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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최숙희*, 변은경**

Sook Hee Choi*, Eun Kyung Byu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83±.62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118, p=.037), 삶의 성취감(F=3.851, p=.02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r=.153, p=.028), 비판적 사고성향(r=.477, p<.001), 전문직 자아개념(r=.566,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β

=.254, p<.001), 전문직 자아개념(β=.418,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5.1%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

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o control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05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was 3.83±.6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with respect to 
gender(t=2.118, p=.037), achivement of life(F=3.851, p=.023).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and ethical value(r=.153, p=.02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477, p<.001),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r=.566,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the 
study subjects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β=.254, p<.001), professional self concept(β=.418,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5.1%. Through this research requires the fellow study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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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과학으로 간호

학 교육은 간호에 대한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서적으

로 안정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는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1]. 또한 간호는 대상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간호사가 어떤 가치기준

에 근거하여 간호실무를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2].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과학적

인 전문지식과 실무역량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 윤

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중

요한 일이다[3].

간호사들은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임상현장에

서 합리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옹호자로서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과

함께 윤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의

사결정이 필요하다[4].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

는 간호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준비하

는 간호대학생도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 노출되면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5]. 이러한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은 간호대학생에

게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때부터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

는 의사결정 능력과 윤리에 대한 의식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6].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인식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며, 스스로 내린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7]이라 하고, 간호대학생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 문

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이다[8]. 비판적 사고성

향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해결

을 가능하게 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

시 되고 있다[9].

간호는 인간의건강을 다루는전문직이므로 다른어떤

직업보다도 윤리적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며[10], 간호

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의사결정은 타인의 삶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간호학생 시기의 윤리적

가치관은 졸업 후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윤리 교육을 대학에서부터 실무

와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12].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간호윤

리 학습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윤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간호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전문적 자아개념을 함양하기 위

해서도 요구된다[13]. 간호사가 간호현장에서 자신의 역

할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문직 자아개념

이 낮아지게 된다.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13] 이를 통

해 간호사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간호상황에서 윤리

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확인되어[14] 윤리적 의사결정이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의 하나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면 다

양한 윤리적 상황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다. Bang[15]의 연구에서도 윤리교육은 간호전문직 자

아개념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

신감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문직 자아개념

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

는 것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전문직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6][14][15][16] 윤

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실습이 이루어

진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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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의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과의 동의를 얻어 연구목적, 설문 내용 및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1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7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6월

1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30

부를 배부하여 212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7

부를 제외한 20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

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YUIRB-202008-HR-078-02)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

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

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도구

1)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는 Schlenker와 Forsyth[18]에

의해 개발된 윤리적 개념 척도(EPQ: 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Park[19]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Schlenker와 Forsyth[18]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2) 비판적 사고성향

Yoon[20]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

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하위영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20]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는 .84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3) 전문직 자아개념

Arthur[21]가 개발한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Sohng와 Noh[22]가 번안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

록 수정한 Seo[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

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

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Seo[23]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4)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Sulmasy 등[24]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elf-efficacy) Scale(PECS)를 Laabs[25]가 수정·보완

하고, Kim[2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aabs[25]의 도구개발당시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8로 나타

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윤리적 가치관, 비판

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

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

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가치관, 비판

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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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160명(78.0%)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균 24.28세였고,

‘23-24세’가 80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3학

년’ 116명(56.6%), ‘4학년’ 89명(43.4%)으로 나타났다. 종

교는 ‘없음’ 103명(50.2%), ‘있음’ 102명(49.8%)으로 나타

났고, 건강상태는 ‘좋음’이 103명(50.2%)이 가장 많았다.

학과 만족도는 ‘중’이 119명(58.1%), 삶의 성취감은 ‘중’

95명(46.3%)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3.80±.46점, 비판적 사고성

향 3.77±.44점, 전문직 자아개념 2.95±.39점, 윤리적 의

사결정 자신감 3.83±.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

의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118, p=.037), 삶의

성취감(F=3.851, p=.02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한 결과 삶의 성취감은 ‘하’ 보다 ‘상’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

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의 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r=.153,

p=.028), 비판적 사고성향(r=.477, p<.001), 전문직 자아

개념(r=.566,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윤리적 가치관은 비판적 사고성향(r=.319, p<.001),

전문직 자아개념(r=.174, p=.013)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문직 자아개념(r=.527,

p<.001)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160
45

78.0
22.0

Age
(year)

21-22
23-24
25

66
80
59

32.2
39.0
28.8

M±SD 24.28±3.30

Grade
3rd
4th

116
89

56.6
43.4

Religion
No
Yes

103
102

50.2
49.8

Health state
Good
Moderate
Not good

103
90
12

50.2
43.9
5.9

Satisfaction of
major

High
Middle
Low

73
119
13

35.6
58.1
6.3

Achievement of
life

High
Middle
Low

82
95
28

40.0
46.3
13.7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rs(N=205)

Variable M±SD Min Max

Ethical value 3.80±.46 2.80 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77±.44 2.37 5.00

표 2.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
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thical valu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205)

Professional self
concept

2.95±.39 2.05 4.00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3.83±.62 2.00 5.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Male

3.87±.64
3.68±.51

2.118
(.037)

Age
(year)

21-22
23-24
25

3.87±.67
3.85±.59
3.77±.61

.441
(.644)

Grade
3rd
4th

3.85±.64
3.81±.59

.441
(.660)

Religion
No
Yes

3.81±.64
3.86±.59

-.534
(.594)

Health state
Good
Moderate
Not good

3.88±.66
3.80±.56
3.70±.66

.627
(.535)

Satisfaction of
major

High
Middle
Low

3.96±.59
3.77±.62
3.72±.65

2.471
(.087)

Achievement of
life

Higha

Middleb

Lowc

3.95±.60
3.80±.61
3.59±.63

3.851
(.023)
a>c

표3.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윤리적의사결정자신감의차이
Table 3. Difference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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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윤

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일

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과 삶의 성

취감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

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

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

였을 때 공차한계는 .632-.96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

산팽창인자(VIF)는 1.042-1.582로 10보다 낮아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랑이 2.163로 2에 가까워 잔차

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

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F=23.060,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

은 .351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35.1% 설명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β=.254, p<.001), 전문

직 자아개념(β=.418, p<.001)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82±0.6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6]의 연구에서 3.54점, Kim과

kim[16]의 연구에서 3.57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았

다. Lim[6], Kim과 kim[16]의 연구대상자가 1, 2, 3, 4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

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

다. 실습이 이루어진 3, 4학년은 단순히 윤리철학이나

간호윤리 등 이론적인 학습만이 아닌 실제 실습을 통

해 임상현장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을 경험함

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표 5.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N=20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627 .405 1.547 .123

Ethical value -1.562 .080 .000 .000 1.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5 .097 .254 3.653 <.001

Professional self concept .658 .112 .418 5.890 <.001

Gender .068 .086 .046 .796 .427

College life satisfaction† .025 .074 .020 .337 .736

R = .606 R² = .367 Adjuste R²=.351 F= 23.060 p<.001

†Dummy variable: College life satisfaction(High=1, Middle, Low=0)

표 4.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thical valu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N=205)

Characteristics
Ethical valu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r(p)

Ethical valu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19(<.001) 1

Professional self concept .174(.013) .527(<.001) 1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153(.028)) .477(<.001) .566(<.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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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에서는 성별, 삶의 성취감이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이는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6]와 성별, 학년, 종교, 임상실습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6]와도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에서는 여학생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았으나

Kim과 kim[1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4학년이 1학년보다, 임상실

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윤리적 의사결

정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16]는 본 연구 결과 임

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윤

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한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임상

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확

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

리적 가치관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27],

윤리적 의사결정과 비판적 사고가 정적상관관계를 나

타낸 연구 결과[6][27],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전문

직 자아개념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15]

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

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

직 자아개념으로 나타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비

판적 사고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

결과[6]와 유사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8]와는 차이를 보였다. 전

문직 자아개념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선행연구는 없으나 임상간호사

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

과 자율성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전문직 자아개

념과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9]를 통해 간호사의 윤리적 의

사결정 능력은 전문직 간호의 핵심으로 자율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30]. 또한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

가 강조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간호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31]

간호대학생의윤리적의사소통자신감의증진의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

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

한 교과목 학습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은 성별, 학년

별,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정적상관

관계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하

였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과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본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

게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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