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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의 관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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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ssociations among moral reasoning, empathy,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moral sensitivity and to determine predictors of nurses’ moral sensitivit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94 nurses in the Republic of Korea. Structured questionnaires consisted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Defining Issues Test, Jefferson Scale of Empathy, and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 21. Results: Nurses’ moral sensitiviti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requency of ethical education, empath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I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significant factors of nurses’ moral sensitivity were age (β=.21, p=.044), the frequency of experience
in ethics education (β=.18, p=.007), empathy (β=.32, p<.001),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β=.25, p=.001),
which explained 33.2% of the variance in nurses’ moral sensitivity. Conclusion: Our study findings show that nurses’
moral sensitivity could be enhanced by more frequent ethics education programs. In addition, nursing ethics education might be developed to include potential strategies to improve empathy and self-efficacy in communication for
high levels of moral sensitivity in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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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서 무의미한 의료기술의 개입은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며
[2],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갈등이 의료전
문가들에게 야기되고 있다[3].
도덕적 민감성은 환자를 둘러싼 문제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

4차 산업혁명으로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하여 갈등을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윤리적 의사결

Technology) 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인공지

정의 핵심요소로 제시되고 있다[4,5]. 특히, 간호사는 의료 현

능 Watson의 도입, 로봇 수술 등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은 인류

장에서 질병의 치유를 통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실천하는 대표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다[1]. 하지만 회복 불능의 상태에

적인 전문직으로 올바른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된다[3,6].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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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 민감성은 안락사, 낙태, 자살 등 생명윤리의 문제해결을

하는 간호사의 필수 역량이다[8]. 윤리적 간호행위의 실천은

위해 올바른 판단과 윤리적 실천을 하는 생명의료윤리인식과

도덕 판단력이나 도덕적 민감성 한 가지 작용만으로는 일어날

연관이 된다[3,4,6]. 또한,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

수 없으며 상호 과정을 통해 발현된다[21]. 그러나 선행연구에

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함께 복잡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윤

서 도덕 판단력을 독립적으로 조사한 연구[22]는 많이 있었지

리적 의사결정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윤리적 의사

만 도덕 판단력과 도덕적 민감성 간의 상관관계와 도덕 판단력

결정 자신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 도덕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복잡하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얽혀있는 임상 현장에서

이다.

간호사는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행위를 수행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8]. 간호

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도덕 판단력, 공감능력, 의사소통

사에게 도덕적 민감성이 부족하게 되면 환자에게 발생하는 윤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민감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뿐 아니

리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의료행위가 올바른

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간호사의 도덕적 민

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9]. 설령 문제를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여 환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

과는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응할 수 없기 때문에[8]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도덕적인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위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도덕적 민감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을 향상시키는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제시하

중요하다.

고자 한다.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교육 경험
[10,11]과 윤리교육 경험 횟수[12]가 보고되고 있으며, 반복적

2. 연구목적

인 윤리교육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4,5,
13]. 또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증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즉, 도덕적 민감성은 상대의 입장에서 필요
와 요구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감능력을
필요로 하며[3,14,15], 타인에 대한 공감이 선행되어야 도덕적
민감성이 발현되어 윤리적 간호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5] 도덕적 측면에서의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공감능력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 민감성은 대화나 토론 등 타
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특히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 기술과 능력 자체가 아
닌, 그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또는 신념을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도덕 판단력,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 정도를 파악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의 차이를 파
악한다.
 간호사의 도덕 판단력,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민감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
한다.

미하는 것으로[17],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자신의 의
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의사

연구방법

소통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18], 공감능력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19]. 그러나 의사소통능력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1. 연구설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도덕적 민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간호사는 합리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도덕 판단

본 연구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력과 함께 도덕적 민감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4]. 도덕 판단력은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도덕적인 원리

2. 연구대상

에 입각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20], 선택 가능한 여러 대
안 중에서 최선의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도덕적 민

본 연구는 일개 시에서 시행되는 간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감성은 윤리적 간호행위가 실천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참석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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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인 동

도구이다. 12개의 질문지 중 피험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의를 표현한 자이며, 간호사의 윤리적 변수들을 조사한 선행연

4개 문항의 순위를 바탕으로 p (%) 점수가 산출된다. 또한 이

구[12,14]에 근거하여 임상경력 1년 미만의 간호사는 연구대상

질문지는 Kohlberg가 제시한 도덕발달 단계의 2, 3, 4, 5A, 5B,

에서 제외하였다.

6단계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p (%) 점수는 가장 높은 단계

본 연구에서는 총 21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에 해당하는 인습 이후 수준(5, 6 단계)의 문항을 선택한 비율을

194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2.4%).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표

나타내는 것이다[20]. 도덕 판단력 도구는 총점으로 계산되며,

본 크기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수준

점수 범위는 최소 0점부터 최고 95점으로 p (%) 점수가 높을수

에서 7개의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효과크기=0.15, 유의수준

록 도덕 판단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Moon [20]의 KDIT의 신

(⍺)=.05, 통계적 검정력(1-β)=.90으로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뢰도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덕 판단력

크기 130명을 만족하였다.

의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었다.

3. 연구도구

4)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Hojat 등[25]이 개발하고 Kang 등[26]이 한국 의사

1) 일반적 특성

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의료인용 제퍼슨 공감척도(Korean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선행연구[12,14]에 근거하여 성

Version of Jefferson Scale of Empathy-HP-version, K-JSE-HP)

별, 연령, 임상경력, 교육수준, 직위, 근무분야, 윤리교육 경험

를 Ryu와 Bang [27]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도구로 측

유무, 윤리교육 경험 횟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정하였다. Hojat 등[25]의 의료인용 제퍼슨 공감척도(Jefferson
Scale of Empathy HP-version, JSE-HP)는 총 20문항으로 구

2) 도덕적 민감성

성되며 관점수용 10문항, 동정적 치료 8문항, 환자의 입장에

도덕적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Lützén 등[23]이 개발한 도

서기 2문항으로 이루어진다. 한국판 의료인용 제퍼슨 공감척

덕적 민감성 설문지(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MSQ)

도(K-JSE-HP)는 문항의 내적일치도 평가에 따라 원 도구에서

를 Jo와 Kim [14]이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덕

2문항을 제외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다. 제외된 2문항은 ‘나

적 민감성 설문지(MSQ)는 총 30문항, 여섯 가지 하위 영역으

는 환자와 그 가족구성원과 깊은 정서적 관계에 빠지도록 내 자

로 구성되었다. 여섯 가지 하위 영역은 관계지향성 3문항, 도덕

신을 두지 않는다’와 ‘나는 비 의학서적을 읽거나 혹은 예술적

적 의미 구조화 6문항, 선행 표현 5문항, 자율성 3문항, 도덕적

경험을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이다. 공감능력 도구는 모든 항

갈등 경험 5문항, 원칙 준수 7문항과 분류되지 않은 1문항(26

목의 평균값으로 계산되며, 점수 범위는 최저 1점부터 최고 7

번)으로 구성되었다. 도덕적 민감성 도구는 모든 항목의 평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yu

값으로 계산되며, 점수 범위는 최저 1점부터 최고 7점으로 점

와 Bang [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

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Jo와 Kim

였으며,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

[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2, 본 연구

이었다.

에서 도덕적 민감성의 Cronbach’s ⍺는 .86이었다.
5)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3) 도덕 판단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Larson 등[17]이 심리 치료자를 대

도덕 판단력은 Rest [24]가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이론

상으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Hong

에 근거하여 개발한 도덕 판단력 검사지(Defining Issue Test,

과 Choi [28]가 번안한 상담자 자기평가 설문지(Counseling

DIT)를 Moon [20]이 2004년 개정한 한국형 도덕 판단력 검

Self-Estimate Inventory, COSE)를 Park 등[19]이 수정 ․ 보완

사지(Korean Defining Issues Test, KDIT)로 측정하였다.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Larson 등[17]이 개발한 상담자 자기평

Moon [20]의 한국형 도덕 판단력 검사지(KDIT)는 Rest의 여섯

가 설문지(COSE)는 총 37문항,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개 딜레마 상황 중 ‘남편의 고민(Heinz and the drug)’, ‘탈옥수

된다. 다섯 가지 하위 영역으로는 구체적 의사소통 기술 12문

(Escaped prisoner)’, ‘의사와 환자(The doctor’s dilemma)’의

항, 상담과정 10문항, 어려운 환자 행동 다루기 7문항, 문화적

세 가지 갈등 상황과 그에 따른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간편형

차이를 다루는 능력 4문항, 가치에 대한 자각 4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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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구는 모든 항목의 평균값으로

보다 크므로 주요변인 분포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

계산되며, 점수 범위는 최저 1점부터 최고 6점으로 점수가 높

의 Durbin- Watson 계수는 2.27로 기준 값인 2와 근접하여 자

을수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등

기상관이 없으며, 허용오차는 0.42~0.98로 0.1 이상이었고, 분

[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4였으며,

산팽창요인 값도 1.03~2.39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Cronbach’s ⍺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92였다.

연구결과
4. 자료수집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적 통계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
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No. 145-8)을 받은 후 2017년 12월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2일까지 자료수집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기관의 설문

자의 평균 연령은 34.64±8.71세였다. 여성이 94.8%(184명)로

협조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을 방문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표현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총 임상경력은 평균 9.54±7.53년으

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자료 폐기에 대한 약속과

로 나타났다.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70.0%로 가장 많았으며 외

미 참여시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래(29.4%), 외과계 병동(20.6%), 정신과 병동(20.6%), 내과계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

병동(18.6%) 순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

며 설문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동의서 및 설명문을 모아 봉투에

었다.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63.9%로 윤리교

담은 뒤 연구자가 일괄 수거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육 경험 횟수가 0회인 경우가 36.1%, 1~2회가 47.4%, 3회 이상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이 16.5%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도덕 판단력, 공감

된 모든 도구는 원 개발자와 한국어 번역판 도구 표준화 연구자

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덕적 민감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는 Table 2와 같다.

5. 자료분석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의 차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의 차이를 t-test와 one-

하였으며, 모든 검증에 대하여 유의수준 ⍺는 .05로 지정하였

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를

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연구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도덕적 민감성은 연령, 임상경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의 차이는 t-test,

력, 교육수준, 윤리교육 경험 유무, 윤리교육 경험 횟수에 따라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도덕적 민감

를 사용하였다.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

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정 결과 20

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대보다 50대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도

6.09, p=.001). 임상경력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은 통계적으로

덕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정에서 임상경력 1년 이상 5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년 이하의 집단이 6년 이상 10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 집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도덕적 민감성에 통계적으로 유의

단보다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8.07, p <

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로 연령, 임상경력, 교육수준(3년제 대학

.001). 교육수준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4년제 대학교 졸업: 0, 대학원 이상: 1), 윤리교육 경험(없음: 0,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검정 결과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집

있음: 1), 윤리교육 경험 횟수(0회/1~2회: 0, 3회 이상: 1)를 가

단보다 대학원 이상의 집단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

변수 처리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위계적 다

로 나타났다(F=5.42, p =.005). 윤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도

중회귀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기본가정을 검

덕적 민감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2, p=

토하였다.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5

.045). 윤리교육 경험 횟수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 또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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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Moral Sensitivity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94)
Moral sensitivity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Age (year)

n (%) or M±SD

t or F (p)
Scheffé́

M±SD

10 (5.2)
184 (94.8)

4.95±0.60
5.12±0.52

-0.88 (.382)

20’sa
30’sb
40’sc
50’sd

64 (33.0)
79 (40.7)
38 (19.6)
13 (6.7)
34.64±8.71

4.72±0.59
5.05±0.54
5.11±0.65
5.20±0.42

6.09 (.001)
a＜d

Clinical career (year)

1~≤5a
6~≤10b
c
11~≤15
16~≤20d
≥20e

73 (37.6)
53 (27.3)
30 (15.5)
23 (11.9)
15 (7.7)
9.54±7.53

4.69±0.56
5.21±0.48
4.98±0.56
5.16±0.50
5.10±0.85

8.07 (＜.001)
a＜b, d

Education level

Diplomaa
Bachelorb
Graduate schoolc

68 (35.1)
99 (51.0)
27 (13.9)

4.83±0.68
4.97±0.53
5.27±0.49

5.42 (.005)
a＜c

Position

Staff
Charge
≥Unit manager

136 (70.0)
29 (15.0)
29 (15.0)

4.90±0.58
5.06±0.48
5.15±0.74

2.56 (.080)

Nursing unit

Outpatient department
Surgical ward
Medical ward
Psychiatric ward
Others

57 (29.4)
40 (20.6)
36 (18.6)
40 (20.6)
21 (10.8)

4.90±0.59
4.93±0.56
5.00±0.52
4.99±0.80
5.10±0.31

0.51 (.730)

124 (63.9)
70 (36.1)

5.03±0.54
4.85±0.68

2.02 (.045)

70 (36.1)
92 (47.4)
32 (16.5)

4.80±0.66
4.93±0.50
5.34±0.57

10.34 (＜.001)
a, b＜c

†

Ethical education

Yes
No

Frequency of
ethics education

0a
1 to 2b
≥3c

†

t-test .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정 결과 윤리교육을 받은 횟

4. 도덕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수가 0회 또는 1~2회인 집단보다 3회 이상인 집단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0.34, p<.001).

본 연구에서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위계적 다중회귀분

3. 도덕 판단력,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도덕적
민감성 간의 관계

석의 Model I에서는 도덕적 민감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을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한 결과, 연령(β
=.24, p =.046), 윤리교육 경험 횟수(β=.26, p <.001)가 도덕적

연구대상자의 도덕 판단력,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설

감, 도덕적 민감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

명력은 13.7%였다(F=7.15, p <.001). 그 밖의 변수인 임상경력,

석한 결과, 도덕적 민감성은 공감능력(r=.49, p <.001), 의사소

교육수준, 윤리교육 경험 유무는 도덕적 민감성에 통계적으로

통 자기효능감(r=.48, p <.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Model II에서는 Model I의 일

로 나타났다. 반면, 도덕 판단력은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미한

반적 특성과 함께 주 연구변수인 공감능력을 추가하였으며, 윤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리교육 경험 횟수(β=.23, p =.001)와 공감능력(β=.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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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among Moral Reasoning, Empathy,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Moral Sensitivity
Variables

M±SD

Moral
sensitivity

Empathy

Communication
self-efficacy

Moral
reasoning

r (p)

r (p)

r (p)

r (p)

Moral sensitivity

4.96±0.60

Empathy

5.18±0.57

.49 (＜.001)

1

Communication self-efficacy

4.03±0.42

.48 (＜.001)

.51 (＜.001)

Moral reasoning

(N=194)

1

44.18±11.71

.05 (.526)

1

-.04 (.617)

.13 (.066)

1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Moral Sensitivity of Nurses

(N=194)

Model I

Variables
Age (year)
Clinical career

Model II

β

SE

t

p

.24

0.01

2.01

.046

0.01 -0.14

.888

-.02

Education level
(Ref.: Diploma/Bachelor)

Graduate school

.10

0.13

1.29

.200

Ethical education
(Ref.: No)

Yes

.03

0.09

0.43

.667

Frequency of ethics education
(Reference group: 0/1 to 2)

≥3

.26

0.11

3.68 ＜.001

Empathy

t

p

1.82

.071

-.12 0.01 -1.06

.289

β

SE

Model III

.19 0.01

.12 0.12

R

SE

p

2.03

.044

-.18 0.01 -1.58

.116

.21 0.01

1.78

.076

.10 0.11

1.50

.136

-.01 0.08 -0.09

.925

.00 0.08

0.07

.943
.007

.23 0.10

3.44

.001

.18 0.10

2.72

.42 0.07

6.56 ＜.001

.32 0.07

4.52 ＜.001

.25 0.10

3.39

Communication self-efficacy
2

t

β

.16

.32

.36

Adj. R

.14

.30

.33

F change

7.15

43.03

11.49

＜.001

＜.001

.001

7.15

14.44

14.73

＜.001

＜.001

＜.001

2

Sig. F change
F
Sig

.001

이 도덕적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변수로 확인되었다. Model III는 Model II에 비해 도덕적 민감

밖의 변수인 연령, 임상경력, 교육수준, 윤리교육 경험 유무는

성의 설명력이 3.7% 증가한 33.2%로 나타났다(F=14.73, p <

도덕적 민감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001). 그 밖의 변수인 임상경력, 교육수준, 윤리교육 경험 유무

Model II는 Model I보다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설명력이 15.8%

는 도덕적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증가하여 총 29.5%로 나타났다(F=14.44, p<.001). Model III에
서는 Model II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였으며, 연령(β
=.21, p=.044), 윤리교육 경험 횟수(β=.18, p=.007), 공감능력(β

논

의

=.32, p<.001), 의사소통 자기효능감(β=.25, p =.001)이 도덕적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도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공감능력(β=.32)이 도덕적 민감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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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도덕 판단

이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고 타인에 대한

력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공감이 동반되어야 도덕적 민감성이 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윤리교육 경험

다[9]. 즉, 간호사에게 공감능력의 결여는 윤리적인 간호행위

횟수,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저해하므로[15] 간호사의 도덕

본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
령, 임상경력,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적 민감성과 더불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윤리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였다. 사후 검정 결과 20대보다 50대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높

또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도덕적 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았으며, 임상경력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단보다 6년 이상 10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이들 관계에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의 집단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더 높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어렵지만, 공감을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연령과 임상경력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킨

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민감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결

다는 결과[16]로 미루어 볼 때,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향상

과와 일치하였다[11,14].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도덕적 민감성

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18,19]은 도덕성 향상

은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집단보다 대학원 이상의 집단에

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추후 도

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정신의료

덕적 민감성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관련한 후속 연구가 필

기관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을 조사한 결과 4년

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제 대학교를 졸업한 집단보다 석사과정 이상의 집단에서 도덕

한편, 본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은 통계적으

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14],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덕 판단력은 윤리적

였다. 간호사의 연령, 임상경력,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매 순간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간호사에게 필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호사의 도덕적 성숙 혹

수 역량으로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은 지혜가 축적되는 것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23], 임상현장에

가설과는 다르게,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

서 경험하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이 자연

다. 이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

스럽게 훈련되면서 도덕적 민감성이 증진되는 것으로 사료된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이 상

다. 또한 도덕적 민감성은 윤리교육 경험 유무와 윤리교육 경험

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9]와 일치한다. 이는 도덕적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윤리교육을 받은 경험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각각 독립적으

이 많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10,12]

로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9]. 즉, 기존 연구에서 도덕

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은 반복적인 윤리교

판단력이 사례분석,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4,5,13], 윤리교육

PBL), 교차 조사식 아카데미 토론(Cross Examination Debate

을 받은 경험이 3회 이상인 연구대상자들에게서 윤리적 갈등

Association, CEDA) 학습 등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상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도덕적 민감성이 더 높

통해 향상될 수 있지만[4,30], 높은 수준의 도덕 판단 능력을 가

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진 간호사일지라도 의료 상황에서 벌어지는 도덕적인 문제에

하는 간호사에게 간호윤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덕적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행위를 실천하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도덕성의 인

도록 하는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윤리 교육의 제공

지적,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간호윤리 교육 프로그램의

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은 공감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립정신의료기관 간호사를 대상

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I에 도덕적 민감성에

으로 도덕적 민감성과 공감능력을 조사한 연구에서 간호사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였고,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

Model II에 공감능력, Model III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추

과와 유사하였다[14]. 공감능력은 윤리적 행동이 실천되기 위

가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III의 연구

한 과정인 Rest의 4구성 요소 모형에서 도덕적 민감성의 정서

결과 윤리교육 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이고, 연령과 공감능력, 의

적 측면과 관련한 개념이다[21]. 선행연구에서는 공감 경험 없

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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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민감성 향상에 가장 큰 영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공감능력이었으며, 본 연구의 회귀모형

또한, 본 연구에서 윤리교육 경험이 3회 이상일 때 도덕적 민감

은 도덕적 민감성에 대한 33.2%의 설명력을 보였다.

성이 높아지므로,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윤리교육의 기회를 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웠지만, 윤리

대해야 할 것이며, 실무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윤리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고[10,12],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11,14]와 높은 공감능력

결

[14]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16]이 도덕적 민감성을

론

증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미루어볼 때, 간호사를 위한 지속적

본 연구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간호사의 도덕적

인 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윤리적 상황을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연령, 윤

경험하고 고뇌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리교육 경험 횟수, 공감능력,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사의

층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윤리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것이다. 대상자에게 최선의 윤리적 간호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높을수록 윤리교육 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일 때, 공감능력과 의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간호학에서 윤

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이 높아

리 교육은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함께 향상시킬

지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

한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의미 있는 변수를 파악하여 후속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근무 분야에 종사하는 임상간호사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를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

또한 본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은 유의한 상

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덕적인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윤리적 간호행위 실천을 위해 도

한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간호윤리교육의 기

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은 간호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

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 판단력을 동
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인식, 판단, 추론 등 도덕성의 인지적 요
소와 공감, 연민, 감정이입 등 정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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