
comprises the ability of an individual to recognize, 
confront and analyse ethical situations, realize 
responsibilities, and act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profession’s code of ethics.

Schaefer & Junges 
(2014)

Ethical competence is dealing with the ethical 
demand in a critical, reflective and resolutive manner.

Sporrong, Arnetz, 
Hansson, 

Westerholm, & 
Hoglund (2007)

Ethical competence is the ability of a person, who 
confronts a moral problem, to think and act in a way 
that is not constrained by moral fixations or 
automatic reactions.

Ma (2012)

Ethical competence is the affective orientation to 
perform altruistic behaviors towards others and the 
ability to judge moral issues logically, consistently, 
and at an advanced level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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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Attributes Antecedents Consequences

Lee & Moon (2012)

Sociability and relationship orientation
Self-management and leadership
Eternal citizenship
Pursuing universal values and the public good
A sense of justice and principle
Trust and responsibility
Execution power and willingness to practice

Individual under situation
Experience of conflict 
situation

Practice

Friedrich, Hemmerling, 
Kuehlmeyer, Nortemann, 
Fischer & Marckmann 

(2017)

Reflective thinking
Critical thinking Willingness to practice Ethical education Patient safety

Rights of patient

Solum, Maluwa, Tveit & 
Severinsson (2016)

Knowledge
Skill
Attitude

Motivation
Behavior
Judgement

Self-
  understanding

Self-reflection
Experience of conflict 
situation

Professionalism

Asahara, Kobayashi & Ono 
(2015)

Judgement based on the values of community members
Strong will to face difficult situation
Cooperating with relevant people or organizations

Experience of conflict 
situation

Poikkeus, Leino-kilpi & 
Katajusto (2014)

Knowledge
Reflection
Leader’s key role

Positive feedback
Stress
Health problem
Quality of care
Moral distress
Job satisfaction

Asahara, Ono, Kobayashi & 
Omori (2013)

Arranging the caring situation to bring optimal benefit
Strong will to face difficult situations
Judgement based on the values as a nurse
Judgement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organization or 
outsider recognition of a discrepancy of intention

Ethical education Quality of care

Cannaerts, Gastmans & 
Casterle (2014)

Reflective skill
Analytic skill Safe learning environment Behavior

Gopee (2008) Goodness and rightness
Justice and fairness

The value of life
Truth telling and honesty
Individual freedom

Mentor’s leadership
Student’s responsibility Patient safety

Schaefer & Junges (2014) Action focused on ethics
Professionalism

Personal value
Ethical education
Practice

Quality of care

Sporrong, Arnetz, Hansson, 
Westerholm & Hoglund 

(2007)

Discerning situation
Realizing responsibilities

Understanding
Awareness
Reflection

Management involvement
Support

Moral distress
Performance feedback

Ma (2012) Justice judgement
Altruistic behavior

Parental authority
Frequency of delinquent 
behavior
Peer interaction

Psychologic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Social emotion development

Table 2. Antecedents, attributes and consequences of ethical competence in literature review

3.4 개념의 결정적 속성 확인

개념의 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개념분석의 핵심으로 

다양한 사용범 에서 도출되며 개념과 가장 하게 

련되어 있는 속성들을 제시하여 개념에 한 범 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8].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11
편의 문헌을 통해 개념의 속성을 분석하 다(Table 2). 
분석 결과,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미래의 간호사로서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고,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일
된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윤리  행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 환자간호의 질 향상
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개념의 
정의를 통해 도출된 윤리역량의 속성은 윤리  민감성

[12,13,17], 윤리  단력[11,12,14,15,18],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4,10-12,19], 윤리  행 의 실행력

[4,11,16]이었다.
첫째, 윤리  민감성은 윤리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윤리  차원을 정의하는 정도[12,13]를 말하며, 특정 
상황의 윤리 인 문제를 규명하고, 윤리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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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는 정도[17]이다.
두 번째 속성인 윤리  단력은 윤리  문제에 해 

윤리  원칙에 입각하여 일 되게 단할 수 있는 정도

[11,12,18]를 말하며, 선택 가능한 여러 안 에서 가
장 윤리 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11,14,15,18]을 포함
한다.
세 번째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는 윤리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윤리  행 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발

이고, 극 인 의지[4,11,16]를 말한다.
마지막 네 번째 윤리  행 의 실행력은 윤리  행

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즉,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
라 직  행동으로 표 하여 실천하는 것[12,14,15,18]이다.

3.5 개념의 모델사례

모델사례는 개념의 주요 속성을 모두 포함한 를 말

하며[8],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속성인 윤리  민감

성, 윤리  단력,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모델사례를 구

성하 다.

22세 학생간호사 K는 신생아실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도  신생아 A의 기 귀가 묵직한 것

을 발견하고,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기 귀를 교환해야 

함을 보고하 다. 보고를 받은 신생아실 간호사는 학생
간호사 K에게 기 귀 교환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그 시
간이 아니면 기 귀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 학
생간호사 K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이야기가 옳지 않다고 
단하 고, 신생아 A의 피부통합성을 해서 기 귀를 

즉시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학생간호사 K는 신생
아실 간호사에게 본인이 신생아 A의 기 귀를 교환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에 기 귀를 교환하 다.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K는 임상실습을 하는 에 
신생아실 간호사의 이야기가 비윤리 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고, 옳지 않다고 단하 으므로 윤리  민감성과 

윤리  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학생간
호사 K는 본인이 신생아 A의 기 귀를 교환해도 되는지

를 허락을 받았으므로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에 신생아 A의 기 귀를 직  교환

하 으므로 윤리  행 의 실행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개념의 부가사례 

3.6.1 유사사례

유사사례는 심개념의 속성이 부분 포함되어 있으

나 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를 말하며[8], 유사
사례를 통하여 실제 개념의 명확하고 요한 속성을 확

인할 수 있다.

22세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도  신생아실 간호사가 신생아 B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바로 침 에 눕히는 

것으로 찰하 다. 그 후 신생아 B가 구토를 한 것을  
발견하고, 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신생아 B가 구토했다는 
것을 보고하 다. 보고를 받은 신생아실 간호사는 학생
간호사 P에게 신생아 B는 구토를 한 것이 아니라, 입 안
에 남아있던 분유가 밖으로 흘러내린 것이라고 하 다.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 고, 신생아 B의 흡인을 방하기 해서 수유  
후에 반드시 트림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단하 다. 그
러나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단을 수용하
고, 임상실습 내내 신생아실 간호사처럼 신생아에게 분
유를 먹인 후에 트림을 시키지 않고, 바로 침 에 눕혔다.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P는 임상실습을 하는 에 
신생아실 간호사의 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

고, 잘못된 간호행 를 제공했다고 단하 으므로 윤리

 민감성과 윤리  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간호사 P는 신생아실 간호사의 비윤리 인 

단을 그 로 수용하고, 비윤리 인 그 행 를 모방하

여 실천했으므로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6.2 반대사례 

반 사례는 확실히 그 개념이 아닌 것에 한 사례를 

말한다[8].

학생간호사 L과 J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실습지인 신
생아실로 가는 이었다. 엘리베이터에 붙여있는 신생아
들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이 실습하고 있는 신생아와 그 

보호자에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방문객이 듣게 되었고, 그 방문
객은 수간호사에게 컴 인을 하 다. 수간호사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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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L과 J를 따로 불러 경솔한 행동을 꾸짖었고, 학
생간호사 L과 J는 자신들이 꾸짖음을 들은 이유를 모르
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 다.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L과 J는 임상실습  공개된 
장소에서 환자에 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 으므로 윤

리  민감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
가 비윤리  행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윤리

 단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 수간호사
에게 비윤리  행 에 해 꾸짖음을 들은 것에 해 억

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비윤리  행

를 지속할 가능성이 보인다. 따라서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을 가지지 않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3.6.3 관련사례

련사례는 분석 인 주요개념과 유사하지만 면 하

게 검토했을 때 다른 개념에 한 사례를 말하며[8], 개
념과 련이 되어 있지만, 개념의 속성을 포함하지 않는
다. 이러한 련사례를 통하여 개념의 필수 인 특징과 

그 지 않은 특징에 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학생간호사 H가 신생아 C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호자가 보고 왜 학생간호사가 자신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간호사가 다른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느
냐고 컴 인을 하 다. 학생간호사 H는 보호자가 크
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학생간호사의 간호행 가 윤리

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 다. 학생간호
사 H는 이러한 비윤리  행 를 윤리  행 로 변화시

키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학생간호사라는 신분 때문
에 지 은 어떤 것도 자율 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례에서 학생간호사 H는 보호자의 컴 인을 

듣고 나서야 윤리 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

문에 윤리  민감성  윤리  단력을 가지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으며, 윤리  행 실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

지만 학생간호사라는 신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

고 있으므로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실행력을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7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확인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이 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

수 인 조건들을 말하며, 결과는 개념의 발생 후에 나타
나는 사건이나 부수 인 조건들을 의미한다[8]. 본 연구
에서는 최종 선정된 11편의 문헌을 통해 개념의 선행요
인과 결과를 분석하 다(Table 2).

3.7.1 선행요인

문헌을 통해서 확인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선행

요인은 자기이해[11,13], 지지  환경[4,13-15,17,18], 윤
리  갈등 경험[4,11,19], 윤리교육 경험[10,12,16]으로 
나타났다(Figure 2).
첫 번째 충분한 자기이해는 개인의 성격  특성, 가치
  성장배경 등에 한 탐색을 의미한다[11,13]. 이러
한 탐색은 자기 자신을 심으로 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야 하며[11,13], 효과 인 자

기이해를 해서는 자신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13].
두 번째 지지  환경은 주변의 어떠한 제약이나 강압 

없이 독자 으로 윤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어려움 없이 표 할 수 있는 환경

을 의미하며[4,13-15,17,18],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해서는 이러한 열린 분 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세 번째 윤리  갈등에 직면했던 경험은 과거에 윤리

 문제를 직면했던 경험을 말하는데[4,11,19],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윤리  문제를 규명하고[17], 
가장 윤리 인 행동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개발

되고, 향상될 수 있다[12,14,15,18].
마지막 네 번째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은 간호사로서

의 윤리  권리와 책임에 한 교육을 받은 경험을 의미

하는데[10,12,16], 윤리교육은 비  사고를 진하여 

윤리  단력을 향상시킨다[16,20]. 이러한 윤리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윤리  가치 이 확립되어 

있는 수 에 따라 윤리교육 방식을 다양하게 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20].

3.7.2 결과확인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결과는 간호 문직 [10,12], 
간호직에 한 만족도[10,18], 환자안 [10,11,14,18,19]
으로 나타났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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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ual structure of ethic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첫 번째 간호 문직 은 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

사에 한 신념[10,12]을 의미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
역량 수 에 따라 간호 문직  정도가 달라진다[12].
두 번째 간호직에 한 만족도는 간호와 간호사에 

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 과 재 상황을 비교 평가한 

결과[10,18]를 말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수 에 

따라 간호직에 한 만족도 정도가 달라진다[10]. 
세 번째 환자안 은 의료오류와 해사건 발생의 가

능성을 최소화하여 환자가 험에 빠지지 않도록 방하는 
것[10,11,14,18,19]을 의미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수 에 따라 환자안  정도가 달라진다[4,10,11,17,19].

3.8 개념의 경험적 준거 확인

Walker와 Avant [8]는 부분의 경우 속성과 경험  

거가 같을 것이라고 하 으며, 경험  거는 그 개념

이 존재하는지를 실제 상에서 찾아볼 수 있고, 찰 가
능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시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속성인 윤리  민감성, 
윤리  단력,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과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경험  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학생간호사의 윤리  민감성을 찰하기 해서 

Lutzen, Evertzon과 Nordin [21]이 개발하고, Han, Kim
과 Ahn [22]이 한국 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가 가장 보

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학생간호사의 윤리  단력을 찰하기 해서 

Colby 등[23]이 개발한 Moral Judgement Interview 
(MJI), Kohlberg의 이론을 토 로 Lind [24]가 개발한 
Moral Judgment Test (MJT)와 Rest [25]가 개발한 
Defining Issues Test (DIT)가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논의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은 올바른 윤리  가치 의 확

립과 더불어 스스로 윤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

신감과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  하고자 하

는 의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다양한 역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윤리역량에 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일 되

지 않으며, 개념을 사용하는 학자마다 개념의 정의와 속
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사용해왔다[5-7]. 이러한 상
황에서 본 연구는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개념의 사용범

를 검하고, 속성  선행요인과 결과를 악하여 학
생간호사에게 있어서 윤리역량 개념에 한 통찰력을 제

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에 한 선행연구는 크게 윤리

역량의 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12,17]와 윤리역량이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연구[13,16]로 나  수 있다. 이
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

상시키기 한 재로 교육을 실시하 고, 교육의 방식
이나 교육이 시행되는 조직  분 기, 교육자의 특성에 
따라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수 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10,12,13,16,17]. Solum 등[12]은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권 인 학

습 분 기와 배움에 한 학생간호사의 기 감에 미치지 

못하는 임상실습 장이라고 하 으며, 구체 으로는 자

신의 실수나 지식부족이 드러날 것에 한 두려움과 병

원간호사들의 지 에 한 두려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임상실습 장에서 배운 지식의 차이 그리

고 임상실습 장에서 역할모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

라고 하 다. 이처럼 학생간호사에게 역할모델은 윤리역
량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하는데[17], 학생간호사는 임
상실습 장을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

에 임상실습 장에서 만나는 병원간호사의 행 를 모방

하는 배움의 방법을 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1,17]. 그러
나 Cannaerts, Gastmans와 Casterle [16]는 학생간호사
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이 윤리  행동을 

실천하는 데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교육이 학생간호사의 윤리  차원의 지식

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효과 이나, 지식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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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여 직  실천하는 것은  다른 동기부여가 필

요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13,16]. 이와 같은 동기부여 
요인으로는 개방된 분 기에서 시행되는 참여  교육

달방식이 있으며[16], 단순히 지식과 기술이 향상된다고 
해서 윤리역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간호

사의 윤리역량에만 을 맞춘 교육이 아닌 반 인 

성장과 발달에 을 둔 교육[13]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사회 이고 정책 인 근이 요구된다고 하 다

[13].
이와 같이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해

서는 다차원 간 균형 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통해 학생간호사의 윤리  민감성, 윤리  단

력,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

이 향상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학생간호사 스스로의 
충분한 자기이해와 학생간호사를 지원해  수 있는 지지

 환경, 과거에 윤리  갈등상황을 직면했던 경험  윤

리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으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 향상은 결과
으로 간호 문직 을 확립하고, 간호직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환자안 에 기여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을 이용한 학생간
호사의 윤리역량의 개념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된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의 개념은 윤리  민감성, 
윤리  단력, 윤리  행 에 한 실천의지, 윤리  행

의 실행력이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요인은 자기이
해, 지지  환경, 윤리  갈등 경험, 윤리교육 경험이었
으며, 결과는 간호 문직 , 간호직에 한 만족도, 환자
안 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 로 학생간호사의 특성을 

반 한 윤리역량의 속성이 잘 반 된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하며, 학생간호사의 윤리역량을 향상시키기 한 
략  효과 인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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