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영향요인

조진영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Factors Affecting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in Clinical Nurses

 Jin-Young Cho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결과, 재난경험에 따라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었고(p=.036), 연령(p=.013), 부서
(p=.007), 재난교육 경험유무(p<.001), 재난대비 인식정도(p<.001)에 따라 핵심수행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재난
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난대비 인식정도(p=.003), 재난교육 경험(p<.001)을 확인하였다. 이
에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임상실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재난, 대비, 교육요구도, 핵심수행능력, 간호사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demand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and core 
competencies of clinical nurses, and identify elements affecting their core competencies. The data analysis 
foun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demand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p=.036) depending on disaster 
experiences, a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ore competencies depending on age(p=.013), 
department(p=.007), experiences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p<.001), and consciousness of disaster 
preparedness(p<.001). In addition, it was identified that consciousness of disaster preparedness(p=.003) and 
experiences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p<.001) are the elements affecting core competencies in disaster 
nursing.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basic resources to improve the 
ability to quickly respond to disaster, and to explor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on clinic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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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제적 관심사인 재난은 전 세계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어 인간의 건강과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1]. 국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은 세계무역센터 테러공격, 사스 대유행, 

쓰나미, 허리케인 등이 발생되었고, 국내에서도 삼풍백화점 붕
괴, 대구지하철 사고, 세월호 침몰사건 등 발생되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생가능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는 모든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2]. 

특히 재난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는 지
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신속한 대응,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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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
회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3]. 따라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완화에 참여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4,5].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는 재난상황에서는 군, 경찰, 소방
과 같은 구조기관과 의료기관과의 대비태세와 협력이 철저
히 요구되나 무선통신체계와 응급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
한 일원화된 시스템 부족,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통합적 진
료지원 등의 부실함이 지적되고 있다[6]. 이러한 불충분한 
재난대비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져 자신감 상실, 두려
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4,7]. 

그러므로 재난상황에서 간호사는 즉각적 의료지원을 제
공할 수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
해야 한다[6-8]. 즉, 간호사의 재난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재
난대비의 필수요건으로 표준화된 재난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 사전교육 훈련이 적용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인식개선
이 필요하다[7-9].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난대비에 
대한 인식정도와 핵심수행능력을 알아본 연구대상자는 국
군간호사관생도[10], 간호대학생[6,11], 응급실 간호사[4] 
및 보건소 방문간호사[12]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대규모 
재난 시 발생되는 대량 환자의 치료와 간호는 모든 간호사
가 대응해야 한다[2]. 그러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재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교육요구도 조사 또한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임
상간호사들의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에서의 재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임상간호사의 재난대비 인식정도, 재난간호 교육 요
구도 및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2)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수행능력 간의 상관 관계

를 알아본다.   
3)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

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간호사들의 재난간호 핵
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I시와 U시에 위치한 2개의 대학병

원과 3개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
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병원근무의 경험을 토대로 응
답할 수 있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 응답의 충분성을 고려
하여 3개월 미만의 신규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
요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7
개로 산정하여 표본 수는 130명이었으나, 탈락률 고려하여 
총 150부 배포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최종 148부를 분석하였다.

2.2.1. 재난대비에 대한 인식
재난대비에 대한 인식정도는 ‘재난대비에 대하여 어느 정

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답하도
록 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가 4
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3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
다’ 2점, ‘재난대비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대비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2.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측정도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

육요구도를 확인하는 도구로 수정하였다. 도구의 내용타당
도를 검토하기 위해 간호학 전공교수 3인, 응급실 수간호사 
1인을 토대로 수정하였다. 1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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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임상간호사들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국제간호협회[13]에서 발표한 재난간호 수행능력(ICN 
frame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과 Wisconsin 
Health Alert Network[14]에서 개발한 44개의 문항의 
Emergerncy Preparedness Questionnaire(EPIQ)를 기반
으로 Nho[15]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5점, `그런 편이
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총점은 15-7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재난 간호에 대한 핵심수행능력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15]의 Cronbach's α= .94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로 측정되었다. 

2.3.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병원을 방문
하여 간호부장 및 각 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
명하고 구두로 허락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선정기준
에 부합되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대
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설명하였고 소요된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J대학 기관생
명윤리위원회 연구승인(IRB:1044297-HR- 201804-011-01)
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설문내용 비밀보장, 설문 도중 철회, 대상자의 익명성 
등에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논문이 출판된 이후 설문자료는 분쇄기로 폐기
하고 전자자료는 모두 삭제할 것을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
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재난대비 인식과 재난간호 교육
요구도,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재난
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재난대비 인식,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및  핵
심수행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stepwise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검정하였다.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
하여 다중공선성 여부와 잔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28.7세로 24세 미만이 50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143명(9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113명(76.4%)으로 많았고, 
총 근무경력은 평균 5.8년으로 1년 이상 5년 미만이 57명
(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이 37명(25.0%), 1
년 미만이 30명(20.3%),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4명
(16.2%) 순이었다. 부서는 일반병동이 102명(68.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외래 18명(12.2%), 응급실 15명
(10.1%), 중환자실 10명(6.8%), 수술실 3명(2.0%) 순이었
고, 일반간호사가 124명(8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한편 대상자들의 재난경험을 살펴보면, 137명
(92.6%)이 재난경험이 없었으며, 재난교육의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자가 106명(7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난대비 인식정도는 ‘매우 잘 준비’와 ‘재난대비 용어모름’
으로 응답한 자는 없었고,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응답
한 자가 78명(52.7%), ‘전혀 준비 안됨’으로 응답한 자가 70
명(47.3%)이었다.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8호96

Table 1. Disaster Nursing Education Needs, and Core Competency,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48)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ducation Needs Core Competency

Mean±SD t/F
(p) Mean±SD t/F

(p)

Age

 ≤24a 50(33.8) 4.08±0.54

.77
(.512)

2.98±0.52

3.74
(.013)

b,c,d>a

25~29b 46(31.1) 4.01±0.48  2.67±0.50 

30~34c  24(16.2) 4.16±0.61  2.80±0.63

≥35d 28(18.9) 4.18±0.52  3.09±0.74

Gender
male  5(3.4) 3.85±0.27 -1.84

(.122)
 2.40±0.21 -1.81

(.070)Female  143(96.6) 4.10±0.53  2.89±0.60

Marital status
Single 113(76.4) 4.08±0.51 -.30

(.761)
 2.86±0.54 -.71

(.475)Married 35(23.6) 4.11±0.59  2.94±0.75 

Working period(year)

≤1 30(20.3) 4.09±0.46

1.92
(.129)

 2.85±0.47

.66
(.574)

1~5 57(38.5) 3.98±0.55  2.89±0.53

5~9 24(16.2) 4.12±0.52  2.74±0.54 

≥10 37(25.0) 4.24±0.54  2.96±0.78

Type of unit

General Uinta 102(68.9) 4.07±0.50

1.57  
(.185)

 2.91±0.58 

3.63
(.007)

d>a,b,c,e

ICUb 10( 6.8) 3.87±0.67  2.85±0.54

ERc 15(10.1) 4.04±0.63  2.42±0.58

ORd 3( 2.0) 4.33±0.57  3.56±0.26 

ODe 18(12.2) 4.33±0.48  2.99±0.56

Position

Staff nursea 124(83.8) 4.07±0.53
.62

(.539)

 2.84±0.53
2.69

(.071)Charge nurseb 12( 8.1) 4.24±0.43  2.84±0.85 

Over unit managerc 12( 8.1) 4.13±0.61  3.26±0.81

Experience of disaster 
victims

Yes 11( 7.4) 4.41±0.54 2.11
(.036)

 2.82±0.74 -.24
(.768)No 137(92.6) 4.06±0.52  2.88±0.58 

Experience of disaster 
educations

Yes 106(71.6) 4.08±0.51 -.37
(.711)

3.01±0.51 4.28
(<.001)No 42(28.4) 4.11±0.58  2.53±0.66

Disaster Preparedness
Almost prepared 78(52.7) 4.07±0.48 -.35

(.726)
 3.15±0.53 6.84

(<.001)Not prepared 70(47.3) 4.10±0.58  2.57±0.51

 ICU=Intensive care unit; ER=Emergency room; OR=Operating room; OD=Outpatient department

3.2. 대상자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수행능력 정도
대상자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수행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정도는 평균 2.88점
이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난 시 의료인이 하는 임무’
가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난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3.09점, ‘재난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이 3.06점으로 측정되
었다. 반면, 가장 낮게 측정된 항목은 ‘재난상황 시 간호제
공 내용을 기록 절차’가 2.51점으로 가장 낮았고, ‘재난 시 

환자의 체계적 사정, 감독, 보고, 현장관리’가 2.61점, ‘지역
사회의 보건의료체계 안에서의 간호사 역할’이 2.67점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정도의 평균은 4.09점이었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난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4.31점
으로 가장 높았고, ‘재난 시 의료인이 하는 임무’가 4.22점, 
‘재난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이 4.18점으로 측정되었다. 반
면, 가장 낮게 측정된 항목은 ‘재난상황 시 간호제공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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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절차’가 3.9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재난발생 시 정보
수집, 건강전문과들과의 효과적 공유’가 3.97점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
수행능력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핵심
수행능력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재난간호 교
육요구도는 재난경험 유무에(p=.036)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재난을 경험한 집단이4.11±0.54점, 재난을 경
험하지 않은 집단이 4.06±0.5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은 연령(p=.013), 부서

(p=.007), 재난교육 경험유무(p<.001), 재난대비 인식정도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연
령에 따른 핵심수행능력은 24세 미만 집단이 그 외 집단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부서에 따른 핵심수행능력 
정도는 수술실이 외래, 일반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집단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재난교육 경험에 따른 핵
심수행능력은 재난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3.01±0.51점, 
재난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이 2.53±0.66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대비 인식에 따른 핵심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 집단이 3.15±0.53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집단이 2.57±0.51점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Disaster Nursing Education Needs, Core Competencies                                      (N=148)

Variables
Education Needs  Core Competencies 

Mean±SD Mean±SD

general coping tips   3.06±0.71  4.18±0.64

basic emergency treatment   3.09±0.74  4.31±0.65

task for medical team  3.20±0.74  4.22±0.59

disaster-related guidelines for the current organization  2.82±0.78  4.11±0.65

health care system in a community function of nurse  2.67±0.81  4.01±0.77 

assess, monitor, and report about a patient, and manage the site   2.61±0.81  4.03±0.70

background and situation and assess client’s nursing problem accordingly  2.82±0.77  4.07±0.72

perform nursing intervention according to triage  3.02±0.84  4.16±0.71

procedure for recordings about the provision of nursing services  2.51±0.82  3.91±0.65 

collect necessary information and share the information with health managers  2.72±0.83  4.08±0.67

process to providing information of the important client to other medical staffs 
and officials  2.83±0.78  3.97±0.71

effectively assign tasks with major collaborators who need to be for the disaster 
measure  3.02±0.77  4.11±0.71

appropriate psychological supports to all individuals  3.02±0.80  4.05±0.77 

provide health counselling/education about long-term impact  2.81±0.81  4.01±0.74

nursing intervention to vulnerable population groups(elderly, pregnant women, 
and the disabled, etc)  2.93±0.81  4.11±0.75

M±SD  2.88±0.59  4.09±0.53

3.4. 재난대비 인식,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및 핵심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재난대비 인식,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핵심수
행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재난대비 인식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r=-.492,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재난대비 인식과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간, 재난
간호 교육요구도와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융합정보논문지 제9권 제8호98

Variables B SE ß t p Tolerance VIF

Age .01 .01 .09 1.25 .215 .903 1.11

Type of unit* -.01 .04 -.02 -.23 .818 .874 1.15

Experience of 
disaster 

educations*
-.30 .10 -.23 -3.05 .003 .884 1.13

Disaster 
Preparedness -.49 .09 -.42 -5.49 <.001 .869 1.94

R2=.30, Adjusted R2=.28, F=15.09, p=<.001, Durbin-Watson=1.944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148)  

Variables
 Education 

Needs
Core 

Competencies 

r(p) r(p)
Disaster Preparedness .029(.723) -.492(<.001)

 Education Needs .019(.815)

3.5.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Table 4와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로 연령, 부서, 재난교육경험 유무, 재난대비 인식 정도
를 예측요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4. The Factors Affecting Disaster Nursing Core  
Competencies                      (N=148)  

* Dummy variables of reference group
  

이때 부서, 재난교육경험 변수는 더미처리하여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 가정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가 1.94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tolerance)값이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11∼1.94로 10 이하
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최종 회귀모형에는 재난교육경험과 재난대비 인식이 선택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
였다(F=15.09, p<.001).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30%(Adjusted 
R2=.28)이었으며, 이 중 재난대비 인식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 
중 24.3%를 차지하였고 재난교육 경험(ß=-.23, p=.003)이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는 평
균 2.8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재난 시 의료인이 하는 임무’가 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난 시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3.09점, ‘재난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이 3.06점으로 조사되었다. 간호대학
생을 조사한 연구[7]에서는 재난간호 교육요구도가 4.32점
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이고 재난교육을 받은 경
험이 36.6%로 대부분 수업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교육을 받은 경험이 71.6%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차이가 난 결과로 보인다.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을 보면 재난 시 의료인이 하는 임
무, 기본적인 응급처치, 재난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 등은 재
난간호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항목들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선행연구[7]에서도 응급처치가 가장 높은 항목
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홍콩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에서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수강해야 할 
강좌로 응급처치, 고급 심혈관 생명지원, 감염관리 등 구체
적인 재난간호 기술과 관련된 항목들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
한 항목들이다. 따라서 실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 
실무지침과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개발과 훈련이 우선적으
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난간호 교육요구도는 재난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으며 재난경험이 있는 집단이 재난경험이 없
는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분석하는데 제한점은 있지만 재난피해경
험이 재난대비 행동에 영향을 주며 구체적인 재난교육을 요
구하는 결과와[16,17]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고 본다.

대상자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는 ‘재난 시 기본
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가 4.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난 시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가 4.22점, 
‘재난 시 일반적인 대처요령을 알고 있다’가 4.18점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핵심수행능
력을 알아본 선행연구[4,15]에서도 재난 시 기본적인 응급
처치와 의료진이 하는 임무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항목이 가
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재난간호 핵심수
행능력을 측정한 본 연구도구는 자가보고식으로 평가되고 
있어 실제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도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높은 점수를 보인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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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평균 5.8년임을 감안할 때 의료현장에서도 응급상
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에 나타
난 결과로 생각된다. 추후 임상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제 
핵심수행능력의 수행정도를 평가하여 이와 비교분석할 필
요가 있으며, 낮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재난관련 지침을 제
공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겠다. 

한편,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은 연령, 부서, 재난교육 경
험유무, 재난대비 인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25세 이상, 수술실 부서, 재난교육 경험이 있을수록, 재
난대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핵심수
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
을수록 임상경험은 다양해지고 재난교육경험이 많을수록 
간호사의 핵심수행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와도 유
사하다[18,19]. 재난대비는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게 즉각
적으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역량으로 현실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난교
육 경험을 많으면 재난대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결과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핵심역량 개발과 경력에 
맞추어 반복적인 교육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1,8]. 또
한 간호사의 재난대비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인식
강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난인식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수술실 부서가 타부서보다 핵심수행능력이 
높다는 결과는 수술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 2.0%로,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어 추후 부서별로 연구
대상자수를 확대하여 비교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재난대비 인식정도는 재난간호 교육요구도
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재난 간호 핵심수행능력
과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
구대상자들의 재난대비 인식정도의 분석결과, ‘매우 잘 준
비되어 있다’, ‘재난대비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다’의 항목에 
응답한 대상자는 없었으며, ‘어느정도 준비됨’이 52.7%, ‘전
혀 준비 안됨’이 47.3%에서 응답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재
난대비에 비교적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요구도와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사료되며 핵심수행능력과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대비에 대한 준비인식을 높
이기 위해 병원 관리자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모든 간호사
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신감을 증
진시켜야겠다[1,6,17].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분석한 결과, 재난대비 인식, 재난교육 경험 등의 항목

이 도출되었다. 재난대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능력
과 관계가 있어 사전 행동과 계획, 노력을 통한 충분한 준비
는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며, 재난대응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와 의료제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8].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재난대비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되거나, 잘 모
르겠다’의 항목에만 응답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병원기관
에서는 재난대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도록 대책마
련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강화는 재난대비 역량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의 지속적인 참여와 현장훈련이 자신감을 높이고 재
난대비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0]. 또한 
재난교육 경험이 핵심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에게 모의상황을 개발하여 
재난교육훈련을 30시간 합숙 훈련한 결과 효과적임을 나타
냈다[6]. 이에 임상간호사를 위한 재난상황의 가상 시나리
오 개발 및 모의상황을 통한 시뮬레이션 참여, 소그룹 토의 
등 다양한 현실적인 재난교육훈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
겠다[21-24].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심수
행능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재난경험에 따라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었고, 연령, 부서, 재난교육 경험유무, 재난대비 
인식정도에 따라 핵심수행능력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검증
하였다. 또한 재난간호 핵심수행능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재난대비 인식정도, 재난교육 경험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수행능력 영향요인은 임상간호사
의 재난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임상실무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신속히 대응할 수 있
는 임상실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임상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재난간호 교육요구도와 핵
심수행능력 정도를 조사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임상간호사의 핵심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모의상황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용하여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핵심수행능력을 조사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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