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재

난과 관련된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재난현장에 출

동하는관련인력도재난대응역량을강화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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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능을와해시키는큰규모의사건으로서그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상적인 능

력으로처리할수없는피해를일으키는단일또는일련

의 사건을 말한다[2].

재난발생시 짧은 시간에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와 발생 시의 대

응체계의 마련은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본이며 특히

의료지원은재난대응의핵심요소이다. 그러나정부자원

만으로해결되기어렵고광범위한민간의료자원의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3]. 특히 재난발생시

많은 환자로 인해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서 의료인력 중 가장 큰 그룹인 간호사는 초기 대응자,

현장 중증도 분류와 응급처치 제공자, 직접케어 제공자,

현장케어코디네이터, 정신건강상담자로서매우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4].

외국에서는재난의심각성에대한인식과재난대비를

위해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 다양한 재난상황의 교

육과훈련을실시하고있고[5], 간호대학에서도재난간호

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재난간호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6]. 간호학

생을 위한 재난교육에는 재난에 대한 정의, 재난시 의료

인의 활동에 대한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에 대한재난응급의료협회가 창립

되었고, 2010년에 대한재난간호학회가창립되어국내재

난의료 및 재난대비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에대한의료인들의인식은증가하고있으나재난대

비교육과정은매우제한적이다[7]. 간호사들은재난경험

과 재난간호 및 재난관련교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재난대비역량이낮다고인식하였다[8,9]. 경험부족은재

난대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며, 반

면 재난상황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은 재난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켜 준다[10].

재난대응경험부족을극복하기위해서는재난대응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위한 훈련이 중요하며, 특히

재난현장에서는재난특유의지식과기술의습득이필요

하고 임상과는 전혀 다른 열악하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

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

련이요구되며간호학생때부터기본적인교육이필요하

다[11].

하지만, 간호학생의재난간호에대한필요성과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12], 국내 간호대학에서 개설되어 있

는응급및재난간호교과목은대부분전공필수가아닌

전공선택으로운영되고있고교육내용도응급간호위주

로교육되고있으며간호학생을위한교육프로그램은거

의 없는 실정이다[13].

지금까지의재난간호관련연구는간호사에게필요한

재난간호에 대한 교육보다는 재난간호역량에 대한 실태

를파악하는연구[7,10,12,14-20]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는 재난간호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13,21], 재난간

호업무지침을개발하는연구[22], 일본과한국의간호대

학생이재난간호에참여하고자하는동기를비교하는연

구[23] 등이 있다.

이처럼재난간호역량을강화하기위한연구는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실시된재난간호교육프로그램은간

호사를 위한 연구[24]와 간호대학생를 위한 연구[25]로

간호학 전공자가 단독으로 개발하거나 의료분야 종사자

가 단독으로 개발한 연구[24,25,26]가 대부분이었다.

최근국내에서도재난발생이증가되고있어재난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예방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

력의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간 접근을 통한 심화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사례기반 학

습, 모의상황실습등의다양한교육방법을적용하고, 피

해자와 구조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예방 등의 심

리적지지 중재가 포함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WHO와 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에서는

공중보건, 정신간호, 보건의료관리자, 응급실 관리자, 간

호사, 재난간호 영역의 역량 틀을 분석하여 재난간호역

량틀을제시하였다[27]. 이는재난에대한예방, 대비, 대

응, 복구의 4개 역량 영역과 10개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역량 틀에서는 지식, 이해와 판단력, 기술,

태도를 다루고 있다. 각 도메인과 구체적 행동을 달성함

으로써 역량달성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WHO와 ICN에서 제시한

재난간호역량[27]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융합적 재난간호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적용하여재난간호지식, 준비

도 및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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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연구의목적은재난간호융합교육프로그램이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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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가설을 다음과 같다.

가설 1.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재난간호 지

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재난간호 준

비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

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재난간호 자

신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재난간호융합교육프로그램을제공받은간

호학생의 재난간호 지식, 준비도 및 자신감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적용

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의대상자는 B광역시소재간호학과 4학년학

생으로 2017년 4월에각학교간호학과홈페이지, 부산시

간호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재난간호 융합프로그램

에 관심이 있는 학생 60명을 모집하였다. 이들을 무작위

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 30명씩 배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d)는 허성수의 연구[25]에서 제시한 0.80을 기

준으로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양측검정에서 independent t-test에 필요한 표본수는 각

집단별 26명이었다. 탈락률을고려하여실험군과대조군

각 30명으로선정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실험군으로

배정된 3명이탈락하여최종실험군 27명, 대조군 30명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종교, 평균학

점,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재난관련 교육의 필요

도와 중요도, 재난교육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2.3.2 재난간호 지식
재난간호 지식은 국가재난응급의료교육과정과 재난

간호교육교과목교재를토대로허성수가개발한재난간

호 지식 도구[25]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25문항으로점수범위는 0점에서 25점으로점수가높

을수록 재난간호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시

KR-20값은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KR-20값은 .82였다.

2.3.3 재난간호 준비도
재난간호 준비도는 WHO와 ICN에서 제시한 재난간

호역량[27]과 간호사 재난대비상태 도구[8]를 토대로 허

성수가 개발한 재난간호 준비도 측정 도구[25]를 사용하

여측정한점수를의미한다. 총 26문항의 Likert 5점척도

로구성되어있으며 ‘전혀그렇지않다’는 1점, ‘매우그렇

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준비도가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 개발시 신뢰도 Chronbach’s α는 .92, 본 연구에

서는 .95였다.

2.3.4 재난간호 자신감
재난간호 자신감은 재난간호에 대한 자신감 정도에

대해 ‘자신감이매우없다’ 1점, ‘자신감이매우높다’ 5점

의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
본연구의재난간호융합교육프로그램은간호학과교

수 5명, 소방방재학과 교수 2명, 통합외상센터 간호사 2

명과소방공무원 2명이WHO와 ICN의재난간호역량[28]

을 토대로 문헌고찰과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작하였다.

교육내용은 재난관리 총론, 재난유형별 관리, 재난의료

지원 경험, 재난의료 모의상황 실습, 재난의료 현장시나

리오 종합실습, 재난심리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군에게는 1일 7시간씩,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간, 주 4회, 8일간 56시간동안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

프로그램시행전프로그램개요에대해 1시간설명하였

으며프로그램이수후 3시간동안재난교육에대한소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380

과재난상황에대한자유토론을시행하였다. 이론교육은

실험군 전체가 함께 교육을 받았고 실습은 4∼5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실습은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28] 사례를 적용한 종합상황실습을 적

용하였다. 프로그램에대한구체적내용은 <Table 1>과

같다. 프로그램코디네이터는재난심리강사자격을소지

한간호학과교수와응급간호학을교육하고있는간호학

과 교수 2인이 맡았다. 세부 교육은 해당 분야 5년 이상

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Table 1> Program Objectives, Contents and Instructor
Day Objectives Contents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 Instructor(n) Methods

Before
- To guide of the program
- To introduce program coordinators and themselves

Professors of
Nursing(2)

-Lecture
-Conversations

Day 1
(June 26)

To understand
basic disaster
concepts

-Definition and types of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proces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anagement by
disaster type

Prevention/Mitigation
1) Risk reduction,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 Policy development and
planning

Professors of
Disaster
Management(2)
Fire-fighting
officer(1)

-Lecture

Day 2
(June 27)

To establish a plan
for disaster
preparedness

To explain the role
of nurses in
disaster

-Disaster medical support team
-Caring disaster related victim
-Hospital incident command
system
-Principle of risk communication
-Disaster tirage

Preparedness
3) Ethical practice, legal practice
and accountability
4)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5) Education and preparedness

Professors of
Nursing(1)
Emergency
nurse(2)

-Lecture
-Small group learning
-Interactions among
learners

Day 3
(June 29)

To explain how to
give psychological
first aid

To explain
psychological
influence during
disaster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cute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First aids’ psychological
influence of disaster
-Victims’ psychological
influence of disaster

Preparedness
3) Ethical practice, legal practice
and accountability
4)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5) Education and preparedness

Response
7) Care of individual and families
8) Psychological care
9) Care of vulnerable populations

Professors of
Nursing(1)
Emergency
nurse(2)
Disaster
psychology
educator(4)

-Lecture
-Small group learning
-Interactions among
learners

Day 4
(June 30)

To explain
psychological
influence after
disaster

To counsel
psychological
difficulties

-Sharing disaster medical
support experience
-To image disaster medical
situation case

Response
6) Care of the community
7) Care of individual and families
8) Psychological care
9) Care of vulnerable populations

Army Nurse
Officer
(Lieutenant
colonel 1, major
1, captain 1)

-Lecture
-Small group learning
-Interactions among
learners

Day 5
(July 3)

To be able to put
on and take off
PPE

To understand flow
chart of disaster
triage

-Field practice-disaster nursing
education center
-On and Of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Level D)
-Nursing skills on PPE

Response
6) Care of the community
7) Care of individual and families
8) Psychological care
9) Care of vulnerable populations

Army Nurse
Officer
(Lieutenant
colonel 1, major
2, captain 5)

-Small group learning
-Practice
-Feedback

Day 6
(July 5)

To assess
vulnerable group

To be able to put
on and take off
PPE

-To write disaster medical
situation case scenario
-On and Off PPE(Level A)
-On and Off PPE(Level C)

Response
6) Care of the community
7) Care of individual and families
8) Psychological care
9) Care of vulnerable populations

Recovery/Rehabilitation
10) Long term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recovery

Professors of
Nursing(3)
Emergency
nurse(2)
Fire-fighting
officer(1)

-Communication
-Small group learning
-Interactions among
learners
-Problem solving
-Practice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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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2017년 6월 26일부터 2017년 7월 7일까지프로그램을적

용하였으며프로그램시작전날과종료후다음날실험

군과대조군에게자기기입식설문조사방법으로사전·사

후조사를 시행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 SPSS Version 23.0 프로그램을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참여자의일반적특성은기술통계, 실험군와대조

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t-test, χ2 test, Fisher’s exact

test, 가설검정은집단내비교는 paired t-test, 집단간비

교는 사전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 independent t-test, 동

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ANCOVA로 분석하였다.

2.7 윤리적 고려
연구에앞서연구자가소속된기관의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DIRB-201705-HR-R-016). 연구

대상자는 공고를 통해 재난간호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였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이 직

접 동의서를 읽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

적과 과정, 연구를 통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밀유지가 된다는 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참여

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무작위로실험군과대조군으로할당한후실험군에게

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사전·사후조사

만시행하였다. 대조군으로분류된학생에게는사후조사

가 완료된 후 희망자에게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모든대상자에게는소정의기념품을제공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참여자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 재난교육을 받은 경험을 제외하

고는성별, 연령, 종교, 평균학점, 임상실습만족도, 재난교

육의 필요도, 재난교육의 중요도 등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재난교육을 받은 경

험이있는학생은실험군보다대조군이유의하게많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적용 전 종속변수를 분

석한결과는 <Table 3>과같다. 재난간호지식은실험군

총점평균 14.67±3.45점, 대조군 12.73±2.96점으로 실험군

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28, p=.027). 재난간

호 준비도는 실험군 2.92±0.32점, 대조군 3.23±0042점으

로대조군이실험군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t=3.04,

Day 7
(July 6)

To be able to
provide appropriate
nursing

-Final practice in scenario
-Clinical performance training

Response
6) Care of the community
7) Care of individual and families
8) Psychological care
9) Care of vulnerable populations

Professors of
Nursing(4)
Emergency
nurse(4)

-Communication
-Small group learning
-Interactions among
learners
-Problem solving
-Practice
-Feedback

Day 8
(July 7)

To explain
psychosocial
support

To explain
resources for
disaster recovery

-Disaster psychosocial support
-Sharing disaster medical
support experience
-Field trip : fire and safety
center

Prevention/Mitigation
1) Risk reduction,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 Policy development and
planning

Response
8) Psychological care

Recovery/Rehabilitation
10) Long term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recovery

Professors of
Nursing(1)
Emergency
nurse(1)
Fire-fighting
officer(2)

-Communication
-Small group learning
-Interactions among
learners
-Practice
-Feedback

After
- Sharing the experience and feeling about the program
- To introduce program coordinators and themselves

Professors of
Nursing(3)

-Communication
-Self reflection
-Feedback

* WHO & ICN. ICN Framework of Disaster Nursing Competenc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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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4). 재난간호 자신감은 실험군 2.74±0.59점, 대조군

2.93±0.69점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12, p=.267).

3.2 가설검정
재난간호융합교육프로그램적용의효과에대한간호

학생의 재난간호 지식, 준비도 및 자신감에 대한 가설검

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N=57)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27) Cont(n=30)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3 4

0.07 1.000
Female 24 26

Age 22.70±2.93 22.13±1.50 0.94 .352

Religion
None
Have

18(66.7)
9(32.3)

22(73.3)
8(26.7)

0.30 .773

Grade point average
≥3.5
3.0∼3.5
<3.0

3(11.2)
12(44.4)
12(44.4)

5(16.6)
17(56.7)
8(26.7)

2.00* .414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Ordinary
Satisfaction

0(0.0)
2(7.8)
25(92.2)

1(3.3)
9(30.0)
20(66.7)

5.72* .03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rdinary
Satisfaction

6(22.2)
21(77.8)

13(43.3)
17(56.7)

2.85 .159

Experience of disaster training
None
Have

21(77.8)
6(22.2)

12(40.0)
18(60.0)

8.32 .004

Necessity of disaster education
Ordinary
Necessity

0(0.0)
27(100)

3(10.0)
27(90.0)

2.85* .239

Importance of disaster education
Ordinary
Importance

0(0.0)
27(100)

5(16.7)
25(83.3)

4.93* .053

* Fisher’s exact test,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N=57)
Variables

Exp(n=27) Cont(n=30)
t p

M±SD M±SD

Disaster Nursing Knowledge 14.67±3.45 12.73±2.96 2.28 .027

Disaster Nursing Preparedness 2.92±0.32 3.23±0.42 3.04 .004

Disaster Nursing Competence 2.74±0.59 2.93±0.69 1.12 .267

<Table 4> Comparison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after Education           (N=57)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t(p)

Difference t or F

(p)M±SD M±SD M±SD

Disaster Nursing

Knowledge

Exp(n=27) 14.67±3.45 21.89±3.39 7.50(<.001) 7.22±5.00 81.41*

(<.001)Cont(n=30) 12.73±2.96 13.73±2.90 1.94(.063) 1.00±2.83

Disaster Nursing

Preparedness

Exp(n=27) 2.92±0.32 4.28±0.33 14.65(<.001) 1.35±0.48 110.62*

(<.001)Cont(n=30) 3.23±0.42 3.24±0.51 0.22(.827) 0.02±0.38

Disaster Nursing

Competence

Exp(n=27) 2.74±0.59 4.07±0.62 7.90(<.001) 1.33±0.88 7.27

(<.001)Cont(n=30) 2.93±0.69 2.73±0.74 -1.53(.136) -0.20±0.71

* ANC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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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에서의 재난간호 지식은 프로그램 적용 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7.50, p<.001), 대조군에서는

차이가없었다(t=1.94, p=.063). 집단간 비교를통해분석

한결과, 재난간호융합교육프로그램을적용한실험군은

대조군에비해재난간호지식이유의하게증가하여가설

1은 지지되었다(F=81.41, p<.001).

실험군에서의재난간호준비도는프로그램적용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14.65, p<.001), 대조군에서는

차이가없었다(t=0.22, p=.827). 재난간호융합교육프로그

램을적용한실험군은대조군에비해재난간호준비도가

유의하게증가하여가설2는지지되었다(F=110.62, p<.001).

실험군에서의재난간호자신감은프로그램적용전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7.90, p<.001), 대조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1.53, p=.063).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

그램을적용한실험군은대조군에비해재난간호자신감이

유의하게증가하여가설 3은지지되었다(t=7.27, p<.001).

4. 논의
재난은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

황에처하게되면서사회의존속을위협하게될수있는

상황이다. 재난안전지대라고생각하고있는우리나라에

서도 1990년 한강대홍수, 2004년폭설,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1994년 성수대교 붕

괴,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 2014년 세월호침몰등다양

한 사회적 재해에 노출되어 왔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에

서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재난관리과정에서의료인인간호사는대응단

계에 직접 개입하여 피해방지를 최소할 수 있는 유용한

인적자원이다. 따라서재난발생시간호사는병원에서뿐

아니라현장으로직접출동하여재난관련대응활동을할

수있는준비를갖추어야한다. 또한재난상황은한분야

에서연구를진행한다는것이불가능할정도로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4학년 간

호학생의 재난간호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난에 대한

간호학, 소방방재학, 통합외상실무등을포함한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WHO와 ICN의 재난간호역량[27]

을 토대로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의 재난간호교육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시행한 것

[6,24,25,26]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였다. 특히

재난상황에서의대응을위해서는민과관이함께협력하

는 것이 중요하므로[29] 민·관·군이 함께 교육을 시행하

였다. 교육시간은사례를중심으로주1회 2시간씩총 4회

8시간 진행하거나[25], 모의상황을 제공하여 강의, 토론,

실습을 활용한 30시간의 교육을 시행한 사례[24]가 있었

으나 재난간호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실습을 포함한 경우

2주간 진행한 것을 참고하여[26] 주당 28시간씩 총 56시

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교과목의 일

환으로 진행하거나[6], 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시행한

선행연구[25,26]의 한계를 넘어서 ‘군 재난안전교육센터’,

‘B시소방안전본부’를 방문하여실습을 시행함으로써피

교육자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에서 25점 만점의 재난

간호 지식은 14.67점에서 21.89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대조군은 12.73점에서 13.73점으로통계적으로유의

한차이가없었다. 이는선행연구[6,20,25,26]와 동일한결

과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높았으나 지식에서의 현격한 점수차이는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상쇄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재난교육경험이실험군에서더적었음에도실

험군의재난간호지식점수만유의하게증가한것은재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재난간호

지식이본프로그램참여를통해향상되었음을나타낸다.

특히다양한영역의전문가들이함께참여한융합교육이

재난간호 영역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정규교육과정에서학습할수없었던재난관

련 심화학습과 재난 체험이나 사례를 통한 모의훈련 등

으로재난대비교육을실시하였는데이과정에서자연스

럽게 재난관련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실험군은 5점

척도의 재난간호에대한 준비도에서 1.35점 증가하여통

계적으로유의한향상을보인데비해대조군은 0.02점증

가하는데그쳤다. 이 역시선행연구[25]와 동일한결과였

고, 직접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재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재난에 대한 수행능력이 향상된

다는 연구[9,1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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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재난교육경험이 더 적어서 재난간

호 준비도가 더 낮았음에도 프로그램 적용 이후에는 더

높은 준비도 점수를 나타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실

험군에서 높았으나 이수 전 준비도 값은 오히려 실험군

에서 더 낮게 측정되어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간호 융합교육프로그램은

재난간호 준비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사전조사에서 측정한 대상자의 자신감 점

수는실험군, 대조군에서각각 2.74점, 2.93점으로 5점만

점에 3점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서자신감이높

지않음을알수있었다. 하지만 2주간의융합교육프로그

램에 참여한실험군의 자신감 점수가 4.07점으로유의하

게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2.73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실

무현장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감은반드시수반되어야하는요소이다. 이러한자신

감은학습경험이높을수록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0].

본 연구에서개발한재난간호융합교육프로그램은응

급실 수준의 간호활동이외에도 재난사고현장에서 즉각

적으로 출동하여 현장을 관리하거나 구조, 구급활동 등

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 재난관련 이론적 지식의 심화뿐만 아니라 재

난의료모의상황실습, 재난의료현장시나리오종합실습,

재난심리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모의상황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 의사결정 및 문

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학생의 지식, 준비도,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모의상황은실제로발생했거나발생하고있거

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의 상황을

제공하여학습자가이를경험하게하는현장성이전제되

어야하고, 교육과평가에효과적인전략이며[24], 학습자

의지식, 술기뿐만아니라자신감의향상에기여한다[31].

최근에우리나라에서도지진, 화재, 붕괴등다수의사

상자가발생하는재난상황이자주발생하고있어신속하

고 정확한 중증도 분류 교육 등 심화교육은 재난발생으

로인한인명의피해를줄이고생명을구하는데반드시

필요하다. 학부교육과정에서교육과목을추가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재난간호를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있는

간호학생으로 준비시키는 것은 오늘날의 대학교육이 추

구해야 하는 바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확립

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토대로간호교육에서는재난간호역량

을 바탕으로 재난간호 지식, 준비도 및 수행의 자신감과

수행의 숙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연계형

재난간호 융합교육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하도록

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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