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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and social support on intention to care for patients with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Methods: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social support, and
intention to care for patients with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9~20, 2019.
Participants were 200 nurse nurses working in national and public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4.0 program. Results: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β=.48, p<.001), control beliefs (β=-.26, p<.001), moral sensitivity (β=.23, p<.001), normative
beliefs (β=.17, p=.002), subjective norms (β=.17, p=.001), and attitude toward behavior (β=.10, p=.036) were a
significant predictor of the intention to care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dj. R2=.65). Conclusion: In
order to confidently carry out nursing activities for patients with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fficient education
on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must be provided and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and applied with simulation similar to those of actual care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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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혜 진 외

서

론

감염병 관련 간호분야에서도 간호전문직과 같은 새로운 개념
을 추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계획된 행위이론에 관한

1. 연구의 필요성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를 설명하는 변량의 27.9%,

2000년대 이후,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행위의도에 대해서는 31.5%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Respiratory Syndrome, SARS)를 시작으로 2009년 A형 인플루

지만 60~70%에 해당하는 변인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으

엔자 바이러스 H1N1 아형(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

므로[4] 계획된 행위이론을 확장하여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MERS),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virus Dis-

신종감염병의 발생이나 유행으로 특수한 재난 상황에 부딪

ease-2019) 등의 신종감염병(Emerging Infectious Disease,

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에 대한 긍정적 직업

EID)으로 우리나라는 2차, 3차 피해자 발생과 더불어 전 세계

관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신종감염병

적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수준

환자 간호수행 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스트레스에 영향

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점검하는 계기

을 미치고 이는 간호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5]. 또한 고위험

가 되었다.

병원체 감염 환자 간호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간호전문직 자

최근 발생한 COVID-19와 마찬가지로 MERS는 의료진의

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로 인해 지

감염 위험성이 높다. 실제 MERS 감염 의심 환자 간호에 직접

각된 통제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호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참여한 간호사 중 22.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고

때[6], 간호전문직관은 행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27.8%는 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는 등 MERS 확진

있을 것이다. 하지만 Lee와 Kang [3]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

환자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으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이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

며 오히려 간호의도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위에 대한 태도에

호는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과 감염 위험에 대한 두려움, 심리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포함하

적 ․ 신체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

여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 및 임상현장에서 신종감염병

인 변수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의 간호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도덕적 민감성은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접근

을 파악하여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

하기 위하여 최근 간호학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다. 도덕

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2015년 MERS 대유행 이후

적 민감성은 특정한 상황들에 대하여 도덕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에 일차 방어

능력이며, 타인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덕적 상

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 영향

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요인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다[7].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꼭 필

신종감염병이 언제라도 반복적인 대유행으로 될 우려가 있

요한 핵심요소로 윤리적인 간호행위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

는 만큼,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

야 하는 필수조건이며,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얽혀있는 임상에

다. Ajzen [2]에 따르면 행위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서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적 갈등 해결 및 최선의 간호

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평가로 정의되는 행위에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8].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

대한 태도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이 느끼는 사회

성은 생명의료윤리 인식[9]과 인간중심 돌봄[10]에 유의한 영

적 압력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규범, 특정한 행위를 수행함에 있

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도덕적 민감성은 간호사에

어 용이함과 어려움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되는 지각된 행위 통

게 내재된 주관적인 규범으로써 작용하여 간호의도에 중요한

제이다.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은 인간의 행위는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결

한편 간호의도 및 행위에 대한 예측은 가족, 친구, 동료, 상

정되는 것[2]으로 보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계획된 행

사, 이웃 등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이면서

위이론만으로는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을 인식하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하거나 또는 완충 할 수 있는 속성을 가

고 TPB에 다른 개념을 투입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종

진 사회적 지지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간호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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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회적 지지에 의해 개인의 심리적인 안녕이 증가되고 이는 간호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여 조직에 대한 몰입이 증가 될 수 있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한다.

다[11]. 또한 간호현장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업무 스트
레스는 낮아지고[12], 역할갈등과 적응력의 압박을 줄여주어

연구방법

간호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에 개인적 요인인 간호전문직관과 도덕적 민감성과 더

1. 연구설계

불어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 또한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
자 간호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Figure 1).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국 ․ 공립병원 간호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확장하여 간호전문직

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핵심요인, 간호

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가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

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가 신종감염병 환자 간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

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환자 발생시 일차 방어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직접적인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

2. 연구대상

자 간호의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국 ․ 공립병원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근
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이다. 선정기준은 전국 4개 국 ․ 공

2. 연구목적

립병원에 근무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이며 제외기준은 근무기간 3개월

본 연구는 국 ․ 공립병원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

미만이면서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간호사이다. 대상자 수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환자 간

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임상간호

호의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

사의 고위험 병원체 감염 환자 간호의도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

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6]에 근거하여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신종감

수준 .05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14개로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핵심요인,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194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탈락률 약 10%를 고려하여 215

민감성, 사회적 지지, 간호의도 정도를 파악한다.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미흡한 15부를 제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

하고 200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신종

3. 연구도구

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핵심요인, 간호전문직관, 도덕
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와 간호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기본간호학회지 28(1), 2021년 2월

1)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
본 연구에서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는 Yoo 등[14]이
https://doi.org/10.7739/jkafn.2021.2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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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행위이론을 근거로 하여 개발한 SARS 환자 간호의도

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

예측 도구를 바탕으로 Lee와 Kang [3]이 신종감염병 상황에

실무의 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의 5개 영역, 총 29문

맞추어 수정 ․ 보완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승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

(-3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

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Yeun 등[15]의 도구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가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2였으며 하위영역의 신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Kang [3]의 연구에서는 .88이었

뢰도는 전문직 자아개념 .86, 사회적 인식 .81, 간호의 전문성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다.

.71, 간호실무의 역할 .71, 간호의 독자성 .53이었다.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는 .91이었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전

2)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본 연구에서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대한 신념요인

문직 자아개념 .82, 사회적 인식 .84, 간호의 전문성 .75, 간호실
무의 역할 .71, 간호의 독자성 .77이었다.

은 Yoo 등[14]이 계획된 행위이론을 근거로 하여 개발한 SARS
환자 간호의도 예측 도구를 바탕으로 Lee와 Kang [3]이 신종

5) 도덕적 민감성

감염병 상황에 맞추어 수정 ․ 보완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

본 연구에서의 도덕적 민감성은 Lützén, Evertzon과 Nordin

증한 도구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행위신념 18

[16]의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를 Han 등

문항, 규범신념 8문항, 통제신념 10문항의 3개 영역, 총 36문

[17]이 번안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도덕적 민감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3점)’에서,

성(K-MSQ) 도구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환자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

중심 간호 5문항, 전문적 책임 7문항, 갈등 5문항, 도덕적 의미 5

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신념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선행 5문항의 5개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Yoo 등[14]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모두

문항은 ‘절대로 동의 안함’ 1점에서 ‘완전히 동의함’ 7점까지

.85였으며 Lee와 Kang [3]의 연구에서는 .77~.83이었다. 본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연구에서 Cronbach’s ⍺는 .76~.85였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 등[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3)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핵심요인
본 연구에서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대한 핵심요인

환자중심 간호 .76, 전문적 책임 .67, 갈등 .69, 도덕적 의미 .76,
선행 .70이었다.

은 Yoo 등[14]이 계획된 행위이론을 근거로 하여 개발한 SARS
환자 간호의도 예측 도구를 바탕으로 Lee와 Kang [3]이 신종감

6) 사회적 지지

염병 상황에 맞추어 수정 ․ 보완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Lee와 Cho [18]가 개발한 도

구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핵심요인인 행위에 대

구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상사의 지지 7문항,

한 태도 3문항, 주관적 규범 2문항, 지각된 행위통제 2문항의 3

동료의 지지 6문항, 가족의 지지 7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개 영역,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

(-3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

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핵심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

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o [18]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한다. Yoo 등[14]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문

Cronbach’s ⍺는 상사의 지지 .91, 동료의 지지의 .91, 가족의

항수를 고려하여 산출하지 않았으며 Lee와 Kang [3]의 연구에

지지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1이었으며 상

서는 행위에 대한 태도의 Cronbach’s ⍺는 .72였다. 본 연구에

사의 지지 .90, 동료의 지지 .88, 가족의 지지 .89였다.

서 행위에 대한 태도의 Cronbach’s ⍺는 .75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4)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은 Yeun, Kwon과 Ahn [15]이

본 연구는 대전시에 소재한 건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

개발한 도구를 승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

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IRB

14

https://doi.org/10.7739/jkafn.2021.28.1.11

기본간호학회지 28(1), 2021년 2월

국 ․ 공립병원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o. KYU-2019-210-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

지각된 행위통제 -0.17±1.26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

은 2019년 4월 9일부터 2019년 4월 20일까지였다. 대전광역시,

관은 5점 만점 중 3.46±0.48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간호의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전국 4개 국 ․

전문성 3.71±0.46점, 사회적 인식 3.48±0.50점, 전문직 자아

공립병원의 간호실장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설문내용에 대해

개념 3.33±0.51점, 간호의 독자성 3.24±0.76점, 간호실무 역

설명하고, 연구참여 중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할 3.05±0.56점 순이었다.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 중 4.81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고 동

±0.54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환자중심 간호 5.14±0.84점,

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병동별로 간호사수를 고려하여 8~15

전문적 책임 5.07±0.68점, 갈등 5.06±0.66점, 도덕적 의미 4.62

부씩 배부하였으며 불투명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해당 부서에

±0.69점, 선행 4.22±0.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서 보관하고 배부 1주일 후 각 병원의 간호실장의 협조를 얻어

5점 만점 중 3.98±0.45점이었으며, 하위영역으로 가족의 지지

전수 회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

4.06±0.62점, 동료의 지지 3.99±0.52점, 상사의 지지 3.90±

을 제공하였다.

0.57점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는 -3점에
서 +3점까지 범위에서 0.17±1.23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5. 자료분석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

의도의 차이

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

요인, 핵심요인,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

의도의 차이는 직위, 최종학력, 근무부서, 근무 중 일상적 환자

지 및 간호의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

접촉이 있는 경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직위(t=-2.70, p =.007)에서 책임간호사 이상(0.70±0.41)이 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의

반간호사(0.07±1.17)보다, 최종학력(F=5.33, p =.006)에서 석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Scheffé

사 이상(0.75±1.35)이 학사(0.02±1.20)보다 신종감염병 환자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간호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부서(F=8.79, p <.001)는 기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핵심요

타 진료지원부서(1.38±0.93)가 병동(0.08±1.12), 외래(-0.25±

인,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와 신종감염

1.42), 특수부서(-0.05±1.30)보다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가

병 환자 간호의도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유의하게 높았다(t=-4.28, p <.001)(Table 2).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3.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핵심요인,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

을 이용하였다.

와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의 상관관계

연구결과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와 신념요인인 행위신념(r=.18,
p =.009), 규범신념(r=.58, p<.001)은 양의 상관관계, 통제신

1.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념은 음의 상관관계(r=-.16, p =.02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핵심요인,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

며, 핵심요인인 행위에 대한 태도(r=.40, p <.001), 주관적 규범

및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의 정도

(r=.43, p<.001), 지각된 행위통제(r=.72, p<.001)는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

본 연구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념요인은 -3점

는 간호전문직관(r=.35, p<.001), 도덕적 민감성(r=.33, p<

에서 +3점까지 범위에서 통제신념 1.08±0.72점, 행위신념 0.57

.001), 사회적 지지(r=.21, p =.003)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0.65점, 규범신념 -0.20±0.94점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요인

으로 나타났다(Table 3).

은 행위에 대한 태도 1.05±1.06점, 주관적 규범 0.77±1.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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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Scores of Variables
Variables
Intention to care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N=200)
M±SD

Min

Max

Range

0.17±1.23

-0.91

2.78

-3~+3

Belief factor

Behavioral beliefs
Normative beliefs
Control belief

0.57±0.65
-0.20±0.94
1.08±0.72

-1.28
-2.88
-0.70

2.72
3.00
3.00

Core factor

Attitude
Subjective norms
Perceived behavior control

1.05±1.06
0.77±1.02
-0.17±1.26

-3.00
-1.50
-3.00

3.00
3.00
3.00

Nursing professionalism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Social awareness
Professionalism of nursing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Originality of nursing
Total

3.33±0.51
3.48±0.50
3.71±0.46
3.05±0.56
3.24±0.76
3.46±0.48

1.22
1.00
2.40
1.00
1.00
1.50

4.78
5.00
5.00
5.00
5.00
4.82

1~5

Moral sensitivity

Patient centered nursing
Professional responsibility
Conflict
Moral meaning
Beneficence
Total

5.14±0.84
5.07±0.68
5.06±0.66
4.62±0.69
4.22±0.65
4.81±0.54

1.00
2.57
3.40
2.20
1.60
3.15

7.00
7.00
7.00
7.00
7.00
7.00

1~7

Social support

Supervisor support
Colleague support
Family support
Total

3.90±0.57
3.99±0.52
4.06±0.62
3.98±0.45

2.14
2.33
1.86
2.85

5.00
5.00
5.00
5.00

1~5

4.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회귀분석 결과,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행위통제(β=.48, p<.001), 통제신념(β=-.26,
p <.001), 도덕적 민감성(β=.23, p <.001), 규범신념(β=.17, p=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002), 주관적 규범(β=.17, p =.001), 행위에 대한 태도(β=.10,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

p =.036)였다. 이들 변수는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65%

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직위, 최종학력, 근무부서, 근무 중

의 설명력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0.44, p<.001)

일상적 환자 접촉이 있는 경우와 신념요인인 통제신념, 행위신

(Table 4).

념, 규범신념과 핵심요인인 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위통제 및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

논

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

의

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으로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공공 의료기관인 국

구한 오차의 자기상관계수는 1.864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

․ 공립병원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신념요인,

관이 없으므로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되었다. 오차항의 등

핵심요인,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적 지지가 간호

분산성과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잔차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를

등분산이 확인되었고, 표준화 잔차 정규 P-P도표(probability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마련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plot) 상 정규분포를 보였다.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서술적 연구이다.

Factor, VIF)도 1.25에서 1.65로 10보다 작으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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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Nursing Intentions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Patient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00)
Intention to care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Woman
Man

Age (year)

＜25
25~29b
30~30c
d
≥40

Clinical career (year)

＜3
b
3~4
c
5~9
d
10~29
e
≥20

Position

n (%) or M±SD

M±SD

t or F (p)
Scheffé́

196 (98.0)
4 (2.0)

0.16±1.24
0.50±0.43

-0.55
(.586)

16 (8.0)
63 (31.5)
63 (31.5)
58 (29.0)
34.50±8.92

0.00±1.17
0.12±1.08
0.80±1.14
0.36±1.48

0.72
(.540)

32 (16.0)
25 (12.5)
52 (26.0)
68 (34.0)
23 (11.5)
11.36±8.79

0.04±0.98
0.41±1.11
0.04±1.07
0.12±1.40
0.51±1.45

0.94
(.442)

Staff nurse
Charge nurse

168 (84.0)
32 (16.0)

0.07±1.17
0.70±0.41

-2.70
(.007)

Educational level

Diplomaa
Bachelorb
Master or higherc

34 (17.0)
129 (64.5)
37 (18.5)

0.10±1.06
0.02±1.20
0.75±1.35

5.33
(.006)
b＜c

Work unit

General warda
Outpatient departmentb
Special departmentc
Othersd

120 (60.0)
8 (4.0)
51 (25.5)
21 (10.5)

0.08±1.12
-0.25±1.42
-0.05±1.30
1.38±0.93

8.79
(＜.001)
a,b,c＜d

Work pattern

3 Shifts
Day or Evening fixedb
Day onlyc

a

125 (62.5)
19 (9.5)
56 (28.0)

0.03±1.02
0.42±1.31
0.38±1.57

2.02
(.135)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00 (50.0)
100 (50.0)

0.20±1.07
0.13±1.38

0.42
(.675)

Number of children

0a
1b
c
≥2

119 (59.5)
29 (14.5)
52 (26.0)

0.10±1.12
0.41±1.28
0.18±1.44

0.75
(.472)

Routine patient contact during work

Yes
No

171 (85.5)
29 (14.5)

0.02±1.15
1.03±1.37

-4.28
(＜.001)

Education completion related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

Yes
No

90 (45.0)
110 (55.0)

0.18±1.22
0.15±1.25

0.15
(.878)

Supply of necessary goods, such a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Yes
No

164 (82.0)
36 (18.0)

0.23±1.24
0.06±1.40

1.63
(.198)

Experience with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care

Yes
No

5 (2.5)
195 (97.5)

0.40±0.83
0.16±1.24

0.43
(.669)

Types of EID that have been nurse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

a

5 (2.5)

시 치료결과에 대한 믿음과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해 주위

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신

의 의미 있는 타인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중간 정도

념은 1.08점으로 2015년 이전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료수집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데 방해

이 이루어진 연구[19]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통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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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Social Support and Intention to Care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N=200)
Belief factor
Variables

Core factor

1

2

3

4

5

6

r (p)

r (p)

r (p)

r (p)

r (p)

r (p)

7

8

9

10

r (p)

r (p)

r (p)

r (p)

1. Behavioral beliefs

1

2. Normative beliefs

.14
(.051)

1

.46
(＜.001)

-.00
(.976)

1

.20
(.005)

.36
(＜.001)

.09
(.196)

1

.28
.36
(＜.001) (＜.001)

.21
(.004)

.41
(＜.001)

.58
(＜.001)

-.06
(.412)

.33
.35
(＜.001) (＜.001)

7. Nursing professionalism

.26
.36
(＜.001) (＜.001)

.08
(.264)

.22
(.002)

.37
.37
(＜.001) (＜.001)

8. Moral sensitivity

.51
(＜.001)

.21
(.003)

.39
(＜.001)

.20
(.004)

.28
.25
.41
(＜.001) (＜.001) (＜.001)

9. Social support

.34
(＜.001)

.16
(.027)

.14
(.049)

.11
(.127)

.18
(.009)

.58
(＜.001)

-.16
(.028)

3. Control belief
4. Attitude
5. Subjective norms
6. Perceived behavior control

10. Intention to care

.22
(.002)

1
1

.15
(.035)

.24
(.001)

1
1

.38
.42
(＜.001) (＜.001)

.40
.43
.72
.35
.33
(＜.001) (＜.001) (＜.001) (＜.001)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Care for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atients
Variables

B

(Constant)

-0.22

Normative beliefs

β

1
.21
(.003)

1

(N=200)

t

p

-0.22

.826

VIF

0.23

.17

3.15

.002

1.62

-0.44

-.26

-5.06

＜.001

1.25

Attitude

0.12

.10

2.06

.036

1.30

Subjective norms

0.20

.17

3.27

.001

1.38

Perceived behavior control

0.47

.48

8.57

＜.001

1.65

Moral sensitivity

0.52

.23

4.10

＜.001

1.32

Control belief

2

2

R =.66, Adj. R =.65, F=40.44, p＜.001

념 중간정도 보다는 다소 높았다. 통제신념은 간호할 때 발생하

간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지각된 행위

는 긴장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통제는 평균 -0.17점이며, 이에 비해 주관적 규범과 행위에 대

[20], 2015년 MERS 유행 기간이 종료된 후 체계적인 관리 매뉴

한 태도는 각각 0.77점, 1.05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얼과 감염병 대응훈련이 통제신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

본 연구대상자는 신종감염병 환자의 간호행위 자체를 전반적

료된다.

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신종감염병 환자를 간호해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핵심요인 중 신종감염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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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행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46점으

제와 행위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3]와 유사하

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임상간호

다. 이는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가 신

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ang [3]의 연구에서 3.31점과 유사한

종감염병 환자 간호수행이 용이하거나 어렵다고 지각하여 방

결과이다. 이는 간호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요구

해 및 촉진요인에 대하여 스스로 조절하여 간호를 할 수 있다는

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된 4년제 간호교육의 일원화도 결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3]을 시사하고 있다.

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질병과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 교육훈련 기회부족, 감염

도덕적 민감성은 7점 만점에 평균 4.81점으로 중간 이상으

관리 물품 부족 등 지각된 행위통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은 신종

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ang

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21]의 연구결과 4.82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간호학생을

[5]. 하지만 간호사 스스로가 신종감염병에 대한 질병과 상황

대상으로 한 Yun 등[22]의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은 5.00점

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해요인을 해결한다면 지각된

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간호교육 과정에서

행위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관적 규범이 신종

간호윤리 교육 및 훈련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인플루엔자 환자 간호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19]를

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간호사가 되어서는 반복되는 간호업

지지한다. 즉 간호사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압력, 의미 있는 타

무와 소진되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됨으로써 도덕적 고뇌가 높

인의 기대감으로 인해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를 수행하므로, 감

아지고[23] 도덕적 고뇌와 상관관계가 있는 도덕적 민감성[21]

염병 유행 시기에 다양한 요인으로 유발될 수 있는 간호사의 역

이 저하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할갈등이나 책임감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중간 보다

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신종감염병 환자 간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가 가장 높았고 동료의 지

호의도는 핵심요인 중 지각된 행위통제가 양의 상관관계가 가

지, 상사의 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장 높았으며, 신념요인에서는 규범신념이 가장 높았다. 이는

상으로 한 연구결과[24]와 유사하다. 간호사들은 힘들 때 가족

Conner [26]의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으며, 대부분 상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간호의도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과와 Jeong 등[19]의 연구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간호의도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동료와 서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규범신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반복적인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 상황의

와 유사하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행위에 대해 간호사

발생을 고려하여 간호단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방

자신이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법과 전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는 -3점에서 +3

계획된 행위이론의 확장된 개념으로 도덕적 민감성 또한 신

점의 범위 중 평균 0.17점으로 나타나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를 측정한 Lee와 Kang [3]의 연구결

도덕적 정체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난 선

과 0.31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임상

행연구[27]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환자중심 간호에 대한 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병원체 감염 환자의 간호의도를

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용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파악한 연구에서 중간정도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6]. 그러

[22] 다양한 도덕적 ․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민감성은

나 임상간호사 대상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 간호의도를

도덕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일 가능성이 충분히

측정한 연구[25]에서 26.8%의 간호사만이 간호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 민감성은 또한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와 유의

있는 것을 볼 때, 신종감염병의 특성과 치사율, 치료제 여부 등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도덕적 판단과 선택의 원천

에 따라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유추

이 되는 요인인 도덕적 정체성이 고위험 병원체 감염 환자 간호

할 수 있다. 추후 반복적인 재난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연구결과[6]와 유사하다. 반

신종감염병의 특성별 간호의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면 신종감염병 분야에 있어 도덕적 민감성 개념이 아직은 연구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지각

가 활발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윤리와 유사한 맥락의

된 행위통제, 통제신념, 도덕적 민감성, 규범신념, 주관적 규범,

하나로 간주해본다면 간호대학생의 AIDS 환자 간호의도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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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신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던 연구[28]와는 상반된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주요 영향 요인이었던 선행연구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도덕적 ․ 윤리적 요인은 다

를 볼 때[5] 선행연구에서는 신종감염병의 정의를 MERS에 한

차원적인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정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MERS를 포함하여 8개의 신종감

도덕적 민감성을 확장한 도덕적 ․ 윤리적 요인과 신종감염병 환

염병으로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본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신

자 간호의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참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

한편, 간호전문직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와 양의 상

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가 간호전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인 COVID-19의 대유행의 시점에 국 ․

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3]와 고위험 병원체 감염

공립병원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를 설명하고 예

환자의 간호의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양의 상관관계를

측하기 위해 계획된 행위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보인 연구[6]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의도를 높일 수

데 의의가 있다.

있는 전략 요소로 긍정적 간호전문직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또한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와

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MERS의 유

론

행기간 동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간호사의 정신건강 상태

본 연구결과 국 ․ 공립병원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29]를 볼 때, 사회적 지

의도는 계획된 행위이론 중 행위신념, 규범신념, 통제신념, 행

지를 높이는 것은 정신건강 상태를 높여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

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모두와 유의한

의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되므로 사회적 지지와 신종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사회

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상태의 매개역할

적 지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행위통

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하지만 주어진 업무량이 과중

제, 규범신념, 도덕적 민감성, 주관적 규범, 행위에 대한 태도,

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

통제신념이 높을수록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가 높아지는

을 미치지 못하므로[30] 적정수준의 간호업무량과 충분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적자원 확보가 기본적으로되었을 때 사회적 지지는 신종감염

6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환

병 환자 간호의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호전

자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에 대한 핵심요

문직관과 사회적 지지가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와 상관관

인과 신념요인 모두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행위이론에 기반

계는 있었지만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하여 실제 신종감염병 환자를 간호하는 것과 유사한 시뮬레이

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

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도덕적 민감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간호

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임상에서의 다양한 윤리적 사례에 대한

전문직관이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라고 보고한 선행연구[3]

문제인식과 환자인권을 포함한 관련 간호윤리 및 생명의료윤

를 지지한다. 하지만, MERS 사태를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한 지

리 교육을 병행하는 프로그램[21,22]의 활용도 필요할 것으로

방의료원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에 간호전문직

사료된다.

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5]와 대학병원 간호사의 간

본 연구는 국 ․ 공립병원 중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4개 병원을

호전문직 자아개념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고위험 병원체 감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

염 환자 간호의도 점수가 0.46점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6]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전문직관과 사회적 지지

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추후 병원규모와 국가지정 입원치료

는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와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최종적

병원 등의 유형별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를 비교 분석함으

으로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를 예측하는 변수가 아니었으

로써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재검증이 필요하다. 신종감

므로 계획된 행위이론에 집중하여 신념요인, 핵심요인, 간호의

염병 환자 간호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

도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13]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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