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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최 의 치료와 보호, 자발  입원, 자유로

운 환경과 의사소통 등의 권리를 철 히 보장할 것을 기본이

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Jung, 2006).  사회 으로 험한 존재

라는 인식과 사회  차별과 편견 속에서 뜻밖의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2009). 이러한 정신질환의 특성상 정당한 

권리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워, 일반 사회생활이나 정신장애인 

시설 입·퇴원과 수용과정에서도 환자의 의사가 무시되기 쉽다

(Sugarman & Dickens, 2007). 따라서 이들의 치료와 재활과정

에서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고, 인권을 철 히 보장하기 

한 극 인 인권 논의가 필요하다(Ko, 2008; Padmavati, 2012).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 발생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

을 때 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향을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

리  과정이다(Moon et al., 2002; Song & Park, 2015). 한 

정신간호사는 정신장애인에 한 서비스와 치료환경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인권경험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Lee, 

2013). 즉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은 정신장애인이 일상 속에

서 겪는 1차 인 인권경험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이들을 

한 옹호활동에도 향을 미친다(Ju, Lee, & Kim, 2013).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이를 둘

러싼 사회의 가치 과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실천 문가의 가

치 에 따라 그 개념 자체가 크게 좌우되며, 이들의 가치 을 

악하는 것은 효과 인 사회복지 개입과 실천의 방향제시에 

요하다(Jeon, 2004). 그리고 사회복지실천에서 필요한 옹호

자의 역할은 기본 인 인권인식에 한 연구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Yang & Choi, 2006).  

옹호란 사회정의 실 을 해 사회의 개선과 변화를 기꺼

이 수용하면서 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가 활동이다

(Jeon, 2004). 옹호의 목 은 특정 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권리와 자격에 확실하게 근하도록 돕거나, 새로운 권

리를 확보하도록 돕는 실질  사회행동에 여하는 것이다

(Jeon, 2004). 이때 간호사는 상자의 권리와 보상의 수단과 

통로를 알아야 하며 상자를 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한 지식과 옹호활동에 가장 효과 인 략과 술을 습득

해야 한다(Schneider & Lester, 2001). 옹호활동을 하는 간호사

는 옹호자로 일하는데 따르는 험이나 모험의 존재여부, 

험에 항하는 수단과 옹호로 얻는 이득이 험을 무릅쓸 가

치가 있는지를 실 으로 사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신 련 

문가들이 상자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 상황을 인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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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서 기인한다(Sugarman & Dickens, 2007). 

2008년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

자, 종사자에 한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다(NHRCK, 2009). 

정신장애인 치료과정 에는 때때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제

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에 비하기 

해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Lee, 2013). 정신의료기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삶

의 질, 안 의 향상에 매우 요하며 이들의 인권의식에 한 

매 리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효과 인 것은 정

기 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Jung, 2006; Noh, 2016). 최근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16)는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장애인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한 정신보건법 24조 1, 2항

에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한편 이 강제입원 조항의 

악용을 막기 해 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한 법률이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극 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  합의가 반 된 것이다. 

한편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는 주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의 

험 요소를 확인하고 리, 감독하는데 그 역할이 국한되어 

있어 극 으로 권익을 옹호하는 측면은 미흡하다(Sugarman 

& Dickens, 2007). 한 간호학계에서의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개입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

라서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 문제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는 정신간호사와 앞으로 임상에서 근무하게 될 간호 학생

을 상으로 하여 두 그룹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의 계를 악하여, 정신간호 장에

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해결방안의 모색과 함께 정신간호사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시도하 다.  

연구 목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

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을 악하는 것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

호개입을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과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을 악한다.

∙ 상자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

호개입의 상 계를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

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을 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계를 악하기 한 상 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자료 수집

본 연구 상자는 S시 소재 1개 정신병원 간호사 100명, 1개 

종합병원 내 정신병동 간호사 13명과 일개 간호 학 4학년 

학생 100명 등 총 213명을 상으로 편의 표출하 다. 표본 

수 산정은 G*power 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 다. 유의수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20으로 하여 최소 상자수를 산출한 결과 191명이 결

정되었으며, 본 연구의 상자 수는 연구목 을 검증하는데 

정한 수의 상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이었다. 총 21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 수거된 설문지 206부 에서 불성실하

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후 총 199부의 자료를 최종 으로 

자료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자가 문항을 이해하고 설문

지를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  특성 9

문항, 인권감수성 5개 상황 15문항,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

태도 15문항, 옹호개입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나이, 성별, 학 , 결혼상태, 종교, 

근무지, 정신간호사의 근무경력, 인권감수성교육여부  횟수 

등 9개 문항이다.  

● 인권감수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9)에서 개

발한 “인권감수성” 척도에서 10개의 사례로 구성된 학생  

성인용 도구를 이용하 다. 세계 인권선언(총30문항)과 유네스

코 인권교육 내용분류표(총 26항목)를 기 으로 한국 상황에

서 의미가 있는 딜 마로 구성된 10개의 사례  간호사가 

비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윤리  결정상황이라고 생각되

는 것들로 범 를 좁  5개 사례를 선정하 다. 

선정된 5개 사례는 장애인학교, 감원 상, 가족회의,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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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진료자 명단공개에 한 인권감수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는 장애인 련 1개 사례 외에는 일반 인 사회생

활 련 사례로 구성하 다. 각 사례는 3개 역(I, II, III)으

로 나뉘고, 역별로 2개 문항씩 구성되어 총 6개 문항이었

다. Ⅰ번 역은 인권과 련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한 상황

지각, Ⅱ번 역은 그 상황과 련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향이 무엇인지를 측할 수 있는지에 한 결과지각, Ⅲ번 

역은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인

식하는지를 측정하는 책임지각을 측정한다. 

검사형식은 인권이 문제되는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사례를 

읽은 후 3개 역별로 제시한 2개 문항 즉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에 하여 요도를 평정

한다. 이때 인권감수성을 재는 문항에 한 평정이 인권감수

성과 련 없는 다른 가치를 재는 문항에 한 평정보다 큰 

경우에만 인권감수성 련문항에서 평가된 수를 부여하고 

그 반 의 경우에는 0 을 부여한다. 를 들어, 인권감수성 

문항에 ‘3  보통이다’를 선택하고, 비인권감수성 문항에 ‘5  

매우 요하다’를 평정했을 경우, 인권감수성문항에 한 평

정치가 비인권감수성 문항에 한 평정치 보다 작으므로 0

을 부여한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서 ‘  요하지 

않다(1 )’, ‘별로 요하지 않다(2 )’, ‘보통이다(3 )’, ‘ 체

로 요하다(4 )’, ‘매우 요하다(5 )’로 평정하 다. 수범

는 최  0 에서 최고 7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권감수성에 한 학생  성인

용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82이었다.

●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본 연구에서는 옹호를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

개입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 옹호태도: 옹호태도는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Neal (1965)이 개발한 ‘사회변화-안정지

향태도척도’를 Jeon (2004)이 번안하여 사용한 15문항을 그

로 사용하 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  Likert 

척도로 ‘  동의하지 않는다’ 1 부터 ‘매우 동의한다’ 5

까지이다.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사회변화에 한 태

도가 활발한 것이다. Jeon (2004)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8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75이었다.

∙ 옹호개입: 본 연구에서의 옹호개입이란 사회정의실천을 

해 사회변화를 수용하며 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가

의 개입활동이다(Jeon, 2004). Jeon (2004)이 기존의 문헌연

구를 통해 개발한 14개 문항을 그 로 이용하 다. 5  

Likert 척도로 ‘  동의하지 않는다’ 1 부터 ‘매우 동의

한다’ 5 까지이다.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옹호개입이 

활발한 것이다. Jeon (2004)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83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92이었다. 

윤리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IRB 승인 후 2017년 4월 10일부터 5

월 4일까지이었으며, 연구목 과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참여에 동의한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에게 본 연구자가 직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하여 

S 학의 생명의학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SSWUIRB 2017-012), 연구기간 동안 연구윤리지침을 

수하 다. 자료수집 에 간호부서에 허락을 받았으며, 설문

지 배부 시 연구 참여의 자발성, 정보의 비 보장과 설문도  

원하면 언제라도 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에 한 응답을 거

부하거나 응답  단하는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수

집된 자료는 연구목 으로만 사용하며, 상자의 익명성과 자

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 으며, 직  자기기입식으

로 응답하게 하 다. 

자료 분석

SPSS 22.0 Program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상자

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 인권감수성과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은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과 정신장

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은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 는 ANOVA로 차이를 검증하 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실시하 다. 상자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애인

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상자는 정신간호사 107명(53.8%)과 간호 학생 92명

(46.2%)이었다. 평균 나이는 33.75±12.89세로 21-59세까지 분

포하 다. 학 는 4학년 학생 46.2%, 졸 25.6%, 학원졸 

17.2%, 문 졸 6.5%, 박사과정 이상 4.5% 순이었다. 여성이 

부분이었고(96.5%), 미혼이 가장 많았다(61.8%). 근무경력은 

20-30년(19.6%)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근무경력은 9.9±12.00

년이고 그 범 는 0(재학생)부터 35년까지이었다. 인권감수성

교육여부는 55.3%가 받았으며, 교육 횟수는 1-5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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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9)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Range

Age (year)

≤25 86(43.2)

33.8±12.89 21-59
26-30 20(10.0)
31-40 28(14.1)
41-50 28(14.1)
>50 37(18.6)

Gender     
Male 7(3.5)
Female 192(96.5)

Education level

Nursing student 92(46.2)
College 13(6.5)
University 51(25.6)
Master 34(17.2)
≥Doctoral course 9(4.5)

Marital status 
Unmarried 123(61.8)
Married 71(35.7)
Widowed/Divorced/Others 5(2.5)

Religion

Christianity 69(34.7)
Buddhism 18(9.0)
Catholicism 36(18.1)
None & Others 76(38.2)

Current working place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s as a student nurse 92(46.3)
Psychiatry in general hospital 11(5.5)
Center of mental hospital 96(48.2)

Length of working as a 
nurse (years)

0-1 95(47.7)

9.9±12.00 0-35

1.1-5 10(5.0)
5.1-10 17(8.6)
10.1-20 26(13.1)
20.1-30 39(19.6)
>30 12(6.0)

Previous education of 
human rights

Yes 110(55.3)
No 89(44.7)

Number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0 89(44.7)
3.2±4.22 0-101-5 63(31.7)

6-10 47(23.6)

Position
Clinical nurse 107(53.8)
Student nurse 92(46.2)

6-10회 23.6%이었으며 평균 3.2±4.22회이고 그 범 는 0회에

서 10회까지로 나타났다(Table 1).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상자의 인권감수성에 한 체평균은 37.7±18.09 (0-75

)으로 정신간호사 35.5±19.56 , 간호 학생 40.3±15.75 이

었고, 총 문항평균은 2.5±1.20 으로 정신간호사 2.36±1.30 , 

간호 학생 2.68±1.05 이었다. 5개 사례  장애인 학교에 

한 인권감수성 체평균은 9.0±5.54 (0-15 )으로 정신간호

사 9.2±5.77 , 간호 학생 8.8±5.28 이었고, 총 문항평균은 

3.0±1.85 으로 정신간호사 3.1±1.92 , 간호 학생 2.9±1.76

이었다. 감원 상에 한 인권감수성 체평균은 6.8±5.48

(0-15 )으로 정신간호사 5.5±5.32 , 간호 학생 8.3±5.33 이

었고, 총 문항평균은 2.3±1.83 으로 정신간호사 1.8±1.77 , 

간호 학생 2.8±1.78 이었다. 가족회의에 한 인권감수성 

체평균은 9.8±5.16 (0-15 )으로 정신간호사 8.1±5.39 , 간호

학생 11.6±4.18 이었고, 총 문항평균은 3.2±1.72 으로 정

신간호사 2.7±1.80 , 간호 학생 3.9±1.39 이었다. 의사고민

에 한 인권감수성 체평균은 5.2±5.52 (0-15 )으로 정신

간호사 4.7±5.62 , 간호 학생 5.5±5.43 이었고, 총 문항평균

은 1.7±1.84 으로 정신간호사 1.6±1.87 , 간호 학생 1.8±1.81

이었다. 진료자 명단에 한 인권감수성 체평균은 7.0±6.12

(0-15 )으로 정신간호사 7.7±5.94 , 간호 학생 6.2±6.24

이었고, 총 문항평균은 2.3±2.04 으로 정신간호사 2.6±1.98 , 

간호 학생 2.1±2.08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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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egree of Human Right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 and Advocacy Intervention of Subjects   (N=199)

Variables Min Max

Total scores(Mean±SD) Mean Scores(Mean±SD)

Nurse

(n=107)

Nursing student

(n=92)
Total 

Nurse

(n=107)

Nursing student

(n=92)
Total 

Human right sensitivity 0 75 35.5±19.56 40.3±15.75 37.7±18.09 2.4±1.30 2.7±1.05 2.5±1.20
   School for disabled 0 15 9.2±5.77 8.8±5.28 9.0±5.54 3.1±1.92 2.9±1.76 3.0±1.85
   Reduce the staff 0 15 5.5±5.32 8.3±5.33 6.8±5.48 1.8±1.77 2.8±1.78 2.3±1.83
   Family meeting 0 15 8.1±5.39 11.6±4.18  9.8±5.16 2.7±1.80 3.9±1.39 3.2±1.72
   Doctor’s concern 0 15 4.7±5.62 5.5±5.43 5.2±5.52 1.6±1.87 1.8±1.81 1.7±1.84
   Doctor’s list 0 15 7.7±5.94 6.2±6.24 7.0±6.12 2.6±1.98 2.1±2.08 2.3±2.04
Advocacy Attitude    43 67 55.5±5.55 51.6±5.08  53.7±5.67 3.7±0.37 3.7±0.34 3.6±0.38
Advocacy Intervention 20 66 47.8±7.77 46.8±6.19 47.4±7.08 3.4±0.56 3.4±0.56 3.4±0.58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의 체 평균은 53.7±5.67

(43-67 )으로 정신간호사 55.5±5.55 , 간호 학생 51.6±5.08

이었고, 총 문항평균은 3.6±0.38 으로 정신간호사 3.7±0.37

, 간호 학생 3.7±0.34 이었다. 옹호개입에 한 체평균

은 47.4±7.08 (20-66 )으로 정신간호사 47.8±7.77 , 간호

학생 46.8±6.19 이었고, 총 문항평균은 3.4±0.58 으로 정신

간호사 3.4±0.56 , 간호 학생 3.4±0.56 이었다(Table 2). 

일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의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학

(F=3.13, p=.016), 근무경력(F=2.30, p=.047)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으나 사후검정에서 학 , 근무경력 간의 차이가 없었

다(Table 3). 

일반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의 차이는 

나이(F=10.21, p<.001), 학 (F=9.84, p<.001), 결혼상태(F=9.56, 

p<.001), 근무지(F=13.58, p<.001), 근무경력(F=8.55, p<.001), 

인권감수성 교육여부(F=41.90, p<.001), 교육 횟수(F=14.84, 

p<.001), 지 (F=5.16,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사

후검정에서 25세 이하에서 41-50세와 51세 이상보다 정신장

애인에 한 옹호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생

이 학졸업자보다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가 낮았고, 미

혼이 결혼한 상자보다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가 낮았

다. 근무를 하지 않은 간호 학생이 20-30년 간호사보다 정신

장애인에 한 옹호태도가 낮았다(Table 4).  

일반  특성에 따른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개입의 차이는 

나이(F=4.86, p=.001), 근무경력(F=3.43, p=.005)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하 다. 사후검정에서 26-30세와 31-40세가 41-50세보

다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개입이 낮았다(Table 4). 

상자의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과의 계

상자의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

개입 간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인권감수성과 옹호태도

(r=.25, p=.020), 인권감수성과 옹호개입(r=.17, p=.015), 옹호태

도와 옹호개입(r=.44, p<.001) 간의 정 인 상 계가 있었다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

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의 계를 악하여 정신간

호 장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신

간호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시도하 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 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인권감수성 체평균은 35.3 으

로 Kim (2015)의 연구에서 정신간호사의 인권감수성 체평

균 39.3 보다 낮았다.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 문항평균은 

2.7 으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의 문항평균 2.9

(Park, 2013) 보다 조  낮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신간호사

는 사회복지사와 정신과 수련의에 비해 인권감수성이 낮았는

데(Jung, 2006), 이는 다른 직종보다 환자와 한 공간에서 부딪

치는 시간이 많고 병동 리 측면에서 체 환자의 안 리

를 우선하는 습 인 태도와 행동에서 래된 결과(Ju et al., 

2013)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

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은 학 와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 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박사과정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간호 학생, 석사, 학, 문 학 순이었는데, 이는 

정신간호학 이론  실습교육을 이수한 간호 학생이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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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uman Right Sensitiv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9)

Variables Categories Human right sensitivity t/F(p)

Age (year)

≤25 2.70±1.00

2.35(.056)
26-30 1.93±1.55
31-40 2.58±1.28
41-50 2.19±1.14
>50 2.58±1.13

Gender     
Male 2.22±1.54

0.64(.526)
Female 2.52±1.19

Education level

Nursing student 2.68±1.05

3.13(.016)
College 2.01±1.34
University 2.21±1.25
Master 2.47±1.29
≥Doctoral course 3.36±1.29

Marital status 
Unmarried   2.61±1.17

2.27(.106)Married     2.30±1.16
Widowed/Divorced/Others   3.15±2.14

Religion

Christianity 2.57±1.13

0.52(.669)
Buddhism 2.23±1.34
Catholicism 2.41±1.29
None/Others 2.57±1.20

Current working place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s as a student nurse 2.68±1.05

2.25(.108)Psychiatry in general hospital 2.03±1.47
Center of mental hospital 2.40±1.29

Length of working as a nurse 
(years)

0-1 2.65±1.05

2.30(.047)

1.1-5 1.72±1.39
5.1-10 2.03±1.41
10.1-20 2.73±1.21
20.1-30 2.58±1.35
>30 2.05±0.95

Previous education of 
human rights

Yes 2.40±1.29
-1.44(.152)

No 1.72±1.08

Number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0 2.64±1.08
1.86(.164)1-5 2.28±1.29

6-10 2.59±1.27

Position
Clinical nurse 2.36±1.30

-1.88(.061)
Student nurse 2.68±1.05

환자에 한 태도가 정 이며(Kim & Eom, 2005), 정신간호

사 상 인권의식 연구결과 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인권감

수성이 높다(Jung, 2008)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근무경력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1년 이하에서 가장 높고 1-5

년이 가장 낮았는데, 근무경력 1년-4년 때 가장 높다고 한 

Jung (2008)의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 근무경력이나 직 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에 해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Lee (2013)는 인권감수성 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

권감수성교육여부와 인권교육 참여시간을 들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인권교육 횟수가 평균 3.2회나 되지만 인권감수성교

육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고, 인권감수성 수가 낮은 것은 교

육내용과 방법이 크게 개선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매년 정신

보건 문요원들의 수와 정신보건 역의 경력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내용  방법은 변화가 없이 의무 인 인권교육 

수 에 머물러 있다(Kim, 2015). 실제로 정신보건요원들이 의

무 으로 인권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획일화된 인권교육 방

법, 평가 체계의 부재, 모니터링 시스템 부족, 인권교육을 

한 지원 부족 등과 같은 문제 이 있다(Hur, Na, & Lee, 2013; 

Kim, Kim, Lee, & Jeong, 2016; NHRCK, 2009). 인권교육은 

단순하게 인권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선언문의 내용을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딜 마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인권 옹호태도와 단력, 옹호개입 실천의지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이 인권의식의 성장과 확장으로 이어지기 

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좀 더 체계 으로 구축하고(Noh, 2016) 

경력별, 직종별로 단계 이고 차별 인 교육운 으로 개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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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dvocacy Attitude and Advocacy Interven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9)

Variables Categories
Advocacy Attitude Advocacy Intervention

Mean±SD t/F(p) Scheffé Mean±SD t/F(p) Scheffé

Age (year)

≤25a 3.42±0.33

10.21(<.001)
a<d, e

3.36±0.43

4.86(<.001)
b, c<d

26-30b 3.64±0.41 3.21±0.48
31-40c 3.56±0.33 3.16±0.46
41-50d 3.84±0.33 3.67±0.52
>50e 3.72±0.38 3.47±0.60

Gender     
Male 3.46±0.30

-0.86(.394)
3.34±0.59

-0.24(.809)
Female 3.58±0.38 3.38±0.50

Education level

Nursing studenta 3.43±0.34

9.84(<.001)
a<c

3.35±0.44

2.18(.072)
Collegeb 3.50±0.32 3.09±0.67
Universityc 3.80±0.37 3.52±0.50
Masterd 3.60±0.37 3.41±0.75
≥Doctoral coursee 3.79±0.28 3.35±0.44

Marital status 
Unmarrieda 3.49±0.36

9.56(<.001)
a<b

3.32±0.44
2.46(.088)Marriedb 3.72±0.37 3.46±0.58

Widowed/Divorced/Othersc 3.64±0.42 3.64±0.74

Religion

Christianity 3.6±0.39

1.70(.168)

3.38±0.46

0.01(.998)
Buddhism 3.66±0.48 3.40±0.52
Catholicism 3.57±0.33 3.38±0.59
None/Others 3.51±0.36 3.38±0.57

Current working 
place

University-affiliated hospitals 
as a student nursea 3.43±0.34

13.58(<.001)
a<c

3.35±0.44
0.57(.569)

Psychiatry in general hospitalb 3.62±0.37 3.34±0.42
Center of mental hospitalc 3.71±0.37 3.42±0.57

Length of working 
as a nurse (years)

0-1a 3.44±0.34

8.55(<.001)
a, c<e

3.35±0.44

3.43(.005)

1.1-5b 3.62±0.43 3.51±0.50
5.1-10c 3.44±0.29 3.11±0.51
10.1-20d 3.68±0.34 3.24±0.49
20.1-30e 3.83±0.40 3.56±0.60
>30f 3.74±0.38 3.66±0.51

Previous education 
of human rights

Yes 3.68±0.37
4.90(<.001)

3.41±0.55
0.95(.342)

No 3.44±0.34 3.34±0.45

Number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0 3.44±0.35
14.84(<.001)

3.34±0.45
2.44(.089)1-5 3.62±0.33 3.33±0.47

6-10 3.78±0.39 3.52±0.64

Position
Clinical nurse 3.70±0.37

5.16(<.001)
3.41±0.56

0.95(.343)
Student nurse 3.44±0.34 3.34±0.44

Table 5. The Relation among Human Right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 and Advocacy Intervention of Subjects

(N=199)

Variables
Human right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 Advocacy intervention

r(p) r(p) r(p)

Human right sensitivity 1

Advocacy attitude
.25

(.020)
1

Advocacy intervention
.17

(.015)
.44

(<.001)
1

옹호태도는 나이, 학 , 결혼상태, 근무지, 근무경력, 인권감

수성교육여부, 교육횟수, 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나이

가 어리고 근무나 결혼을 하지 않고, 학 가 낮을수록 옹호태

도 정도가 낮았다. 이는 정신간호사를 포함한 정신보건 문요

원의 근무경력이 길수록 정 인 태도를 보인다(Jung, 2006; 

Kim, 2015)는 결과와 일치하 다. 특히 인권감수성교육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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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교육받은 횟수가 많을

수록 옹호태도 수는 높았다. 이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참여가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Ju et 

al., 2013)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 인권감

수성 훈련이나 교육은 정신간호사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해 이해하고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으며(Ju et al., 2013), 정신간호 교육을 받은 간

호 학생과 정신간호사가 정 인 태도를 보 다(Kim & 

Eom, 2005)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게 인권교육 참여 횟수

가 많을수록 옹호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맞춤형 인권감수성 훈련 기회를 많이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일반  특성에 따른 옹호개입은 나이, 근무경력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26-40세가 가장 낮았고, 간호 학생, 

41-50세 순으로 옹호개입이 높았다. 간호사가 장상황을 문

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가 여부에 따라 옹호 인 

행동에 이어, 개입여부가 결정되는데(Padmavati, 2012) 근무경

력이 길수록 옹호개입에 더 극 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간호 학생의 옹호개입 정도가 간인 것은, 아직까지 

사회생활 경험은 지만 순수하고 원칙 인 입장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23조(옹호자 역할 수행)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윤리 으로 정당

하지 못하거나 간호 상자에게 불이익을 래한다고 단될 

경우 간호 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그러

나 그동안 간호사가 상자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 확보

나 처우향상을 해 극 으로 일하는 옹호자로서의 문가 

역할에는 미흡하 다. 국가의 공식  자원과 지원체계가 부족

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옹호자로서 간호사 역할 즉, 새로

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나 사회복지 로그램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에 직  참여하는 활동이야 말로 반드시 필요하

다(Noh, 2016). 본 연구 상자의 옹호개입평  평균은 3.4

으로 인권감수성의 평균 2.5  보다 훨씬 높았다. 그 이유는 

평상시 간호사의 활발한 재활동이 극  옹호개입활동까지 

진하는 기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사이

에는 모두 정 인 상 계가 있었다. 지 까지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

호개입 간의 계를 악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이와 유사

한 연구결과를 보면, Ju 등(2013)은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 간

에는 인권감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권의식의 정도가 높다

고 하 으며, Jung (2008)은 인권감수성 척도를 이용해 인권

감수성 수와 편견과의 계를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자에 한 편견 정도가 낮았

다고 하 다. 한 정신의료기  종사자가 일반인에 비해 인

권 련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정서 으로 공감하며 책임

을 더 느끼고 있었다(Kim, 2015). 이외에도 여러 연구(Ha, Chae, 

& Yang, 2013; Jung, 2008; Ko, 2008; Lee, 2013)에서 정신의

료기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한 

편견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육학계에서는 교육과 인권옹호 활동의 계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Moon et al., 2002). 즉 교

육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에 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인식의 변화는 인권 옹호행동을 진한다는 것이

다. 간호학계의 연구(Ju et al., 2013; Kim, 2015)에서도 인권

감수성 교육을 받은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 정도가 향상되었

다고 보고하 다. 정신간호사가 사회  약자인 정신장애인과 

일상 으로 직  하므로 이들의 인권감수성은 정신장애인

의 일차 인 인권경험과 직결된다는 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권감수성 련 변인으로 인권교육이 요하므로 다양

한 인공감교육과 같은 실질 인 교육 로그램을 활용한 

극 인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상자는 S시 소재 1개 정신병원과 1개 종합병

원 내 정신과 병동 간호사와 1개 학교 간호 학생을 상

으로 편의 표집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해 간호 역에서도 인권의 가

치를 재확인하고 극 인 인권활동을 진함으로써, 정신간

호사들이 의료복지 장에서 인권실천의 문가가 되는데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와 간호 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정신장

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의 계를 악하여, 앞으로 

인권 심  간호 재 개발과 시행에 의미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시도하 다. 본 연구 상자의 인권감수성은 

낮은 편이었고 학 나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신

장애인에 한 옹호태도는 나이, 학 , 결혼상태, 근무지, 근

무경력, 인권감수성교육여부  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옹호개입은 나이와 근무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인권감수

성,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간에 정 인 상

계가 있으므로 인권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수 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신간호사가 수차례 인권교육을 받았음에도 인권감수성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난 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을 실

질 이면서 직종, 경력별로 특화하고 운 체계도 단계화하는 

등 향  측면의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 정신간호

사의 인권감수성 련 경험에 한 질 연구와 양 연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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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신장애인에 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활동의 구조에 

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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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in psychiatric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tudy.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206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from one 
mental health institute, one general hospital, and one university in S c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22. Results: The mean age was 33.8±12.89. The mean score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was 37.7±18.09, 53.7±5.67, and 47.4±7.08, 
respectively. Human rights sensitivi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dvocacy attitudes (r=.25, p=.020) and advocacy 
intervention (r=.17, p=.015).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r=.44,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ailored 
education programs will be effective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o increase human rights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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