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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을 확인하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국내 2개 도시의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300명이었다. 자

료수집은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되었고,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 작성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재난 관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학생, 인식, 재난준비도, 자아, 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and ego-re

silience in th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and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study variables. The 

study subjects were 300 nursing students in four universities in two cities. Data were collected betw

een April 1 and April 30, 2019 using by completing structured self 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22.0. In correlation 

analysi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

ness, and ego-resilience. Therefore, we propose to develop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s to imp

rove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and ego-resilience in order to improve competency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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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자연 및 생활환경의 다

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을 통

해 갑작스럽고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더욱 빈번하게 경험

하고 있다. 최근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리적·환경적·

경제적 피해는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

정책과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2].

재난은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사회적 자원의 손실을 

초래하여 지역사회 기능의 심각한 상실과 붕괴를 일으

키는 사건으로, 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환경은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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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

는 급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에 대해 보건의료 

환경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재난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재난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외 대부분의 보건의료 조직과 

시스템이 어떠한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준

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1,3].  

세계보건기구와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재난현장에 투

입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으로 간호사를 중요한 자원

으로 언급하고 있으며[4,5],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재난인식과 

재난 관리에 있어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4]. 재난간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재난 예방, 완화,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재난에 대한 

대응과 회복/재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사는 심

각한 재난 사건에 대응하고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

난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

계에 분포되어 있는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을 형성하며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라 할 수 있다[4].  

그러나 국제적십자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위치

에 있는 간호사들의 역량은 현재까지 재난 대비와 대

응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6]. 해마

다 발표되는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함으로써, 전 세

계인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선두자인 간호사들의 역

량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7,8]. 이처럼 재

난 관리 영역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경

험하게 되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과 역량을 갖추

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대학단위

에서부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재난교육과 훈련을 실

시하여 간호학생들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를 고취

시킬 필요성이 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간호에 대한 경험과 사전 

교육은 재난간호 역량을 증진시키지만, 재난간호에 대

한 교육의 부재나 경험의 부족은 재난현장에서 간호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9]. 이는 

간호사로 하여금 재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며 스트레

스와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자아탄력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처럼 재난 같은 예측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아를 적절히 통제하여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 

한다[9,10]. 

미국 간호학생협의회를 비롯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들

[10-12]에서도 간호학생은 재난에 대해 개인, 가족 및 

간호 교육과정 수준에서 필수적으로 준비성을 갖춰야하

는 인력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 보건의료조직에

서 간호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13,14], 간

호학생이 재난상황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5-17]. 따라

서 재난현장에서 환자들의 응급처치와 이송을 판단하고 

의료행위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학생들의 재난간호 역량을 기르기 위

한 전제로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난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

한 인식과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함으

로써, 간호학생의 재난간호 교육과정 개발의 근거 자료

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 관련 특성에 따

른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학생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

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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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2개 도시에 소재하는 4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학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 병원 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학생 

31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ignificant level .05, 

Effect size .15, Power .95를 적용한 결과 최소 119명

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했

을 때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재난인식

재난에 대한 인식 측정을 위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재난인식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18]. 본 도구

는 총 6문항(Concerns for the loss, Importance of 

disaster nursing education, Serious for disaster, 

Needs for disaster curriculum, Sensitivity in pro

moting disaster prevention,  Probability of disast

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

다”의 5점까지로 구성되며, 최저 점수 6점에서 최고 점

수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인식의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7

3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850이었다.

2.3.2 재난준비도

재난에 대한 준비성 측정을 위해 간호학생을 대상으

로 개발된 재난준비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18]. 본 

도구는 총 5문항(Personal knowledge of disaster, 

Survival kit, Plan, Emergency site selection, 

Emergency contact list)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준비되지 않

았다”의 0점부터 “매우 잘 준비되었다”의 4점까지로 구

성되며, 최저 점수 0점에서 최고 점수 2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재난에 대한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708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 α=.801이었다.

2.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측정을 위해 Connor-Davidson Resilienc

e Scale을 한국어로 번역한 Korean version of the Con

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도구[1

9]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가지 요인(Strengthening, 

Patience, Optimism, Attachment, Spirituality)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

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지 않다”의 0점부터 “항상 거의 

그렇다”의 4점까지로 구성되며, 최저 점수 0점에서 최고 

점수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890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901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

으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전에 해당 학교의 기관

장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자가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및 절

차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평균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수집은 2

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한 300부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재난 관련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test와 ANOV

A로, 사후검증은 Scheffe ́ 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학

생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No. 104248

5-201811-HR-001-24)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 대상

자 모집 시 연구목적과 절차, 자료수집방법, 연구 참여

로 인한 위험성과 보상, 개인정보 보호사항,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서면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

적인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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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재난 관련 특성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270명(90.0%)은 여학

생, 30명(10.0%)은 남학생이었으며, 모두 4학년 학생이

었다. 학업성적은 평균점수 3.5-4.0이 120명(40.0%)으

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가 180

명(60.0%)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

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각각 35명

(11.7%), 115명(38.3%), 129명(43.0%), 13명(4.3%), 8

명(2.7%)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

만족, 매우 불만족이 각각 30명(10.0%), 115명(38.3%), 

119명(39.7%), 25명(8.3%), 11명(3.7%)이었다. 주거유

형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53명(51.0%), 기숙

사에 살고 있는 경우가 119명(39.7%)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까지의 통학 수단 종류를 살펴보면, 도보 119명

(39.7%), 버스 85명(28.3%), 지하철 45명(15.0%), 버스

와 지하철 환승이 28명(9.3%), 자전거 10명(3.3%), 자가

용 8명(2.7%), 기차 5명(1.7%)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0)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30(10.0)

Female 270(90.0)

Grade 4th 300(100.0)

Academic performance

>4.0 40(13.3)

3.5-4.0 120(40.0)

3.0-3.4 110(36.7)

<3.0 30(10.0)

Religion

Buddhism 5(1.7)

Catholicism 58(19.3)

Christianity 57(19.0)

None 180(6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5(11.7)

Satisfied 115(38.3)

Moderate 129(43.0)

Dissatisfied 13(4.3)

Very dissatisfied 8(2.7)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30(10.0)

Satisfied 115(38.3)

Moderate 119(39.7)

Dissatisfied 25(8.3)

Very dissatisfied 11(3.7)

Living type

Alone 13(4.3)

Dormitory 119(39.7)

With friend 15(5.0)

With family 153(51.0)

Commuting methods

Bicycle 10(3.3)

Bus 85(28.3)

Own car 8(2.7)

Subway 45(15.0)

Bus+Subway 28(9.3)

Train 5(1.7)

Walking 119(39.7)

연구대상자의 재난과 관련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0명

(60.0%), 경험이 없는 경우는 120명(40.0%)이었다. 

응급 또는 재난 과목을 수강한 경우는 198명

(66.0%),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102명(34.0%)으로 

조사되었으며, 응급 관련 교육경험은 학교에서 받은 

경우가 225명(75.0%), 병원에서 받은 경우는 168명

(56.0%)이었다. 재난간호 과목에 대한 요구도는 필요

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80명(93.3%),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는 20명(6.7%)이었다. 재난을 목격하

거나 경험한 경우는 81명(27.0%), 경험하지 않은 경

우는 219명(73.0%)이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disaster of 

Subjects

(N=300) 

Variables Categories N(%) 

Clinical practice in the ER* Yes 180(60.0)

No 120(40.0)

Take a lecture of emergency or 

disaster course

Yes 198(66.0)

No 102(34.0)

Experience of emergency education at 

university

Yes 225(75.0)

No 75(25.0)

Experience of emergency education at 

hospital

Yes 168(56.0)

No 132(44.0)

Needs for disaster nursing course
Yes 280(93.3)

No 20(6.7)

Experience or witness of disaster
Yes 81(27.0)

No 219(73.0)

*ER=Emergency Room

3.2.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정도

간호학생의 재난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이 평

균 4.10±0.10점, 재난에 대한 준비도는 평균 2.43±

0.30점,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 3.89±0.14점이었다.

Table 3. Mean of Study Variables 

(N=300) 

Variables M±SD

Disaster awareness 4.10±0.10

Disaster preparedness 2.43±0.30

Ego-resilience 3.89±0.1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 관련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간호학생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에 관한 융합연구 42

Table 4. Differences between Awareness, Preparedness, and Ego-resili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300)

Variables Categories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Ego-resilience

M±SD
t or F(p) 

Scheffe ́
M±SD

t or F(p) 

Scheffe ́
M±SD

t or F(p) 

Scheffe ́

Gender
Male 3.68±0.33

2.32(.101)
2.10±0.33

-1.20(.230)
3.88±0.33

2.04(.510)
Female 3.70±0.34 2.12±0.34 3.78±0.34

Academic performance

>4.0 3.64±0.28

2.80(.134)

2.04±0.28

2.33(.317)

3.97±0.28

1.97(.230)
3.5-4.0 3.61±0.32 1.97±0.32 3.91±0.32

3.0-3.4 3.60±0.33 1.96±0.33 3.87±0.33

<3.0 3.57±0.41 1.94±0.41 3.79±0.41

Religion

Buddhism 3.87±0.44

3.14(.203)

1.78±0.44

2.78(.450)

3.87±0.44

3.01(.105)
Catholicism 3.84±0.36 1.69±0.36 3.88±0.36

Christianity 3.71±0.41 1.74±0.41 3.67±0.41

None 3.74±0.32 1.70±0.32 3.80±0.3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2.92±0.44

1.58(.415)

2.34±0.44

1.49(.511)

4.15±0.44

1.87(<.001***)

a, b>c, d

Satisfiedb 2.88±0.31 2.30±0.31 3.95±0.31

Moderatec 2.87±0.42 2.24±0.42 3.67±0.42

Dissatisfiedd 2.74±0.46 2.15±0.46 3.46±0.46

Very dissatisfiede 2.66±0.51 2.14±0.51 3.40±0.51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4.20±0.23

1.63(.231)

2.39±0.23

0.99(.217)

3.97±0.23

1.36(<.001***)

a, b>c, d

Satisfiedb 4.18±0.23 2.37±0.23 3.67±0.23

Moderatec 2.89±0.51 2.29±0.51 3.35±0.51

Dissatisfiedd 2.78±0.41 2.24±0.41 3.30±0.41

Very dissatisfiede 2.67±0.37 2.25±0.37 3.15±0.37

Living type

Alone 2.99±0.43

0.48(.134)

2.68±0.43

0.47(.306)

3.70±0.43

0.75(.402)
Dormitory 2.86±0.38 2.49±0.38 3.78±0.38

With friend 2.87±0.51 2.45±0.51 3.71±0.51

With family 2.67±0.20 2.20±0.20 3.88±0.20

Means of commuting

Bicycle 4.23±0.19

1.20(.320)

2.56±0.19

1.54(.421)

3.56±0.19

1.09(.190)

Bus 4.08±0.32 2.65±0.32 3.65±0.32

Own car 4.30±0.11 2.66±0.11 3.66±0.11

Subway 4.11±0.44 2.79±0.44 3.73±0.44

Bus+Subway 4.01±0.35 2.68±0.35 3.68±0.35

Train 2.78±0.30 2.47±0.30 3.50±0.30

Walking 2.50±0.32 2.50±0.32 3.58±0.32

Clinical practice in the ER+
Yes 4.02±0.12

1.01(<.001***)
2.42±0.47

0.98(<.001***)
4.02±0.47

1.55(.<.001***)
No 2.78±0.23 1.98±0.40 3.74±0.23

Take a lecture of emergency or 

disaster course

Yes 2.98±0.21
1.32(<.001***)

2.50±0.41
1.63(.002**)

3.89±0.41
1.41(.004**)

3.45±0.33No 2.45±0.33 1.78±0.63

Experience of emergency 

education at university

Yes 2.80±0.20
2.03(<.045*)

2.37±0.20
1.57(.011*)

3.80±0.20
2.31(.<.001***)

No 2.41±0.35 1.87±0.35 3.41±0.35

Experience of emergency 

education at hospital

Yes 4.01±0.11
1.58(<.012*)

2.29±0.11
2.04(.003*)

3.89±0.11
1.77(.009**)

No 2.76±0.21 1.86±0.21 3.57±0.21

Needs for disaster

nursing course

Yes 2.64±0.36
0.95(<.102)

2.51±0.36
0.47(.180)

3.94±0.36
0.67(.010**)

No 2.56±0.18 2.23±0.18 3.56±0.18

Experience or witness 

of disaster

Yes 4.10±0.20
1.74(<.001***)

2.34±0.25
1.03(<.001***)

4.10±0.25
1.32(.314)

No 2.70±0.12 1.88±0.03 2.60±0.03

*p<0.05, **p<0.01, ***p<0.001
+ER=Emergency Room

재난에 대한 인식 정도는 응급실 실습 경험 유무, 재

난/응급 과목 수강여부, 재난교육 경험유무, 재난 목격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난인식

은 응급실 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

다(p<.001), 재난 또는 응급 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수

강하지 않은 경우보다(p<.001), 재난교육을 학교나 병

원 단위에서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p=.045, 

p=.012), 재난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p<.001) 유의하게 높았다. 

재난에 대한 준비도 정도는 응급실 실습 경험 유무, 

재난/응급 과목 수강여부, 재난교육 경험유무, 재난 목

격/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난에 

대한 준비도는 응급실 실습을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p<.001), 재난 또는 응급 과목을 수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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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수강하지 않은 경우보다(p=.002), 재난교육을 

학교나 병원 단위에서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p=.011, p=.003), 재난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p<.001) 유의하게 높았다. 

자아탄력성 정도는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 만족도, 응

급실 실습 경험 유무, 재난/응급 과목 수강여부, 재난교

육 경험유무, 재난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임상실습

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경우가 보통으로 만족한 경

우나 불만족한 경우보다(p<.001) 유의하게 높았다. 또

한 전공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경우가 보통 만족하

거나 불만족한 경우보다(p<.001), 응급실 실습을 경험

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p<.001), 재난이나 

응급 과목을 수강한 경우가 수강하지 않은 경우보다

(p=.004), 재난교육을 학교나 병원 단위에서 받은 경우

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p<.001, p=.009), 재난간호 교

육과정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p=.010) 유의하게 높았다. 

3.4.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학생

의 재난인식은 재난준비도(r=.40, p<.001)와 자아탄력

성(r=.31, p=.002)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재난준비도는 자아탄력성(r=.26, p=.004)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Table 5.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300)   

Variables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Ego-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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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ster 

awareness
1 .40(<.001 ******) .31(<.002 ***)

Disaster 

preparedness
1 .26(<.004 ***)

Ego-resilience 1

*p<0.01, **p<0.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

도 및 자아탄력성 정도와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은 4.10

점이었다. 이는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0]의 재난인식 점수(4.07점)와 비교하여 볼 때 유

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생으로, 이

들은 예비 보건의료인으로 학교와 병원 단위에서 재난 

관련 교육 및 실습을 받고 있으며, 향후 재난 관련 활동

을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

았을 때 의미 있는 결과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간호학

생의 재난인식과 재난준비도 정도를 선행연구[21]의 점

수(재난인식 4.07점, 재난준비도 2.14점)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4,21]의 경우 3, 4학년 간호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학년 학생만을 대상

으로 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응급이나 재난 

관련 과목이 간호학과 교과과정 중 주로 4학년 때 개설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호학

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난교육이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준비도는 5점 만점에 2.4

3점으로 재난에 대한 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0]의 결과(재난 

준비도 1.27점)와 비교해보면, 선행연구 역시 재난에 

대한 준비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

학생이 재난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재난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22-24]하고 있다.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비는 간호사들의 재난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관한 교육이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간호학생 시절부터 경험하게 되는 교육과 

실습은 향후 간호사 시절의 업무 수행능력이나 대처 능

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3]. 따라서 간호학생을 대상

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난교육과 실습 경험이 

학교와 병원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3.89점이었다. 이는 선

행연구[21]의 결과(3.72점)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점

수였다. 자아탄력성은 위험도와 불안도가 높으며 예측

이 불가능하여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불안도를 

낮추고 상황에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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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일반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위기 상

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9,10,25,26]. 이처럼 

변화와 스트레스가 심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재난과 같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재난교육에 간호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켜야 하며, 재난교육의 효과성 증진

을 위해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고 훈련하는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재난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경험 부족은 졸업 후 재난현장에서 간호사로 일

하게 되는 간호학생들의 역할 수행능력을 떨어뜨리며, 

이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와 불안

을 느껴, 자아탄력성을 더욱 더 떨어뜨리는 계기가 된

다. 이처럼 재난과 같이 예측이 힘든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

아를 적절히 통제하여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고 본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재난 관련 

특성 중, 응급실 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간호학생들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점수에 차이가 나

타났다. 응급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들이 실

습 경험이 없는 간호학생들보다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응급이

나 재난 관련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이 교육을 받지 않

은 간호학생보다, 응급 교육을 학교와 병원 단위에서 받

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학생보다 경우와 비

교했을 때,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점수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응급 또는 재난교육에서 교육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

성이 있으며, 향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과 전공에 매

우 만족하거나 만족한 경우가 보통으로 만족하거나 만

족하지 않는다의 경우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이나 재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간

호학생의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이 높았

는데, 이는 재난간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재난간호 

지식과 기술 정도가 높게 측정된 선행연구[23,26]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재난간호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재난인식, 재난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재난교육의 효

과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간호학

생들에 대한 재난교육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간호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교육이나 실습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특정 학기에만 개설되지 않고, 재학기간의 교

과과정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체계적인 재난 관리 

교육은 간호학생들의 재난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며, 이는 재난 관리 태도와 준비도에 영향을 미

쳐, 궁극적으로는 재난 관리 실천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학생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재난준비도 및 자

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였다. 이는 재난인식이 높을수록 재난준비도와 자

아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한 선행연구[20]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재난 업무 수행 능

력에 영향을 미치므로[25,27], 재난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될 간호학생들의 재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2개 도시의 4개 대학 간호학생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나, 각 대학이나 병원의 교육과정, 실습과

정 등 간호학생들의 재난 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차이는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

로, 향후 이 점을 보완한 반복 및 확장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재난 관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난 관리는 보건의

료기관의 환경이나 시스템과도 관련성이 있지만,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성공적

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

장의 간호사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 단위에서 간호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재난교육이 꾸준하게 이

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 평가 방식

이지만, 간호학생들의 재난 관련 인식 정도와 준비도 및 

자아탄력성을 직접 평가하고, 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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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재난 관련 인식, 준비도 및 

자아탄력성 강화에 대한 교육내용을 학부 및 임상실습 

단위의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하는 바

이다. 첫째, 간호학생들의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반복 및 확장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간호학생들의 재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

는 융합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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