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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H읍과 Y시의 간호대학생 3, 4학년 194명
이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
자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이며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은 높은 수준이었다. 본인이나 가족의 신종
감염병 감염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더 높았다. 신종감염병
에 대한 인식은 신종감염병 관련 윤리 인식(r=.291, p<.001), 윤리적 의사결정(r=.143, p=.046)과 양의 상관이 있고, 
감염병 관련 윤리 인식은 윤리적 의사결정과 양의 상관(r=.274, p<.001)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유행 시 간호대학생들의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주제어 : 코로나-19,  간호대학생, 신종감염병 인식,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identify of awareness about pandemic influenza, 
ethical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in the situation of COVID-19 pandemic. The subjects 
were 194 nursing students in H and Y city. Data collected from May 1 to June 20, 2020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4.0 program. The subject's awareness about pandemic influenza was moderate, and 
ethical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were high. Ethics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levels were higher for those who had a history of infection with new type of infectious 
disease than those who did not. Awareness about pandemic influenza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thical awareness(r=.291, p<.001) and ethical decision-making related to pandemic influenza(r=.143, 
p=.046), ethical awareness i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thical decision-making(r=.274, p<.001). Based 
on result, propose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program to make correct ethical decisions in the 
social disaster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for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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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 11일 신종감염병 대유
행(pandemic)으로 선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SARS-CoV-2 의 감염으로 유발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에 확진자 14,351,329명, 사망자 603,577명, 우
리나라에서도 확진자 13,771명, 사망자 296명(2020년 
7월 20일 기준)을 발생시킨 신종감염병이다[1]. 최초 발
생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미진
한 상황이며 재 유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활 속 거리두
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하게 관리되
어지고 있다. 현 상황은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시대라는 
개념을 넘어 그 이후 변화할 시대상에 대하여 많은 분야
에서 새로운 페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2.]. 

이러한 감염병은 사회 재난에 속하며 확산될 경우 개
인과 공중간의 이익이나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나 그러
한 상황에서도 공중 보건학의 근거에 따라 효과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여야하며 더불어 윤리적 측면을 확보해야 
한다[3]. 의료인들은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와 치료에 집중하면서도 다양
한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강제 격
리와 치료, 환자의 비밀유지, 위급 상황 시 자원의 분배, 
적절한 의료적 치료와 질 보장 등 이다[4,5],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전문직 신념과 사회적 역할 기대 속에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부분의 의료인들은 감염의 위험을 안고 환자 진료 및 간
호에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6]. 신
종감염병의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감염병의 확산
을 예방하기 위한 환자의 정보관리, 환자의 격리와 치료, 
자원의 분배 문제는 일반 상황에서의 의료 윤리와 상충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재난상황에서는 감염
병 관리와 윤리적 문제를 모두 반영한 우선순위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3,7]. 신종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의
료인은 사회적 고립감과 감염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윤리
적 원칙에 충실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으며[8] 간호사의 
신종감염병 환자 간호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덕
적 민감성의 향상과 함께 간호윤리에 대한 교육이 중요
한 요소이므로[9] 간호사의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간호사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윤리적 가치
관 확립은 간호사로서 올바른 생명윤리 인식과 함께 환
자안전을 위한 간호를 수행함에 중요한 요인이므로[10]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간호대학생
의 윤리 인식을 확립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성장
시키는 일은 미래에 다가올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

신종감염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신
종감염병에 노출된 의료인의 윤리적 측면과 직원교육, 감
염관리 등의 연구[6,5,11]가 진행되었고, 최근 코로나
-19와 관련하여서는 코로나-19의 질병 역학, 환자 관리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13]. 신종감염병
에 대한 국내연구는 신종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연구
[14,15]등과 메르스를 경험한 간호사의 윤리문제, 경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이직 의도를 다룬 연구[16-19]등이 
수행되었다. 신종감염병 관련 간호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메르스 발생 이후 간호대학생의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20]외에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
로나-19와 관련된 간호대학생들의 감염병 인식이나 윤
리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 상
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
악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 시 윤리인식과 윤리적 의사
결정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감염병 관련 윤
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감염병 대유행(pandemic) 상

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 인식 
및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을 파악하고 변수들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H읍과 Y시에 위치한 3개 대학의 간호학 
전공 3, 4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G* 

power 3.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2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0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출한 표본은 
164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05명을 조사하였다. 이중 결측치가 포함된 11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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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194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도구로 사

용하였으며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신종감염병에 대한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임상실습 경험, 전공만족, 재난교육으
로 구성되었고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은 현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습득 방법, 감염 
경험, 자가격리 경험, 신종감염병 치료 경험, 사회·경제 
활동 지속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2.1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Park[8]이 개발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도구를 사

용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신종
감염병의 진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지, 추후 우
리나라에 신종감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 최근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세계보건기구나 정부의 대
응이 적절한지, 정부의 약제비축 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
하는지, 미래 신종감병병 대유행시 치료제가 충분할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적절한지, 미래 신종감염병이 대유행
될 때 그 심각도가 높을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적절한지
에 대하여 개인의 생각을 묻는 도구이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종감염병 
관련 해당문항에 대한 동의가 큼을 의미한다. Park[8]의 
연구에서 Cronbach’s a= .59 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 .58 이다 

2.2.2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윤리 인식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 인식 측정 도구는 

Kim[21]에 의해 개발되고, Park 등[19]이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 Kim 등[2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개인 생활 통제, 의료인 보호
에 대한 윤리 지침 마련, 보호 장비 착용을 통한 의료진 
보호,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권리, 정부
차원의 개인통제에 대한 동의 등 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
으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

에서 관련 문항의 내용에 대한 윤리 인식이 높음을 의미
한다. Kim 등[2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 .71이
다. 본 연구의 Cronbach’s a= .79 이다.

2.2.3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측정 

도구는 Kim[21]에 의해 개발되고, Park 등[19]이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 Kim 등
[2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자율성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
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인 의료 윤리 4원칙[22] 등에 근거
를 두고 있으며 원칙별 2개 문항씩, 총 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각 상황에 대하여 “예”, “아니오”의 이분형 척도
로 이루어졌다. 총점은 0-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종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 등의 연구[19] 신뢰도 
Standardized Cronbach’s a=.46이며 Kim 등의 연구
[20]에서는 신뢰도 Kuder- Richardson 20= .54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Kuder- Richardson 20= .50 이다.

2.3 자료수집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대학을 방문하고 

학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후 연구 참여
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구에 대하
여 설명한 후 자료를 수집 하였다. 

2.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 윤리의 실행과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

하여 연구목적, 내용, 자발적 연구 참여, 상시 철회 가능
성, 자료 익명성과 응답한 자료에 대한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응답
한 내용은 연구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
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으며 동의한 자에 한하여 별도
의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2.5 자료 분석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 인식, 윤리적 의

사결정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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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 인식, 윤
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t-test, ANOVA, Scheffé test를 
구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과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체 194명
이며 84.5%가 여학생으로 평균 연령은 24.65세 였다. 임
상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이 62.9%이고 한 학기 이상 임
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37.1%이었다. 70.6%의 대상자
는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며, 79.4%는 재난교육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경우가 39.7%
로 가장 높았고 대중매체(33.0%), 소셜 미디어(26.3%), 
학교교육(2%) 순이었다. 15.5%의 대상자는 본인이나 가
족 중 신종감염병 감염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감염질환
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A형에 감염이 96.7%, 코로나-19 
3.3%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자가 
격리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1%이며, 30.9%는 신종감
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2 대상자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Items Mean±SD
Can you clearly explain the current a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3.51±.71
Did you continue to pay attention in a pandemic  new 
infectious diseases process through news? 4.04±.72
Do you thin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o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in Korea? 4.21±.64
Do you thin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o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in Korea? 2.78±.91
Do you think the government’s response to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was appropriate? 3.47±.90
Do you think  that the government has sufficient 
reserves of drugs (vaccination and antiviral drugs) to 
fight against various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3.01±.91

Do you think vaccinations and anti-viral drugs will be 
in short supply when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3.75±.85

Do you think experts' predictions about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were appropriate? 3.49±.69
If  pandemics of new infectious diseases occurs in the 
future, do you expect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o be 
very large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COVID-19?

4.26±.67

Do you think the classification and judgment criteria 
for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phase are appropriate? 3.74±.78

Average in total 3.63±.34

Table 2. Awareness about Pandemic influenza  (n=194)

 Characteristics  N % Mean±SD Range
 Gender Male  30  15.5

Female 164  84.5

 Ages(year) 
20-21  74  38.1

24.65
±7.22 20-5822-24  74  38.1

25-29  27  13.9
≥ 30  19   9.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 o 
experience 122  62.9
More than
one semester  72  37.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37  70.6
Somewhat /
Not satisfied  57  29.4

Disaster education
experience Yes 154  79.4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4)

No  40  20.6

Information
acquisition of new
infectious diseases

Portal  77  39.7
Mass media  64  33.0
Social media  51  26.3
School
education 2 1.0

New infectious
disease infected
experience of
participants or

family

Yes 30  15.5

No 164  84.5

disease
(n=30)

H1N1
COVID-19

29
1

 96.7
  3.3

Self-isolation
experience of
participants or

family related to
COVID-19

Yes 8   4.1

No 186  95.9

Treatment experience 
of participants or 

family by COVID-19 
Yes   1    .5
No 193  99.5

Continued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in
a pandemic

Yes  60  30.9

No 134  69.1
Total 1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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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수준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가 응답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수준
은 5점 만점에 평균 3.63±.34점 이었다. 대상자는 ‘미래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의 심각도가 매우 클 
것’(4.26±.67점)의 항목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 항목으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신종
감영병의 대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4.21±.64점) 이었으
며, ‘최근 신종간염병 발생 시 세계보건기구 대응의 적
절’(2.78±.91점)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Items Mean±SD
I accept that in a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individual daily life is controlled by hospital 
policy.

4.27±.64

In the face of the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ethical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medical personnel are needed.

4.59±.59

In the event of a pandemic of new infectious diseases, 
medical staff needs to be protected by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4.75±.46

I have the right to receiv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infectious diseases and related diseases in the event 
of pandemics infectious diseases.

4.69±.52

I agree on governmental personal control (e.g., 
restrictions on overseas travel, prohibition of assembly, 
personal quarantine, etc.) to prevent the spread of 
new infectious diseases.

4.63±.60

Average in total 4.59±.42

Table 3. Ethical awareness on Pandemic influenza 
(n=194)

3.3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 인식
연구대상자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윤리 인

식은 Table 3와 같다. 대상자가 응답한 신종감염병 대유
행 상황에서의 윤리 인식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59±.42점 이었으며, ‘의료인 보호에 대한 윤리 지침 
마련’(4.75±.46점) 항목이 가장 높고, 그 다음 항목은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
리’(4.69±.52점)이며, ‘병원 방침에 따라 개인의 일상생
활 통제’(4.27±.64점)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4 대상자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 의사결정
연구대상자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가 응답한 윤리
적 의사결정의 평균점수는 8점 만점에 6.65±1.33점 이
었다. ‘자율성존중의 원칙’ 인 ‘환자의 예방접종 거부 의
사 존중’에 대해 71.6% 가 ‘아니오’로 응답하였고, ‘감염
병 의심환자의 강제 하교 조치’는 97.9%가 ‘예’로 답하였
다. ‘선행의 원칙’인 ‘퇴근시간 찾아온 신종감염병 의증환
자 돌봄’은 90.2% 가 예’로 답하였고 ‘병원비를 내지 못
하는 신종감염병 환자의 계속 간호’는 91.2%가 ‘예’로 답
하였다. ‘악행금지의 원칙’ 인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친구에게 예방접종 실시’ 항목은 82.0%가 ‘아니오’, ‘신종
감염병 확진 연예인의 비밀유지 요청 수용’은 76.8%가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정의의 원칙’ 인 ‘백신 부족 시 백
신의 우선순위 무시하고 선착순 접종’은 76.3%가 ‘아니
오’로 답하였고, ‘전염성 높은 환자의 담당업무 수용’은 
‘79.4% ‘예’라고 응답하였다.

Principles Items Yes No
1.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 respect the patient's right to refuse vaccination in relation to pandemic infectious disease.* 55(28.4) 139(71.6)
I agree with the compulsory dismiss of a student suspected of having a new infection  to block 
its transmission. 190(97.9) 4(2.1)

2. Principle of
Beneficence

Even if I have an important appointment, when I meet any suspected by pandemic infectious 
disease, I will examine/ care him/ her. 175(90.2) 19(9.8)
I will continue to care for suspected cases of pandemic infectious disease that have not been able 
to pay hospital bills. 177(91.2) 17(8.8)

3. Principle of
non-maleficence

While the vaccine is not available for the public by the government decision, if my best friend 
wants, I will vaccinate him/ he.* 35(18.0) 159(82.0)
I accept top star C, who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new infectious disease, if he asks for 
confidentiality for an important fan meeting.* 45(23.2) 149(76.8)

4. Principle of
justice

I agree to vaccinate peopl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without prioritization when the 
vaccine for pandemic infectious disease is significantly lacking.* 46(23.7) 148(76.3)
I accept my assignment for patients with highly contagious infectious diseases. 154(79.4) 40(20.6)

Average in total 6.65±1.33
* Reverse coding

Table 4. Ethical Decision-making on Pandemic influenza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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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종감염병 관련 
특성에 따른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전공만족이었다. 전공
에 만족한 대상자가 보통/불만족보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았다(t=4.09, p<.001).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임상실습 
경험(t=-2.50, p=.013), 전공만족(t=3.02, p=.003), 본인
이나 가족 중 신종감염병 감염경험(t=2.33, p=.024) 이
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 인식은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가 경험하지 못한 대상자
보다 높았고,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본인이나 가족 중 신종감염병 감염경험
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 보다 더 높았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에 차
이를 보이는 특성은 연령(F=2.91, p=.036), 전공만족
(t=2.27, p=.026), 본인이나 가족 중 신종감염병 감염경
험(t=2.17, p=.034) 이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서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연령 30세 이상이 20-21세 
보다 높았고,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본인이나 가족 중 신종감염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더 높았다. 

3.6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인식 및 윤리적 
    의사결정 간 상관관계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윤리 인식 및 윤리적 의사결

Characteristics N
  Pandemic influenza

awareness  Ethical awareness  Ethical decision-making
Mean
±SD t/F p

(Scheffé)
Mean
±SD t/F p

(Scheffé)
Mean
±SD t/F p

(Scheffé)

Gender Male 30 3.53±.30 -1.6
5 .100 4.53±.43 -.85 .394 6.47±1.74 -.67 .507

Female 164 3.64±.34 4.60±.42 6.69±1.24

Ages(year) 
20-21a 74 3.62±.33  .51 .677 4.56±.47 .53 .663 6.43±1.33 2.91 .036
22-24b 74 3.65±.37 4.62±.39 6.76±1.33 d>a
25-29c 27 3.56±.28 4.53±.37 6.48±1.45
≥ 30d 19 3.67±.31 4.65±.37 7.37±.83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No experience 122 3.60±.31 -1.1
5 .251 4.53±.44 -2.5

0 .013 6.56±1.37 -1.33 .185
More than
one semester 72 3.66±.38 4.68±.36 6.82±1.25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37 3.69±.32 4.09 <.001 4.64±.38 3.02 .003 6.80±1.29 2.27 .026
Somewhat /
Not satisfied 57 3.48±.33 4.45±.48 6.32±1.36

Disaster education
experience

Yes 154 3.65±.32 2.32 .022 4.58±.42 -.31 .755 6.69±1.33 .69 .489
No 40 3.52±.37 4.61±.41 6.53±1.32

Information Acquisition of new
infectious diseases

Portala 77 3.61±.34 1.44 .234 4.55±.45 1.13 .340 6.60±1.30 2.22 .088
Mass mediab 64 3.69±.31 4.60±.42 6.53±1.48
Social mediac 51 3.56±.37 4.64±.37 6.96±1.09
School educationd 2 3.70±.14 4.20±.28 5.00±1.41

New infectious disease infected 
experience of participants or family

Yes 30 3.69±.37 1.13 .261 4.72±.32 2.33 .024 7.03±.96 2.17 .034
No 164 3.61±.33 4.56±.43 6.59±1.37

Self-isolation experience of 
participants or family related to 

COVID-19
Yes 8 3.58±.25 -.44 .661 4.70±.35 .78 .434 5.88±1.46 -1.71 .090
No 186 3.63±.34 4.58±.42 6.69±1.32

Continued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in a pandemic

Yes 60 3.64±.33 .33 .740 4.65±.40 1.34 .181 6.80±1.30 1.02 .309
No 134 3.62±.34 4.56±.43 6.59±1.34

Table 5. Difference in awareness about pandemic influenza, ethical awareness,  ethical decision-mak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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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간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신종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 인식(r=.291, p<.001), 윤
리적 의사결정(r=.143, p=.046) 이 높았고, 윤리 인식이 
높을수록(r=.274, p<.001)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높았다. 이는 다소 약하지만 양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demic 
influenza

awareness 
Ethical 

awareness 
Ethical 

decision-making
Pandemic 
influenza

awareness 
1

Ethical awareness .291(<.001) 1
Ethical 

decision-making .143( .046) .274(<.001) 1

Table 6.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94)

4. 논의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 시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 정
도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의 감염병 관련 간호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감염병 관련 연구는 아직 미비하여 선
행연구 결과와 비교 논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간호대학생의 
감염병 관련 윤리 문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데 
의의를 두고, 현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신
종감염병 관련 특성을 윤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 4학년 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이 
취소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대상자의 62.9%는 임
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었다. 뿐만 아니라 4.1%
는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의 자가 격리를 경험
하였고 그중 0.5%(1명)의 대상자는 양성 판정을 받아 치
료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신종감염병 대
유행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인식은 3.6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이는 임상실
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메르스 감염병 이후 
수행한 연구[20]의 3.28점, 의료인 대상의 조사 연구 

3.10점 보다[8]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이 임상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온 것은 비교적 최근에 실제적인 
재난을 경험하고 피해를 크게 입은 대상일수록 재난위험 
인식이 높음[23]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항
목 중 미래에 신종감염병 대유행이 발생된다면 그 심각
성이 클 것인지를 묻는 항목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이
는 의료인이나[8]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20]와 동
일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감염병인식 수준이 가장 낮
은 항목은 감염병 대유행 시 세계 보건기구의 대응이 적
절하였는지를 묻는 항목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
장 낮게 평가되었던 정부의 대응능력[8], 정부 약제비축
의 적절성[20]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2015년 메르스 유
행시점에서 정부의 감염병 정보 공개에 대한 정책이 부
정적 평가를 받은 후[3] 현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유
행 시점에서는 정부가 정보의 투명성을 위하여 많은 노
력을 기울임으로서 정부의 감염병 정책에 대한 신뢰는 
커졌으나 반면에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
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종감염
병에 대한 윤리 인식은 5점 만점에 4.59점으로 매우 놓
았다.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메르스 
이후 조사한 윤리 인식 4.31점[20]보다 높으며 임상경력
이 많을수록 윤리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의료인 대상
의 연구[19] 결과인 3.93 점 보다 높다. 간호대학생의 임
상실습 경험은 윤리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10] 보고되어 왔으나 본 연구대상자의 62.9%
가 임상실습 경험이 없으면서도 임상근무 경험이나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19,20] 보다 윤리 인식이 높음
을 볼 때 실제적인 재난 경험이 임상근무 경험이나 임상
실습 경험 보다 윤리 인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윤리 인식에 대한 구체적 항
목측정에서 본인이나 가족 중 신종 감염병 감염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윤리 인식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
의하게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직 신념이나 가치관이 감
염병에 대한 윤리적 인식에 추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지나 이러한 변수에 대한 일반인과의 차이는 추가
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 인식은 ‘보호장구 착용을 통
한 의료진 보호’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항목에
서 점수가 높으며 이는 선행연구[19,20]와 같은 결과이
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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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의료 붕괴의 위협과 함께 감염과 죽음의 위험에 노
출되어 있는 간호사들의 데이터를[24] 접하면서 의료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역 모델’ 등에서 제시[25]된 정보 투명성
의 중요함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감염병 관련 윤
리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신종감
염병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8점 만점에 6.65점
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Kim 연구[20]의 간호대학생 
6.37점, Park 연구[19]의 의료인 4.79점 보다 더 높았
다. 윤리적 의사결정 4개 원칙 중 자율성존중 원칙의 ‘환
자의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권리 존중’ 에 대해서 반대가 
71.6%로 선행연구의 의료인 55.5%[19], 간호대학생 
58.6%[20] 보다 높은 결과이며, ‘의심환자의 강제 하교 
조치 찬성’은 97.9%의 대상자가 의료인 80.2% [19]보다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일반적인 의료체계 내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정의
의 원칙인 4가지 생명윤리 원칙[26]이 제시되어 적용되
고 있으나, 감염병 상황에서는 개인 정보의 보호나 개인
의 자유의지가 침해될 수 있으며, 공중사회의 보호를 위
해 개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적인 
조치의 윤리원칙이 필요하다[3]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현 감염병 유행의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영향으로 대
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선행연구에[19] 비해 
개인의 자율성이 통제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
다. 정의의 원칙에서 ‘전염력 높은 감염자의 업무 수용’ 
은 79.4%가 동의하였고 이는 간호대학생에 대한 선행연
구[20]와는 유사하나 의료인 66.1%[19] 보다는 높았다. 
실제 감염병 환자의 간호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에게 현
실적인 간호업무의 부담에 대한 고려보다는 간호대학생
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직에 대한 의료적 신념이 반영 
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은 실제 
환자를 돌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9,20].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는 
62.9% 가 임상실습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의
사결정 수준이 실제 의료인 보다[19] 높았고, 본인이나 
가족 중 감염병 감염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놓은 것을 
볼 때 실제적인 감염병의 위협을 느끼고 그 위기 상황 속
에서의 고통스런 경험들은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재난 시 간호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실제 재난 상황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교육 
등 재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윤리 인식은 향상되고 
윤리 인식이 높을수록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이 가능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19,20]에서도 동일한 결
과 이다. 

신종감염병 대유행(pandemic)으로 선언된 코로나
-19 감염병 시기는 현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실제적
인 위기이며 이러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다양한 새로운 결정과 함께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로서 가져야할 전문직 가치관
이 성장해 가고 있는 시기 이므로 이러한 경험들이 간호
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이 사회변화의 흐름에 합
류 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
한 다양한 경험, 공감과 사회가치, 영성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2]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염병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조사하기 위
한 연구로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
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다만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윤리문제를 측
정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신뢰도
가 높지 않은 점은 제한점으로 남아있으므로 추후 연구
에서 이러한 영역의 신뢰도 높은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종감염병 대유행(pandemic)상황에서 두 

개 도시 간호대학생 3, 4학년 194명을 대상으로 신종감
염병에 대한 인식과 윤리 인식, 윤리적 의사결정의 수준
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62.9%는 임상 실습 경험이 없었으며 4.1%는 코로나-19
로 인한 본인이나 가족 중 자가 격리를 경험하였고 0.5%
는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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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상자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은 보통수준이나 선행연
구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윤리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
었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신종 감염병 감염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윤리 인식이 더 높았
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높은 수준이며 ‘환자의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권리 존중’에 대한 반대와 ‘의심환자의 강제 
하교 조치 찬성’에 대한 동의가 높게 보고됨으로서 감염
병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의지가 
일부 침해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감염
병 관련 윤리 인식과 윤리적 의사결정은 약한 양적 상관
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윤
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미래에 의료 현장에서 직접간호를 담당
하게 될 간호대학생에게 감염병과 관련한 사회 재난의 
위급 상황 속에서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
는 교육 과정과 그에 따른 지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임에 의의를 두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사
회적 변화를 고려한 간호교육 과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추후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시 대응를 위한 교
육프로그램 개발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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