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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D 광역시 소재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으로 t-검정, ANOVA,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간호핵심역량의 평균 평점은 3.15점(±0.40) 이었고, 대상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이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았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

도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예측요인으로는 자기효능

감, 재난 관련 태도 및 학년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19.1%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

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하여 실질적이고 효과

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태도, 핵심역량, 재난간호, 간호대학생, 인식,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vergence influencing factors on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surveyed 187 nursing 

students in D city with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18.0 

program,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average mean score was 3.15(±0.40). Grad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in these subjects.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s and 

self-efficacy. The influencing factors on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were self-efficacy(β

=0.276), disaster attitudes(β=0.200) and grade(β=0.172).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9.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saster related curriculum and subjects that can 

improve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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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와 산업이 발전하고 환경의 다양화를 경험할수

록 일상생활 속에 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

난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를 

초과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일

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외부 자원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도 없는 대규모의 피해가 초래된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대

구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6

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국민

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위협을 겪고 있다. 또한 재

난 이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재난으

로 인한 피해는 점점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

원에서는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

을 준비하고 있다[3]. 

재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보건의료진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의료계에서

도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4].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Nursing, ICN)에서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함께 간호사에게 재난간호핵

심역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또한 간호사들에게 재

난간호핵심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5]. 최근 4주

기 간호인증평가 대비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간

호교육역량 중에서도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간호역

량을 포함하고 있다[6]. 재난 현장은 임상 현장과는 다

른 차원의 환경으로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조건

이므로, 보건의료인들이 재난 현장을 잘 극복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7]. 특히 

간호대학생 때부터의 적절한 재난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간호핵심역량을 미리 고취하는 것이 간호사의 재

난간호핵심역량 강화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간호교육 기관의 재난교육 현황을 살펴

보면, 2013년부터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안전 및 재난

간호’를 학습목표의 대분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도 재난관련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 모든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도서에 재난관리와 관

련된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8]. 실제로 학생들의 

재난간호 요구도를 살펴보면, 재난발생 시 기본적인 응

급처치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9], 지역

사회간호학 전공 도서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재난 현장

에서 필요한 재난간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핵심술기 관련 교육 내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

사를 대상으로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개발한 ‘재난간

호교육과정(80시간)’ 프로그램이 보수교육으로 운영되

고 있다. 운영 방법으로는 강의와 문제중심학습법(PBL)

을 토대로 조별 토론 및 발표, 재난환자 관리를 위한 도

상훈련, 고성능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연출한 재난상황 대응 모의종합 

훈련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하기에는 여전히 재난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10].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재난간호 현장에 바로 투입

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간호학 학사과정부터 재난 관련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6,8]. 또한 재난 관련 교육은 

학생들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8]. 이를 위

해서는 현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와 재

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들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간호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재난간호

핵심역량의 예측요인을 분석하여, 재난간호핵심역량의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인식, 재난 관

련 태도, 자기효능감 및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를 파악

하고,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D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 중 설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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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서명으로 동의한 2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자료수집 과

정 중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설문응답 시간은 평균 10∼15분 내외였으며, 자료

수집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

였다. 부적절한 응답자 13명을 제외한 총 187명을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효과크기 .15, 예측변수 9개 일 때 

166명이 최소 표본 수로 산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30일에서 12월 10일까지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재난인식

재난인식은 Woo, Yoo와 Park[11]이 개발한 도구

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재난으로 인한 피

해에 대한 걱정, 재난 발생 가능성, 재난교육의 중요성, 

재난 준비에 관한 인식, 재난 예방홍보에 대한 민감성 

인식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재

난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었다.   

2.3.2 재난 관련 태도

재난 관련 태도는 Park[1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재난에 대한 두려움, 재난대비의 필요

성 등 지각된 민감성, 재난의 위협과 위협의 정도 예측 

등 지각된 심각성, 재난대비의 유익성, 피해예방의 중요

성 등 지각된 유익성, 재난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전문가의 부재 등 지각된 장애성으로, 총 8문항으로 구

성되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 관련 태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1

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Chen, Gully와 Eden[13]이 개발하고 Kim[14]이 

번안하고 수정한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

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2.3.4 재난간호핵심역량

Noh[15]가 개발하고 Ahn과 Kim[16]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

호핵심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재난

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및 재난간호핵심

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의 차이는 t-tse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및 재난간호핵심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심역량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160명(85.6%)으로 남학생 27명(14.4%)보다 

많았고, 학년은 3학년 104명(55.6%), 4학년 83명

(44.4.0%) 이었다. 종교는 없는 군이 124명(66.3%), 대

상자가 자가보고한 학업성적은 중간 정도가 144명

(77.0%) 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군이 

109명(58.3%), 보통인 군이 78명(41.7%) 이었고, 재난

간호 참여의사는 있는 군이 149명(79.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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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차이는 

Table 1과 같이 학년(t=-2.603, p=.010)과 임상실습만

족도(t=2.441, p=.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2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 재난 간

호핵심역량 정도

대상자의 재난인식은 평균 평점 3.66점(±0.37), 재

난 관련 태도는 3.56점(±0.37), 자기효능감은 3.67점

(±0.49)이었고, 재난간호핵심역량은 3.15점(±0.40)으

로 나타났고, 다음 Table 2와 같다.

3.3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지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

(r=0.163, p=.026), 재난 관련 태도(r=0.262, p<.001) 

및 자기효능감(r=0.257, p<.001)과 유의한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

3.4 재난간호핵심역량 예측요인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 중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과 임상실습만족도 및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보고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명목척도로 측정한 학년과 임상

실습만족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Table 1.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7)

Table 2. Degree of the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and Major Variables (N=187)    

Variables Mean±SD
Average

Mean±SD
Minimun∼Maximun

Disaster perception 18.32±1.86 3.66±0.37 2.4∼4.8

Disaster attitudes 28.50±2.96 3.56±0.37 2.3∼4.5

Self-efficacy 29.36±3.96 3.67±0.49 2.4∼5.0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47.20±6.20 3.15±0.40 2.1∼4.2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to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N=187)

Variables
r(p)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ttitudes Self-efficacy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0.163(.026) 0.262(<.001) 0.257(<.0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187)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n %) Mean±SD t or F (p)

Gender
Female 160 (85.6) 47.19±6.25 -0.051(.960)

Male 27 (14.4) 47.25±6.04

Grade
3rd 104 (55.6) 46.16±5.91 -2.603(.010)

4th 83 (44.4) 48.50±6.35

Religion
Yes 63 (33.7) 47.46±5.69 0.403(.688)

No 124 (66.3) 47.07±6.47

Academic performance

High 21 (11.2) 46.85±7.05
0.318(.728)

Middle 144 (77.0) 47.38±6.29

Low 22 (11.8) 46.31±4.8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09 (58.3) 48.12±6.12 2.441(.016)

Dissatisfaction 78 (41.7) 45.91±6.13

Willingness to practice    

  disaster nursing

Yes 149 (79.9) 47.50±7.21 0.329(.742)

No 38 (20.3) 47.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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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Variables B S.E β t p Cum. R2* F (p)

Constant 17.016 5.196 3.275 .001

Self-efficacy 0.999 0.246 0.276 4.070 <.001 .101 20.878(<.001)

Disaster attitudes 0.391 0.153 0.200 2.976 .003 .153 16.648(<.001)

Grade** 2.145 0.835 0.172 2.569 .011 .191 14.378(<.001)

*  Cum. R2=Cumulative R2

**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분석 전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Durbin-Watson의 통계값을 살펴본 결과 1.896으

로 오차항들간 자기상관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를 검토하였다. 

상관관계는 r=-0.177∼0.262로 나타나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이었고, 공차한계는 0.914∼0.994로 0.1 이상이

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13∼1.094로 10보다 작아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예측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기효능감, 재난에 대한 태도 및 학년을 포함한 모형

은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대해 19.1% (F=14.378, 

p<.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핵

심역량의 차이를 보면, 3학년보다는 4학년이 그리고 임

상실습에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는 군에 비해 재난간

호핵심역량이 높았으며, Yang[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였다. Hong[17]의 연구에서도 3학년보다는 4학년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더 높았고, 국군간호사관생도를 대

상으로 한 Seo와 Suh[18]의 연구에서도 학년에 높을수

록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았다. 국군간호사관생도는 학

년별에 따라 이론교육을 거쳐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 

교육, 현장훈련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재난교육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재난 및 응급 관련 간호를 더 많이 학습하였고, 다양한 

실습을 통한 간호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재난간호역량

이 더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Kim[9]의 연구에

서는 학업성적(점수)이 우수할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높

을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이 높긴 했지만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인식은 3.66점, 재난 관련 태

도는 3.56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본 

연구대상자와 학년이 유사한 선행연구 중심으로 비교 

시 Yang[7]의 재난인식 4.07점와 Park[19]의 4.10점 

및 Song과 Kim[20]의 재난인식 3.74점, 재난 관련 태

도 3.70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지

역사회간호학 내에서 3시간 정도 재난간호를 학습할 

뿐 응급 또는 재난간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 결과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

인 것으로 사료된다. Lee와 Lee[10]의 연구에서는 병

원간호사를 대상으로 1일, 8시간의 재난 대응교육을 실

시한 후 재난지식과 재난 관련 태도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인식과 재난 

관련 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별도의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67점이었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Hong[17]의 연구에서는 3.70점으로 나

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조직구성원들의 성공적인 과업수

행에 대한 자신감,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고 이를 극

복할 수 있는 신념으로써 거침없는 업무 추진과 위기상

황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21]. 따라서 불확

실한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들에

게는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은 3.15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본 연구대상자와 학

년이 유사한 Song과 Kim[20]의 3.70점과 Seo와 

Suh[18]의 3.34점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

고, Hong[17]의 3.17점과는 유사한 점수를, 2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Song, Han과 Seo[2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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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점에 비해서는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재난간호 교육의 이수 여부[7,22]에 따라 차이를 보이

고, 각 연구대상자별 학년의 차이[17,22]에 따라서도 

재난간호핵심역량의 차이를 보여 향후 이러한 변수를  

고려한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WHO와 

ICN에서는 간호사는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5].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별 학습성과 역량 중에 ‘재난 및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인구집단 건강보호를 위해 대

비한다’는 역량이 포함되어 있어[6], 각 간호교육 기관

별로 이러한 재난간호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

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다[4]. 간호대학

생이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임을 알 수 있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 피해의 최

소화와 재난발생의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Hong[23]은 재난교

육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재난교육과 관련된 1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10편의 논문에서 재난교육 후 재

난관리역량, 재난지식, 재난간호자신감 등의 영역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재난간호핵심역량

의 향상을 위해서는 재난간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난간호 교육시 다학제간 교육방법

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전문가들 간

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학문과 직종에 대

해 학습하고 이해하며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협력 기

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17,23]. 향후 재난

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이를 운영

할 수 있는 교수법 등을 고려할 때에도 교육 이수 후 

바로 재난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

고 효율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과 재

난 관련 태도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

를 보였고, 재난인식과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 재난간호핵심역량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도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인식

[7,17,20],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재난 관련 태도[20], 재

난간호핵심역량과 자기효능감[17]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Lee[10]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의 재난간호

수행능력은 재난인식과 재난 관련 태도와 유의한 정적

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재난간호핵심역량을 함

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인식과 재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재난 관련 태도를 함양하고,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서 언제 어디서든 재난간호핵심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재난간

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자기효능

감, 재난 관련 태도, 학년으로 나타났고, 주요 예측요인

은 자기효능감이었다. Yang[7]의 연구에서는 재난준비

도, 학년, 임상실습만족도, 자아탄력성 및 재난교육경험

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고, 

Hong[17]은 학년, 자기효능감, 재난준비도, 응급실 실

습경험 순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1]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 준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재난

간호 자신감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자신감은 재난 상황

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을 통해 증진된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학년이 높을수록 

재난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고, 또한 다

양한 부서의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것이 재난간호핵심

역량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생 스스로

가 자신의 재난간호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을 가지고 있다면 재난현장에서 재난간호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재난간호핵심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1,17]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

기효능감은 재난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직무 수행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원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24], 재난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

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25]. 이를 토대로 간호대

학생은 재난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학생

들의 성공경험은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17]. 따라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재난간호핵

심역량 수행을 통한 반복적인 성공경험을 축적할 필요

가 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과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자기효

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도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재난간호 교육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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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도 강화한다면, 재난간호핵

심역량 함양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잠

재적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재난간호핵

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교

과목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재난 관련 태도를 

강화하고 재난간호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고취시

킬 수 있는 융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표

본추출 하였으므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다만,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재난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개발시에 

기초자료롤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정도를 

알아보고, 재난간호핵심역량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

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군이 재난간호핵심역

량이 높았다. 재난간호핵심역량은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대상자의 재난간호핵심역량 예측요인으로는 자

기효능감, 재난 관련 태도 및 학년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변수들은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19.1%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

한 예측요인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인식, 재난 관련 태도 및 자기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개발하

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재난 관련 자기효능감을 강화하

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간호대학

생과 간호사들의 재난간호핵심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각 대상자별 재난간호핵심역량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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