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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 경험이 간호전문직관 및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성희롱과 간호전문직관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대전, 원주, 그리고 대구 지역의 간호대학을 위주로 

4학년 재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IBM SPSS statistic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

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178명(93.7%)으로 대부분이었고, 평균 나이는 

22.29(±1.69)세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만족(61.6%)하였으

나, 임상실습에 대해서는 전공보다 낮은 만족도(만족 41.0%, 보통 31.6%)를 

보였다. 임상실습 전 학교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제공 받은 대상자가 115명

으로 절반 이상(60.5%)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교육의 충분성에 대하여 98명

(51.6%)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대상자의 성희롱 인식은 33~165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138.83(±13.73)점으로 나타나 중등도 이상의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은 17~85점 범위 내에서 평균 61.23(±9.09)점으로 

이 역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실습 중 간접적 혹은 직접

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4명(65.3%), 없는 경우가 66명(34.7%)이었

고, 이 중 직접 경험이 있는 경우는 88명(46.3%)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직·간접적으로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0~88

점 범위 내에서 평균 6.08(±9.9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부분)PTSD로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의 비율은 7.2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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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 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r=0.300, p=.000)

를 보였고. 성희롱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간호전문직관

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r=-0.225, p=.012) 를 보

였다.

3.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 유무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타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경우

(126.20±48.43)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142.00±11.3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성희롱 인식 점수가 낮았다. 

4.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성희롱 인식(β=0.340, 

p=.000), 전공 만족도(β=0.165, p=.025), 임상실습 만족도(β=0.283, p=.000)

로 나타났다.

5.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β

=-0.318, p=.003)와 임상실습 전 성희롱 경험(있음)(β=-0.193, p=.03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인식과 경험,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였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이 있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성희롱 경험 자

체보다는 간호학 전공이나 실습에 대한 만족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간호전문

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희롱

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전공과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간호전문직

관을 높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되는 말 :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성희롱,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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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의료인,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에 노출

될 위험이 높으며, 폭력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간호전문직관의 손상과 학습

에 대한 열의 및 자존감 저하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배가령, 임

영순, 2016; 이순희, 차은정, 2017). 주요 실습환경인 병원은 다양한 의료진

과 기타 직원 및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 영향

을 미치고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습생들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홍민정, 2009). 특히 간호대학생은 대부분이 여성이고, 병원 

내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으며, 현장에 존재하는 권력구조는 실습환경에서의 

성희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배가령, 임영순, 2016; 우정애, 2017).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성희롱을 당할 경우 우울 

경향은 높아지고 진로정체감은 낮아진다(김태임, 권윤정, 김미종, 2017).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윤은자, 권영미, 안옥

희, 2005)이자,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및 인상의 총합이다(함연숙, 김화

순, 조인숙, 임지영, 2011). 간호전문직관은 조직에의 몰입을 촉진하고(문영

숙, 한수정, 2011), 직무에의 만족을 높이며, 간호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

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게 한다(김원경, 정경희, 2008). 또한 이직의도, 소

진, 역할갈등을 낮추고(한상숙, 김명희, 윤은경, 2008), 나아가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한다(Adams & Miller, 2001). 임상실습에서의 만족

은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서원희, 2007), 반대로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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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성자, 

2006). 따라서 임상실습 중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박정은, 2013). 

성희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외상은 일상의 스트

레스가 아닌 생명의 위기를 겪거나 그에 상응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일

로(송주연, 이희경, 2010) 본래 재앙이나 사고, 전쟁 들은 겪은 사람들의 반응

과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으나 성희롱 혹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Elliot & Briere, 1994). 외상성 사건

들은 예측이 어렵고 심한 손상과 후유증을 초래하며(송진경, 2003), 외상 사

건 중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외상은 기타 

외상 사건의 후유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된다(이형진, 금민호, 2014). 

국내∙외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데, 성희롱 인식(강경아, 2018; 우정애, 2017; 이수진, 2018; 이영란, 김경미, 

최소은, 2013)과 실태 연구(박정은, 2013; 김이영, 2014; 김태임, 권윤정, 김

미종, 2017)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에 대

해 관련 요인과 이후의 정신건강 문제 및 간호전문직관에의 영향에 대해 포괄

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법조계, 문화계 인사

들이 자신들의 성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도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의 숨겨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미

투 운동(The #MeToo Movement)이 범사회적으로 진행된(오봉욱, 2018) 이

후 간호대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사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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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이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와, 그리고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정신건

강 문제인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성희롱과 간호전문직관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희롱 인식, 성희롱 경험,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 사이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3.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한다.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5. 간호대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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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성희롱 인식

성희롱 인식은 성희롱에 대한 가치나 주관성,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의미한다(고진희, 2013). 본 연구에서는 이재순(2002)과 김금란(2004)

의 성희롱 인식도구를 고진희(201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성희롱 경험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수치심, 불쾌감, 분

노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을 괴롭하는 행위이다(김금란, 2004; 박미영, 

2015).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예방 안내서를 기반으로 김태

임 등(2017)이 구성한 성희롱 피해 경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의

미한다. 이에 추가적으로 박현정(2011)의 설문지를 박정은(2013)이 수정한 성

희롱 경험 시의 대처 문항을 덧붙여 사용하였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윤은자, 권영

미, 안옥희, 2005)이자,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및 인상의 총합이다(함연

숙, 김화순, 조인숙, 임지영, 2011).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하

여 한상숙, 김명희, 윤은경(2008)이 축소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 5 -

4)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Wilner와 Alvarez(1979)가 개발하여 은헌정 등(2005)이 한국어 

판으로 수정한 도구(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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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

성희롱은 국내의 법률 용어 중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여성가족부, 2016). 우리나라에서는 형법과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을 통해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을 정의 및 처벌하고 있으며, 이를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2015). 우리나라의 성폭

력 신고율은 1.9%에 지나지 않는다고 추정한다(여성가족부, 2016). 이는 신고

율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발생 빈도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이미경, 2001). 국

내의 성희롱 관련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준 1993년부터 2016

년까지 175편 가량이 이루어졌고, 학술지별로는 법학, 여성학, 간호학(14편, 

8.0%)의 순서로 연구의 빈도수가 높았으며, 주로 실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상희, 2017).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성희롱이 대한 취약한 군이라는 점은 여러 연

구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실습환경인 병원은 다양한 의

료진과 기타 직원 및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습생들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홍민정, 2009).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희롱에 취약한 집단

이라는 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여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김태임 등, 

2017), 병원의 직원이 아닌 모호한 위치를 가지며(배가령, 2017), 현장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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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구조 측면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고, 임상실습의 피평가자이자 비전문인으

로서 성희롱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된다(우정애, 2017). 언어폭력, 성희롱, 

신체적 위협 등을 포함하였을 때 우정애(201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상실

습 시 간호학생의 폭력경험(97.7%)은 병원 근무 간호사가 경험하는 것

(56.9%)(김민정, 2008)보다 높게 나타난다.

국외의 간호대학생의 선행연구는 성희롱의 실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Magnavita & Heponiemi, 2011; Celebioğlu, Akpinar, Kucukoğl, & 

Engin, 2010; Bronner, Peretz, & Ehrenfeld, 2003; Johnson, 2013). 그 외 

성희롱 혹은 성폭력 경험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접근(Sung, Huang, & Lin, 

2015; Blakey & Aveyard, 2017), 성폭력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간호를 제공 후 인터뷰한 연구(LoGiudice & Douglas, 2016), 간호대학생

의 성희롱과 대처 전략에 대한 연구(Arulogun, Omotosho, & Titiloye, 

2013) 등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의 연구 역시 성희롱 인식과 실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선행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강경아, 

2018), 이는 타 보건계열 학과 학생들의 성희롱 인식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이수진, 2018). 간호 혹은 보건계열 학생의 성희롱 인식 정도가 

타 전공 학생의 경우보다 높으며(이영란, 김경미, 최소은, 2013; 정은숙, 

2015), 여학생의 성희롱 인식 정도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높다(이영란 등, 

2013; 이수진, 2018; 정은숙, 2015). 전공의 특성과 구성 인원의 성비를 고려

한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할 때 간호대학생들은 성과 관련된 언행으로 불쾌

감을 느끼는 경우 이를 성희롱으로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 -

국내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22%(강경아, 2018), 39.8%(우정애, 2017), 50.8%(김태임 등, 2017) 등으로 

연구마다 다양하였다. 가해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많았고(우정애, 2017; 

강경아, 2018),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오현경, 

2016; 손연정, 공현희, 유미애, 공성숙, 2015). 간호대학생에 대해 가장 흔하

게 발생한 성희롱의 유형은 언어적 성희롱(박정은, 2013; 우정애, 2017)과 신

체적 성희롱(김태임 등, 2017)이었다.

임상실습 중의 성희롱과 관련한 연구로는 임상실습 중 성희롱의 현상학적 

접근 연구(Kim, Kim, Tilley, Kapusta, Allen, & Cho, 2018), 임상실습 시의 

성희롱에 대한 반응과 대처(우정애, 2017), 임상실습 시의 성희롱과 자아존중

감에 관한 연구(김태임 등, 2017) 등이 있으나 편수가 제한적이며, 전문직 인

식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폭력이 우울과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순희, 2017)가 있으나 성희롱 사건 이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성희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이며, 실제 연구 결과 주로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다양한 형

태의 성희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은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주로 성희롱 인식 및 실태 파악과 관

련된 연구에 그쳤고 성희롱이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인

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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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교육과 간호전문직관

전문직 활동은 장기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고유한 지식과 기술

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지성적이며 책임감 있는 활동이다(김명희, 2008). 간호

관은 간호의 가치와 이념, 대상자, 본질,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가치관

이다(송미령, 조결자, 1997). 간호전문직관은 이 두 개념을 결합한 개념으로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의 과정 

및 간호라는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이며(김명희, 2008), 간호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로 나타난다(윤은자, 2005).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관의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 등이 확인되었다. 직무

만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가지는 호의적인 태도로서 구성원의 

근무 의욕을 북돋우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데(김원경, 

2008) 간호전문직관이 확립된 경우 직무만족도는 상승한다(박정려, 권수혜, 

2018; 심옥수, 강지순, 2018). 조직몰입은 구성원이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

고 조직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신유근, 1997),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

다(황혜정, 임정희, 2018).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

거나 옮기는 행위 혹은 그것을 탐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Noor & Maad. 

2008),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감소한다(정혜윤, 김세영, 2016; 

김비주, 이미애, 2018). 소진은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의 결과로 무력감, 절망

감,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는 현상으로(윤은자, 권영미, 

전미순, 안정화, 2016),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악화시키고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주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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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있어서 대학 과정 중의 교육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

다. 간호전문직관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기 시작하여 이

후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 및 발달하기 때문이다(김소선 등, 

2004). 특히 신규간호사의 부적응 및 높은 이직률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을 통

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영지, 김인경, 

2011). 또한 간호학생과 실무 간호사 사이의 간호전문직관이 유사한 정도로 

보고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학교교육이 간호전문직관의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권영미, 윤은자, 2007). 특히 실습교육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데, 선

행 연구에 따르면 임상실습에서의 만족은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서원희, 2007), 반대로 임상실습에서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성자, 2006).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과 관련된 연구로는 국내의 경우 간호전문직관과 

전공 만족도 혹은 실습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이 변수들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함연숙 등, 2011; 고정

은 등, 2011; 유미자, 김현정, 2018; 임경민, 조은주, 2016; 박현정, 오재우, 

2014). 이 외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김영란, 1995; Bang et al., 

2011),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이은선, 박명숙, 2017; 성지

아, 염은이, 도영숙, 2014),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이은경, 김옥현, 2013)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외의 경우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전문직관의 의미

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수행되었고(Secrest, Norwood, & Keatley, 

2003; Keeling & Templeman, 2013;  Altiok, & Üstün, 2014), 그 외 교육 

과정 내 간호전문직관 관련 교육(Hahn, 2010),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평가(Bulut, Erdol, Calık, Aydın, & Yılmaz, 2015) 등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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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외의 결과는 교육과정과 해당 국가 내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 형성되어 

이후 간호사로서의 역할 적응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전문직관의 의미, 

간호전문직관과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국

내∙외 모두 간호대학생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것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3. 성희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성희롱 경험은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을 야기하고, 스트레스 반응은 불안

과 공포, 죄책감, 분노,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외상은 그 중에서도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닌 생명의 위기

를 겪거나 그에 상응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일을 말하며(송주연, 이희

경, 2010), 외상 사건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전쟁 등의 전통적인 개념

의 외상 사건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관계 실패 등 

광범위한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포함된다(서영석, 조화인, 안하얀, 이정선, 

2012). 최근에는 외상이 성희롱 혹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증상들을 설

명하는 데에도 흔히 쓰이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Briere & Elliot, 1994). 외

상성 사건들은 예측이 어렵고 심한 손상과 후유증을 초래하며(송진경, 2003), 

증상으로 회상, 트라우마의 재경험, 무감각, 회피, 불면, 깜짝 놀라는 반응, 분

노와 같은 과민반응, 죄책감, 수치심, 공포, 기억 억압, 반추하는 생각, 잘못된 

신념 등이 있다(이형진, 금민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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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등의 대인 간 폭력을 많이 경험한 집단

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으나(서영석 등, 2012) 간호대학

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외상을 경험한 간호대학생들을 심층 면담하여 외상 후 성장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박정원, 2016), 통합 심상프로그램이 간호

대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김승미, 2015)가 제

한적으로 있었으나, 이는 임상실습과 관련한 외상의 맥락이 아니었다. 국외에

서는 응급 간호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

(Asfour & Ramadan, 2011),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은 아니나 간호대

학생의 외상 후 성장과 회복력 및 감성지능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Li, Cao, 

Cao, & Liu, 2014) 등이 수행되었다.

성희롱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으로 분류되나 간호대학

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연구의 수와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으

로 수행되었고, 특히 이 중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 경험과 관련하

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탐색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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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념적 기틀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인식과 경험이 간호전문직관 및 외상 후 스트레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은 성희롱 인식과 임상실습 중의 성희롱 경험이 간호전문직관

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조화하였다. 또한 간호

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이는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고(김소선 등, 2004), 그 과

정에서 임상실습에서의 어려움은 간호전문직관을 감소시킨다(황성자, 2006)

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임상실습 중의 성희롱 경험은 간호전문직

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성희롱 등의 대인관계 폭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야기한다(서영석 등, 2012)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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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인식과 성희롱 경험,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1) 표본 및 표집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전국 대도시의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서울, 대전, 원주, 그리고 대구 지역의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을 위주로 편의표집하였다.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생을 제외한 것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이 간호학과에서의 재학 년수 및 졸업 후 임

상 현장에의 근무 경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은 다음과 같았다.

(1) 포함기준 : 

- 국내 소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재학생

-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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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기준 :

- 휴학 중인 자

본 연구를 위해 표본크기는 Cohen(1988)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크

기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의 통계

적 검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효과크기=.15, 유의수준=.05, 검정력=.80으로 

독립변수 15개인 경우 최소 139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선행연

구의 탈락률을 참고로 20%의 미완료 응답률을 고려하여(강경아, 2018; 고진

희, 2013; 김태임 등 2017; 박공주 등, 2014; 박미영, 2015) 174명 

(139/(1-0.2)=173.75≒174) 대상자를 목표로 모집하였다. 총 235명이 설문

조사 링크에 접속하였고, 이 중 190명이 동의 후 설문에 참여 및 설문을 완료

하여 총 190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성희롱 인식, 성희롱 경험,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으로 구성된 105개 문항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총 소요시간은 약 15~20

분이었으며, 도구의 저자에게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도구 사용 승인을 구하였

다(부록 1). 연구 개념에 따른 변수와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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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naires used for study variables

1) 성희롱 인식

성희롱 인식은 이재순(2002)과 김금순(2004)의 성희롱 인식도구를 고진

희(2013)가 수정, 보완한 버전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고진희

(2013) 및 본 연구의 연구자가 수정한 33문항의 하부요인 4개는 다음과 같다 

변수 도구 문항수 응답 유형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questionnaire 

(고진희, 2013)

33
5 Likert

(1~5 point)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questionnaire 

(김태임 등, 2017)

18

Choose among 

experienced directly, 

indirectly, not 

experienced

Coping after sexual 

harassment questionnaire

(박정은, 2013)

2

Choose the type of 

coping used (multiple 

choices allowed)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professionalism 

questionnaire 

(한상숙 등, 2008)

18
5 Likert

(1~5 point)

Post-traumatic 

stress

IES-R-K

(은헌정 등, 2005)
22

5 Likert

(0~4 poi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Demographic and nursing 

major-related 

characteristics

12

Construc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literature review

total 105 questions (15~2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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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의 개념(9문항), 성희롱의 유형(시각적 성희롱 6문항, 언어적 성희롱 

5문항, 신체적 성희롱 2문항), 성희롱의 원인(6문항), 성희롱 교육 및 예방 대

책(5문항)이다. 5점 Likert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로 답하여 점수를 합산하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33점~165점이다. 7개의 역

환산 문항(1, 2, 3, 4, 9, 15, 20번 문항)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고진희(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α=.88이었다. 

2) 성희롱 경험

성희롱 경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예방 안내서를 기반으로 김태임 

등(2017)이 구성한 성희롱 피해 경험 도구에 성희롱 경험 후 대처 문항을 더

하여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 도구에서는 성희롱의 유형별로 직접 경험과 간

접 경험에 대하여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

희롱의 종류에 따라 간접 경험함, 직접 경험함, 경험하지 않음 총 3가지 응답

지 중 하나에 표시하며, 성희롱 경험 당시 본인이 사용한 대처 행동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성희롱의 종류에 따라 간접 혹은 직접 경험의 비율 및 대처 

행동별 사용 비율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해당 하위영역의 성희롱 중 

하나라도 직접 경험한 항목이 있으면 그 하위영역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범

주화 하였다. 성희롱 경험 도구는 시각적 성희롱(5문항), 신체적 성희롱(5문

항), 언어적 성희롱(5문항), 성역할 요구 관련 성희롱(2문항), 기타 성희롱 경

험(1문항) 총 18문항으로, 도구의 신뢰도는 김태임 등(2017)의 연구에서 

KR-20=.79였으며 본 연구는  Cronbach's α=.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박현

정(2011) 및 박정은(2013)이 제시한 사건 후 본인이 사용한 대처 행동(2문

항)을 추가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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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005)가 개발하여 한상숙, 김명

희, 윤은경(2008)이 축소한 17 문항의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는 간호전문직관을 5개의 하위영역(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

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1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

분하고 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로 

답하도록 하고, 가능한 합산 점수 범위는 17~8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

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 

이것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친 영향을 묻는 1개의 문항을 연구자가 추가하여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김명희(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이었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임상실습 중 한 가지의 유형이라도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Wilner, & Alvarez(1979)가 개

발하여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2005)이 한국어 판으

로 수정한 22문항의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도구(Impact of Event 

Scale-Revised-Korean, IES-R-K)를 사용하였다. 이는 4개의 요인 (과각성 

6문항, 회피 6문항, 침습 5문항,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와 해리증상 5문항)

으로 구분된 증상들에 대하여 지난 한 주간의 증상 심도를 5점 Likert 척도

(전혀 없었다 0점 ~ 많이 있었다 4점)로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0~88점이며, 총점 0~17점은 정상 범위, 18~24점

은 부분 PTSD, 25점 이상은 PTSD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본인이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사건 당시의 첫 일주일 간을 기준으로 답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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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안내하였다. 은헌정 등(2005)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69~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였다. 

5) 일반적 사항

일반적 사항으로는 성별, 종교, 나이,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 만족도, 임상

실습 만족도, 성희롱을 경험한 의료기관의 분류, 소속 대학의 행정 구역, 과거 

성희롱 피해 경험, 그리고 임상실습 전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에 대하여 총 12

문항을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중 종교,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함연숙 등(2011)의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전문직관

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어 본 연구의 측정 항목에 포함하였다.

4. 자료수집 절차

충분한 연구대상자 모집을 위해 5개의 국내 간호대학(서울 소재 2개 대

학, 대전·대구·원주 소재 각 1개 대학)에서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

였다. 학교 담당자의 허락 하에 SNS(4학년 단체 채팅창)를 통해 모집공고문

을 게시하여 연구를 홍보하였다. 본 연구는 주제가 임상실습 중 성희롱과 관

련된 것이므로 사적이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지를 사용

할 경우 대상자들이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것에 제한이 따름을 감안하여 서면 

질문지를 대체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온라인 혹은 

모바일 버전 중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에 관심 있는 

학생은 공고문에 명시된 링크로 접속하여 연구전반에 대한 설명문을 보고 자

발적으로 참여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집공고문에 설문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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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고 연구책임자는 과목 성적 및 기타 학과 활동과 관련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인 Survey Monkey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사이트 상의 URL 주소에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접속하여 설문에 참여

자가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같은 기기를 이용한 중복 응답을 피하

기 위하여 사이트의 자체적인 복수 응답 제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같은 장치

에서 설문조사에 여러 번 응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익명성 보호를 위하여 응

답자의 IP 주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익명 응답 기능을 사용하였다. 

접속 시 첫 화면으로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가 제시되었고, 설명문에는 연

구의 목적, 대상자, 절차 및 방법, 연구에 참여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보

상 및 위험,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 및 비밀보장, 참여 또는 철회의 

자발성을 명시하였다. 동의서에 클릭하기 전 학년과 재학 혹은 휴학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질문 2개가 먼저 제시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선별질문 이후 

연구 참여 동의에 클릭하는 경우 자발적 연구 참여 의향이 확인된 것으로 간

주하였다. 이후 본격적 설문 문항이 제시되는 창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은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미완료 시 다음 화

면으로 이동이 불가하도록 하여 누락문항을 방지하고자 했다. 설문 완료 후 

별도의 창에서 상품권 쿠폰 수령을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았으며, 답례품 지급 목적이

라는 것과 발송 후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할 것을 명시하였다. 설문 응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번호로 소정의(3,500원 상당) 상품권을 발송하였다. 



- 21 -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로그램 SPSS ver.25.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각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각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3) 성희롱 경험에 따른 각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4) 각 변수들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

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5) 각 변수들이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선형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6.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권 보호를 위하여 연구 책임자 소속기관 연구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Y-2019-0023), 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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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허락 하에 국내 5개 대학의 4학년 단체 채팅창에 모집공고문을 게

시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자율적 참여가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임상실습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함으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침습적으로 회상되거나 사건을 재경함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여 이 경우 언제든 연구 대상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서울시 건강복지센터(블루

터치), 보건복지부상담센터(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와 연락처를 설문지에 

제시하였다(부록 4).

본 연구 대상자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은 서면을 통

한 질문지가 아닌 온라인 혹은 모바일 설문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익

명성 보호를 위하여 응답자의 IP 주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익명 응답 기능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즉시 코드화 한 후 데이터 파일로 잠금 장치가 설

치된 연구자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시행하는 연구자만이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의 익명성을 유

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

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

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자료는 생

명 윤리법에 근거하여 3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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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간호대학생은 총 190명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78명(93.7%)으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고, 대상자의 종교는 무교가 114명(60.0%)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평

균 연령은 22.29(±1.69)세로, 22~29세 사이에 분포하였다. 주관적 신체 및 

정신 건강, 전공 및 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전 성희롱 교육의 충분성 평가는 

매우 좋음(매우 만족), 좋음(만족), 보통, 나쁨(불만족), 매우 나쁨(매우 불만

족)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나, 분석 시에는 좋음(만족), 보통, 나쁨(불만족)

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이 평가한 주관적 신체 건강 상태는 보통 

이상이 174명(91.6%)62.1%), 정신 건강 상태 역시 보통 이상이 168명

(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17명(61.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78명(41.0%), 보통이 

60명(31.6%)으로 전공 만족도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101명(53.2%)

의 학생이 임상실습 이전 성희롱 경험이 없었다. 임상실습 전 학교에서 성희

롱 관련 교육을 제공 받은 대상자가 115명으로 절반 이상(60.5%)을 차지하였

으나, 이러한 교육의 충분성에 대하여 98명(51.6%)이 부족했다고 답하였다. 

대상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73명(38.4%)과 대구광역

시 51명(26.8%)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희롱을 경험한 124명의 

응답 결과 성희롱이 발생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46명(37.1%)으로 가장 많

았고, 미응답이 44명(35.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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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178 (93.7)

Male 12 (6.3)

Religion None 114 (60.0)

Protestant 44 (23.2)

Catholic 21 (11.1)

Buddhism 9 (4.7)

Etc. 2 (1.1)

Age Mean±SD 22.29±1.69

Perceived physical health Good 118 (62.1)

Moderate 56 (29.5)

Bad 16 (8.4)

Perceived mental health Good 106 (55.8)

Moderate 62 (32.6)

Bad 22 (11.6)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Satisfied 117 (61.6)

Moderate 56 (29.5)

Dissatisfied 17 (8.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Satisfied 78 (41.0)

Moderate 60 (31.6)

Dissatisfied 52 (27.4)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before clinical 
practicum

Yes, before entering college 50 (26.3)

Yes, after entering college 39 (20.5)

No 101 (53.2)

Sexual harassment 
edu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um 

None 75 (39.5)

Received 115 (60.5)

Evaluation on sufficiency 
of the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Sufficient 28 (14.7)

Moderate 64 (33.7)

Insufficient 98 (51.6)

Clinical practicum site 
where sexual harassment 
took place
(n=124)

Tertiary hospitals (>500 beds) 46 (37.1)

Hospitals (>30 beds) 19 (15.3)

Clinics, community health centers 6 (4.8)

Others 9 (5.6)

Missing 44 (35.5)

Regional location of 
nursing schools where 
respondents are attending

Seoul 73 (38.4)

Daegu 51 (26.8)

Daejeon 34 (17.9)

Gangwon-do 26 (13.7)

Gyeonggi-do 6 (3.2)



- 25 -

2. 대상자의 성희롱 인식, 성희롱 경험,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

대상자의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점수는 다음

의 Table 3와 같다. 도구의 하위영역 별 총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위하여 문항 평균을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성희롱 인식은 33~165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138.83(±13.73)점으로 나타나 중등도 이상의 성희롱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41점에서 최대 161점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6개의 하위영역을 살펴보

면, 먼저 성희롱 개념은 문항 평균 4.37(±0.48), 9~45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39.32(±4.39)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 성희롱 인식에 

있어서 시각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문항 평균 4.64(±0.58)점, 6~30점의 점

수 범위 내에서 평균 27.84(±3.45)점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고, 언어적 

성희롱이 문항 평균 4.52(±0.55)점 및 5~25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22.58(±2.74)점으로 역시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성희롱에 대한인

식이 문항 평균 4.82(±0.48)점, 2~10점 범위 내에서 평균 9.65(±0.96)점으

로 가장 높은 문항 평균을 나타내었다. 성희롱의 원인은 문항 평균 

3.64(±0.66)점, 6~30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21.83(±3.97)점으로 중등

도 수준을 보였고, 성희롱 교육 및 예방대책은 문항 평균 3.52(±0.61)점, 

5~25점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17.62(±3.05)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전체 17~85점 범위 내에서 최소 25점부터 최대 82점까

지 나타났고, 평균 점수는 61.23(±9.09)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수준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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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역 중 전문직 자아개념은 문항 평균 3.71(±0.63), 6~30점 점수 범위 내

에서 평균 22.25(±3.77)점으로 중등도 수준이었고, 사회적 인식은 문항 평균 

2.83(±0.77)점, 5~25점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14.15(±3.86)점으로 문항 평

균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간호의 전문성은 문항 평균 4.04(±0.73)점, 3~15

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12.13(±2.1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간호계의 

역할은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문항 및 전체 평균 4.01(±0.85)점으로 중등도 

이상이었다. 가장 문항 평균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간호의 독자성으로 문항 

평균 4.34(±0.75)점, 2~10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8.69(±1.51)점이었다.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은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중 성희롱 경험은 직

접 경험, 간접 경험, 경험 없음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직접 경험은 본인이 

실제로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간접 경험은 타인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을 듣

거나 본 경우로 하였다. 임상실습 중 간접적 혹은 직접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4명(65.3%), 없는 경우는 66명(34.7%)이었다. 이 중 성희롱 직접 

경험이 있는 경우는 88명(46.3%)이었다. 설문지에서는 각 성희롱의 유형별로 

하위 항목을 분류하여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본인의 경험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성역할 관련 요구를 제외한 성희롱 유형에서는 모두 직접 경험의 비

율이 간접 경험의 비율보다 높았다. 직접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성희롱 유

형은 신체적 성희롱이었고, 간접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유형은 시각적 성

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이었다. 직접 경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성

희롱은 58명(30.5%), 언어적 성희롱은 57명(30.0%)이 직접 경험하였다. 시각

적 성희롱은 그 비율이 51명(26.8%), 성역할 관련 요구는 18명(9.5%), 기타

성희롱은 5명(2.6%)이었다. 기타 성희롱에는 남자 간호사가 실습 종료 후 본

인 차를 타고 데려다주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이나 에이즈 환자가 성에 관

해 의도적으로 계속 질문한 것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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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90)

Variables
No. 
of 

items

Possible 
score 
range

Min. Max. Mean±SD
Item 

Mean±S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33 33~165 41 161
138.83±13.7
3

4.25±0.41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9 9~45 9 45 39.32±4.39 4.37±0.48

Types of sexual harassment 

   Visual sexual    
   harassment

6 6~30 6 30 27.84±3.45 4.64±0.58

   Verbal sexual 
   harassment

5 5~25 5 25 22.58±2.74 4.52±0.55

   Physical sexual 
   harassment 

2 2~10 2 10 9.65±0.96 4.82±0.48

Causes of sexual 
harassment

6 6~30 10 30 21.83±3.97 3.64±0.66

Education and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5 5~25 5 24 17.62±3.05 3.52±0.61

Nursing 
professionalism

17 17~85 25 82 61.23±9.09 3.79±0.54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6 6~30 6 30 22.25±3.77 3.71±0.63

Social awareness 5 5~25 5 25 14.15±3.86 2.83±0.77

Professionalism of 
nursing

3 3~15 3 15 12.13±2.18 4.04±0.73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1 1~5 1 5 4.01±0.85 4.01±0.85

Originality of nursing 2 2~10 2 10 8.69±1.51 4.34±0.75



- 28 -

성희롱 경험 후 대처는 본인이 사용한 대처 방식에 대한 14가지 응답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중복 응답이 가능하였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묵인한 경우는 ‘대처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고, 직접 방어하거나 가해자와 대

화를 시도, 사과를 받은 경우, 학교나 실습 기관 또는 경찰에 보고한 경우, 친

구 혹은 가족과 상의하거나 의사 및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는 ’대처

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대처하지 않은 경우가 55명(44.4%), 대처한 경

우가 69명(55.6%)이었다. 학교의 대처에 있어서는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나, 단일 응답만이 이루어졌다. 사건 이후 학교에 보고하

지 않은 경우가 108명(87.1%)로 가장 많았고, 보고하였으나 변화가 없었던 

경우 11명(8.9%), 실습지가 변경된 경우와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경

우가 각각 2명(1.6%), 조퇴하도록 안내 받은 경우 1명(0.8%)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하여 성희롱 경험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를 제외하

고 직·간접 경험이 있는 1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총점 0~88점 범위 내에서 최소 0점부터 최대 67점까지

의 범위를 보였다. 응답자들 중 정상(총점 0~17점)에 속하는 경우가 115명

(92.74%), 부분 PTSD(총점 18~24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2명(1.61%), 

PTSD(총점 25점 이상)로 확인된 경우가 7명(5.65%)이었다. 평균 점수는 

6.08(±9.99)점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보였

다. 모든 하위영역이 문항 평균 1.00점 미만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의 외

상 후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 중 가장 점수가 높았던 것은 침습(문항 평균 

0.39(±0.59)점)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은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 

해리 증상(문항 평균 0.19(±0.3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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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N=190)

Variables Categories n (%)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um

Yes, 
directly or indirectly

124 (65.3)

   Yes, directly   88 (46.3)

   Yes, indirectly   36 (19.0)

No 66 (34.7)

Visual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 51 (26.8)

Yes, indirectly 44 (23.2)

No 95 (50.0)

Physical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 58 (30.5)

Yes, indirectly 35 (18.4)

No 97 (51.1)

Verbal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 57 (30.0)

Yes, indirectly 42 (22.1)

No 91 (47.9)

Demand on sex roles Yes, directly 18 (9.5)

Yes, indirectly 24 (12.6)

No 148 (77.9)

Other types of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 5 (2.6)

Yes, indirectly 2 (1.1)

No 183 (96.3)

Coping of self after sexual 
harassment
(n=124)

No coping used 55 (44.4)

Coping used 69 (55.6)

Response of school after sexual 
harassment
(n=124)

Change of practicum site 2 (1.6)

Early leave 1 (0.8)

No change 11 (8.9)

Education of offender 2 (1.6)

Not reported to school 108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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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t-traumatic stress                             (N=124)

* 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tegories n (%)

Normal (0~17) 115 (92.74)

Partial PTSD (18~24) 2 (1.61)

PTSD (>25) 7 (5.65)

Variables
No. 
of 

items

Possible 
score 
range

Min. Max. Mean±SD
Item 

Mean±SD

PTSD 22 0~88 0 67 6.08±9.99 0.28±0.45

  Intrusion 5 0~20 0 16 1.94±2.94 0.39±0.59

  Avoidance 6 0~24 0 18 1.92±3.45 0.32±0.57

  Hyperarousal 6 0~24 0 19 1.29±2.60 0.22±0.43

  Sleep disorders &  
    numbness

5 0~20 0 14 0.93±1.83 0.1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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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대상자 

19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성

희롱 경험이 있는 12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

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전체 응답자 1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희롱 인식과 간호전문직관

(r=0.300, p=.000)은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희롱 경험이 있

는 응답자 1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희롱 인식과 간호전문직관

(r=0.276, p=.002)은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r=-0.225, p=.012)는 약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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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

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

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7과 같다. Table 6에서는 성희롱 경험 

여부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Table 7에서는 성희롱의 세부 유

형별 경험 여부 및 사건 후 대처에 따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6에서는 전체 응답자 190명과 직·간접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124

명의 응답자를 구분하여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 1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에는 성희롱 경

험이 있는 집단과 전혀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직·간접적 

성희롱 경험이 있는 124명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에는 직접 경험 집단과 간접 

경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때 성희롱의 유형 중 한 가지라도 직접 

경험이 있는 경우 직접 경험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직접 경험은 전혀 없이 간

접 경험만 한 경우는 간접 경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경험에 

따라 성희롱 인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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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ception on sexual harassmen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by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Table 7에서는 성희롱 경험이 있는 124명을 대상으로 세부 유형별 성희

롱 경험(시각적,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성역할 관련 요구 및 기타 성희롱 

경험)에 따라, 그리고 Table 8에서는 성희롱 경험 후 대처에 따라 성희롱 인

식, 간호전문직관,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타 성희롱 경험에 따라 성희롱 인식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기타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경우(126.20±48.43)가 경험하지 않은 경

우(142.00±11.3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희롱 인식 점수가 낮았다. 그 

외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Yes, directly
Yes, 

indirectly
No

t(p)

M±SD M±SD M±S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n=190 139.98±12.24 136.47±16.25 1.506(.135)

n=124 139.14±14.05 142.72±6.19 -1.472(.144)

Nursing professionalism

n=190 60.55±9.15 62.63±8.87 -1.485(.139)

n=124 59.91±9.33 61.50±9.02 -0.870(.386)

Post-traumatic stress
n=124

6.23±8.36 5.72±13.29 0.25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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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nursing professionalism, 

post-traumatic stress by typ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N=124)

� : post-hoc(scheffé) test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Categories

Perception on 
sexual 

harassment

Nursing 
professionalism

Post-traumatic 
str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Visual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
141.68

0.949
(.390)

59.67±
9.11

2.207
(.114)

8.20±9
.98

1.975
(.143)

Yes, 
indirectly

140.07
±7.75

62.63±
7.48

4.56±1
1.12

No 137.77
±20.22

58.33±
11.16

4.67±7
.67

Physical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 140.68
±9.57

0.844
(.433)

60.41±
8.34

0.015
(.985)

6.25±7
.60

2.239
(.111)

Yes, 
indirectly

137.91
±18.62

60.53±
10.10

8.47±1
5.16

No 141.62
±7.97

60.15±
8.98

3.41±5
.69

Verbal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 140.51
±10.10

0.312
(.733)

61.20±
8.53

0.434
(.649)

6.75±9
.11

0.217
(.806)

Yes, 
indirectly

139.05
±16.59

59.95±
10.88

5.58±1
1.92

No 141.35
±8.18

59.31±
7.74

5.50±8
.42

Demand on 
sex roles

Yes, directly 138.50
±12.16

0.369
(.692)

59.72±
10.77

1.732
(.181)

7.33±7
.89

0.597
(.552)

Yes, 
indirectly

141.79
±7.79

63.50±
8.44

7.54±1
0.24

No 140.07
±13.52

59.60±
9.01

5.38±1
0.35

Other types 
of sexual 
harassment

Yes, 
directlya

126.20
±48.43

3.467
(.034)
(a<c)�

55.20±
18.87

1.240
(.293)

16.80±
14.92

3.005
(.053)

Yes, 
indirectlyb

140.74
±8.46

66.50±
12.02

9.00±4
.24

Noc 142.00
±11.31

60.49±
8.66

5.73±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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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nursing professionalism, 

post-traumatic stress by coping of self and response of school 

                                                            (N=124)

Categories

Perception on 
sexual 

harassment

Nursing 
professionalism

Post-traumatic 
stress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Coping of 
self after 
sexual 
harassment

No coping 
used

140.18
±8.36 0.004

(.997)

60.05±
8.67 -0.340

(.735)

5.96±1
2.20 -0.116

(.908)Coping used 140.17
±14.88

60.62±
9.71

6.17±7
.89

Response 
of school 
after sexual 
harassment

Change of 
practicum 
site

148.50
±3.53

1.000
(.410)

60.00±
21.21

0.501
(.735)

8.50±1
2.02

0.400
(.808)

Early leave 152.00
±0.00

72.00±
0.00

12.00±
0.00

No change 141.18
±7.92

58.55±
9.93

6.09±5
.17

Education of 
offender

127.50
±2.12

61.00±
11.31

13.50±
4.95

Not reported 
to school

140.05
±12.82

60.44±
9.04

5.84±1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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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을 바탕으로 성

희롱 인식, 성희롱 경험, 성별, 종교,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시작 전 성희롱 경험, 임상실습 시작 전 학교의 성희롱 교육 유무, 그리고 성

희롱 교육에 대한 충분성 평가라는 9개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성희롱 경험, 성별, 종교, 임살실습 시작 전 성희롱 경험, 임상실습 

시작 전 학교의 성희롱 교육 유무는 더미 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변수는 응답

받은 비율 및 서열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변수투입방식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설명변수 9개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입력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Durbin Watson 통계량은 

1.730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그 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F=7.143, p=0.000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0.263, Adjusted 


=0.226을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성희롱 인식(β

=0.340, p=.000), 임상실습 만족도(β=0.283, p=.000), 전공 만족도(β=0.165, 

p=.0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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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N=190)

(Dummy variables : a, b, c, d, e)

(

=0.263, Adjusted 


=0.226)

Variables B SE β t p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0.225 0.049 0.340 4.627 .000

Sexual harassment 
experiencea (ref: no)
   Yes

-0.707 1.332 -0.037 -0.530 .596

Sexb (ref: male)
   Female

0.164 2.811 0.004 0.058 .954

Religionc (ref: none)
   Have a religion

0.470 1.347 0.023 0.349 .728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2.291 1.013 0.165 2.262 .025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3.146 0.815 0.283 3.859 .000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before clinical 
practicumd (ref: no)
   Yes

0.406 1.482 0.018 0.274 .784

Sexual harassment 
edu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ume (ref: none)
   Received 

0.149 1.297 0.008 0.115 .909

Evaluation on sufficiency of 
the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1.169 0.868 0.094 1.34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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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을 바탕으

로 성희롱 인식, 성희롱 경험, 성별, 종교, 주관적 신체 건강, 주관적 정신 건

강, 전공 만족도, 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시작 전 성희롱 경험, 임상실습 시작 

전 학교의 성희롱 교육 유무, 그리고 성희롱 교육에 대한 충분성 평가라는 11

개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희롱 경험이 있는 124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경험, 성별, 종교, 임살실습 시작 전 성희롱 경험, 

임상실습 시작 전 학교의 성희롱 교육 유무는 더미 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변

수는 비율 및 서열변수를 사용하였다. 변수투입방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설명변수 11개를 한꺼번에 투입하는 입력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Durbin Watson 통계량은 

2.018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

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모든 변수들에 있

어서 그 값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F=2.176, p=.020로 나타났고, 
=0.176, Adjusted 

=0.095로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

도(β=-0.318, p=.003)와 임상실습 전 성희롱 경험(있음)(β=-0.193, p=.031)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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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stress         (N=124)

(Dummy variables : a, b, c, d, e)

(

=0.176, Adjusted 


=0.095)

Variables B SE β t p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0.059 0.082 -0.073 -0.717 .475

Sexual harassment 
experiencea (ref: yes, 
indirectly)
   Yes, directly

0.234 1.967 0.011 0.119 .906

Sexb (ref: male)
   Female

-7.664 6.260 -0.118 -1.224 .223

Religionc (ref: none)
   Have a religion

0.524 1.007 0.048 0.521 .604

Perceived physical health -1.896 1.315 -0.167 -1.442 .152

Perceived mental health -0.242 1.389 -0.021 -0.175 .86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1.510 1.332 0.127 1.133 .25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3.334 1.109 -0.318 -3.005 .003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before clinical 
practicumd (ref: no)
   Yes

-2.381 1.093 -0.193 -2.179 .031

Sexual harassment 
education before clinical 
practicume (ref: none)
   Received 

-0.946 1.930 -0.046 -0.490 .625

Evaluation on sufficiency of 
the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0.896 0.937 -0.088 -0.95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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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성희롱과 간호전문직관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성희롱 인식 및 경험의 실태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들은 높은 성희롱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간

호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정도를 확인한 결과 그 점수는 33~165점의 점수 범

위에서 평균 138.83(±13.73)점, 문항 평균 4.25(±0.41)점의 높은 점수가 확

인되었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

는 없으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진희, 

2013)의 결과 문항 평균 3.98(±0.34)점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 결과의 점

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이재순(2002)

과 김금순(2004)의 도구를 기반으로 수정한 것인데, 이재순(2002)의 도구를 

기반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결과가 

문항 평균 3.70(±0.48)점(이영란 등, 2013), 3.45(±0.45)점(이수진, 2018), 

4.22(±0.40)점(강경아, 2018)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 결과의 성희롱 인식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다. 가장 성희롱 인식 점수가 높았던 하위 영역은 공통

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으로 나타났는데, 신체적 성희롱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희롱의 유형이고 경험의 강도가 높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납

득할만 하다. 또한 2017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되어 2018년 1월 국내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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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미투 운동(The #MeToo Movement)이 성희롱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확인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성희롱의 경험 정도는 

선행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성희롱에 취약한 집단으로 인식되었다(김태임 등, 2017; 배가령, 2017; 우

정애, 2017; 홍민정, 2009).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임상실습 중 실제 성희롱

을 경험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직접 경험으로, 타인이 성희롱을 경

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를 간접 경험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결과 임상실습 

중 직·간접적으로 성희롱 경험이 있는 경우가 124명(65.3%), 이 중 직접 경

험한 경우가 88명(46.3%)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기존 연구 결과들이 간

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성희롱직접 경험 비율만을 조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22~50.8%에 분포한다는 것(강경아, 2018; 우정애, 2017; 김태

임 등, 2017)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신체적 성

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을 직접 경험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성희롱의 직접 경험 비율(51명, 26.8%)도 비슷한 수준

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포함할 경우 시각적 성희롱

의 경험 비율(95명, 50.0%)이 신체적 성희롱(93명, 48.9%)의 경험 비율보다 

높았다.

이 때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 성희롱 경험의 비율이 각기 다르게 나타는 

데에는 첫째로 연구방법이나 설문방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시행된 연구들은 일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인접한 몇 개의 도시 

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대학 내 재학생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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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집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들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서면으로 제

공하여 자료를 수집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이라는 자

료수집 방법을 택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이 공개적으로 드러내

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온라인 

설문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높은 익명 보호성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성희롱 경험 보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세 번째로 기존 연구들은 성희롱의 직접 경험 비율만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모두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성희롱의 직접 경험 비율(46.3%)은 기존 연구

의 결과(22~50.8%)의 범위에 부합하나, 간접 경험 비율을 포함한 전체 성희

롱 경험 비율은 65.3%로 선행 연구 대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 성희롱과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17~85점의 점수 범위 

내에서 평균 61.23(±9.09)점, 문항 평균 5점 만점에 3.79(±0.54)점으로 나타

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문항 평균 3.83(±0.42)점(성지아 등, 2014)과 3.81(±0.50)점(윤연수 등, 

2017), 그리고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3.87(±0.39)점(오

은진, 강향숙, 2017)보다 낮은 점수였다. 이는 1학년보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

는 3,4학년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확인된 구혜자와 이외선

(2015)의 연구 결과 및 1,2학년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3,4학년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윤연수 등(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신입생이 간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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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입학하나 임상 실무를 경험하며 기대를 조정

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

떠한 실무 경험들이 간호전문직에 대해 가졌던 기대를 실망시키는지 드러내는 

경험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임상에 근

무 중인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명희(2008)의 연구 결과 문항 평균 

3.30(±0.70)점, 서해경(2015)의 연구 결과 3.44(±0.48)점, 황혜정과 임정희

(2018)의 연구 결과 3.68(±0.21)점보다는 높은 점수였다. 임상 실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임상실무 경험의 증가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성지아 등, 2014; 정혜윤, 김세영, 

2016; 하명남, 2013)와 향상된다는 선행연구 결과(황혜정 등, 2018; 김소선 

등, 2004)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의 변화에 대하

여 종단연구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 편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 별 점수는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성(문항 평균 4.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그리고 사

회적 인식(문항 평균 2.83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함연숙 등

(2011)과 서해경(2015)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낮게 보

고된 연구들(구혜자, 이외선, 2015; 성지아 등, 2014; 윤연수 등, 2017)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이다. 하지만 이상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보상 및 대우 등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한 사회적 인식은 공통적으로 낮

은 점수를 보였다. 즉 학생들이 인지하는 간호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간호사들이 받는 대우나 사회적 지

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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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의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들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사회적 인

식의 개선을 위하여 간호학계의 대외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성희롱 인식은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r=0.300, 

p=.000)과 성희롱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

(r=0.276, p=.002)에서 모두 성희롱 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희롱 인식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β=0.340, p=.000)에서도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희롱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인식의 하위요인 별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차이와 관계

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성희롱 인식과 간호전문직

관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성희롱 경험에 따라 간호전문직관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

았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성희롱과 간호전문직관을 연구한 결과는 없으

나,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 경험이 전문

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전해옥, 2018)에서 두 변수 간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것과 일치한다. 이는 성희롱 경험이 사건이 발생한 직

장에서의 직장생활과 경력지속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연구 결과(McLaughlin, Uggen, & Blackstone, 2017)와는 상반된다. 그 

이유는 성희롱 사건이 일어난 곳이 직장과 같은 고정적 환경이 아닌 지속적으

로 변경이 되는 실습지라는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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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희롱 인식,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희롱 인식이 간호전문직

관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앞서 확인되었고, 다중회귀분석 결과 그 영향력도 재

차 확인되어 성희롱 인식이 전문직관 형성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확

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 전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희롱 관련 

교육이 불충분했다는 응답 과반수(98명, 51.6%)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

면 학교와 실습 기관에서는 임상실습 전 학생들의 성희롱 인식 정도를 조사하

고 성희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전공 만족도가 확인되었

다. 이는 전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차이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오은진, 강향숙, 2017; 윤연수 등, 2017, 성지아 등, 2014)와도 일치한다. 따

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간호학 전공에 대해 느끼는 만족, 그리고 불만족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향상시키고, 교수

-학생 관계의 증진, 대학 생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 역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상실습의 만족은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서원희, 

2007), 반대로 임상실습에서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황성자, 

2006)으로 보고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

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에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것이 제안된

다. 블록 강의 체계 혹은 실습과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체계, 프리셉터 체제 

및 조교 상주 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임상실습 체계가 시도되고 있는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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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임상실습의 형태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제안된다. 또한 간호교육

의 구조적인 운영의 측면 이외에도 임상간호 교육의 질과 실습생의 경험을 풍

부히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성희롱과 외상 후 스트레스

본 연구의 결과 성희롱 직·간접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는 88점 만점에 평균 5.69(±9.89)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간호대

학생의 성희롱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외상이 있는 대학생의 외

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 연구(송송희, 2018) 결과 평균 외상 후 스트레

스의 점수가 27.59(±19.26)점이었던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로 확인되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상 집단이 92.74%, 부분 PTSD 집단이 1.61%, 

PTSD 집단이 5.65%로, 대인관계 갈등 및 상실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이동훈, 윤기원, 이수연, 이은선, 김정한, 2016) 결과 부분 PTSD 

집단이 13.2%, PTSD 집단이 42.3%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정도

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가 경험한 외상의 종류 

및 강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송희(2018)의 연구에서는 주로 학업 

및 과업 문제와 대인관계 파탄,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사고 및 상해 등 다양

한 종류의 외상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동훈 등(2016)의 연구

에서는 가족 간 갈등 및 가족의 사망, 기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성희롱을 주요 변수로 하

였는데, 이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나 길을 막는 행위 등의 성희롱이 모두 포함

되었으며, 강간 등의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경험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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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되어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경험한 외상의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되는 연

구들에 비하여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성희롱 경험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이는 성희롱 경험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측정되 

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서영석 등, 2012)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첫째로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가 대체로 낮게 측정된 것과 같은 이유로, 응답자들이 

경험한 성희롱의 강도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성폭행이나 강간, 

집단 성폭행 등 성관련 문제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응답 중 이러한 

수준의 성폭력은 없었고, 주로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

의 심각성을 가진 강도의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강도의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결과들이 있지만(Avina & O'Donohue, 2002; 

Buchanan & Fitzgerald, 2008; Gruber & Fineran,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지 않았다. 둘째로 간호학과 실습생은 가해자가 

환자였던 경우 이를 질환 관련 증상으로 생각하여 개인적인 경험으로 받아들

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이 발생한 부서

나 가해자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성희롱에서 가해

자로는 환자가 가장 많다는 연구(강경아, 2018; 김이영, 2014; 김태임 등, 

2017; 박정은, 2013; 이순희, 차은정, 2017), 정신과 병동 혹은 정신과 실습 

중에 가장 많다는 연구(김이영, 2014; 김태임 등, 2017)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경우 역시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면 피해자인 간호대학생은 성희롱 행

위를 환자가 가진 질환적 특성으로 인한 증상과 이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정

신적 충격을 받기보다는 간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48 -

 그러나 PTSD 군으로 분류된 응답자(7명, 5.65%)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이들을 선별하여 임상실습 과정 내에서, 그리고 교내 지도를 통하여 상

담 및 지지를 제공하며, 필요 시 적절한 지원 체계에 연계하는 방법이 고안되

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개입은 전통적인 인지

행동치료와 더불어 신체감각과 심상을 이용한 스트레스 대처적 접근, 그리고 

표현예술치료 등에서 시도되어왔다.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이후 외상 후 스트

레스에 대한 중재라는 특수한 상황에 시도된 중재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20대의 성 관련 문제, 혹은 대인 관련 외상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의 경우 수용전념 치료(주수진, 

손정락, 2015), 지속노출치료(권호인, 권정혜, 2005), 심리극 집단 프로그램

(최대헌, 심호규, 2013), 모래놀이 치료(문수영, 2016)를 적용한 연구 등이 수

행되었다. 비록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성희롱 

경험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나, 임상실습에서의 성

희롱 경험 시점이 언제였는지 확인이 불가했고 부분 PTSD 집단의 비율이 

1.61%, PTSD 집단의 비율이 5.65%로 밝혀짐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재 연구

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0.225, p=.012)가 있었으나, 다중회

귀 분석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으로서

의 자아인식이 강할수록 외부 충격으로부터 영향력이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하지만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이와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

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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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전 성희롱 경험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습 중 발

생한 성희롱 사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는 성희롱 발생을 예방

하고자 하는 노력과 동시에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발생 가능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는 다양한 접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제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한편 임상실습 전에 성희롱을 경험한 것이 임상실습 중 성희롱 경험 시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낮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인 성적 

외상이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 및 정신적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

구(Classen, Palesh, & Aggarwal, 2005; Filipas & Ullman, 2006)와는 일치

하지 않으나, 여대생들 중 일회적 성피해 집단과 성적 재희생 집단 간 해리 

경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김경희, 2004) 중복적인 외상 경험이 외

상 후 스트레스에 있어서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기존의 연구(최지

영, 오경자, 2012)와 일치한다. 이는 반복된 외상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

상에 둔감화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Courtois, 1979).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성희롱을 경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측정한 대상자 수가 12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표본수를 확대

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임상실습 전 성희롱 경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에 대한 영향을 재확인할 것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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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상자 표집에 있어서 응답자의 성비가 불균형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자가 접촉하여 연구 대상자 모집을 홍보한 대학들은 대도

시에 위치하며 비교적 체계화된 실습 환경을 가진 대학들이었기 때문에 이러

한 요인이 연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여 모든 

응답자로 하여금 답하게 하였으나, 기타 성희롱의 유형이나 사건 이후 사용한 

기타 대처를 자유 기입하도록 한 부분에서 대부분이 응답을 하지 않아 기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5. 연구의 의의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 번째로 간호 연구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서

면 작성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성희롱이라는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

라 성희롱 인식과 성희롱 경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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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간호 교육의 측면에서 최근 성폭력·성추행·성희롱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에 공감하는 미투 운동(The #MeToo Movement)이 

진행되었다는(오봉욱, 2018)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의 변화와 성희롱 경험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 실무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간호교육 과정을 통한 간호

전문직으로서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간호대학생의 성희롱과 관련하여 

간호전문직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조사한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는 간호

전문직관이라는 종속변수를 채택하여 간호교육 내 위험요인과 간호의 전문직

화에 대한 인식 간의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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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성희롱과 간호전문직관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다양한 지역 내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어 표본의 대표성을,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솔직한 응답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미투 운

동(The #MeToo Movement) 이후 변화된 성희롱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이 93.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대상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좋다고 평가하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

하여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였으나,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

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상실습 전 학교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제공 받은 대상자는 응답자의 60.5%였으나, 절반 이상이 해당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대상자들은 중등도 이상의 성희롱 인식 및 간호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었고, 대상자들 중 46.3%가 임상실습 중 성희롱을 직접 

경험하였다. 성희롱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평균 점수는 매우 낮았으나, (부분)PTSD로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의 비율은 7.26%였다. 성희롱 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약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약할 수준의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 유무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타 성희롱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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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경험한 경우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희롱 인식 

점수가 낮았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성희롱 

인식,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로, 성희롱 인식과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전 성

희롱 경험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고 임상실습 전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중의 성희롱 경험 자체보다는 간호학 전공이나 실습에 대한 만족도 등과 밀접

한 관련이 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외상 후 스트레스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뿐 아니라 전공과 

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실습의 환경을 고려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 표집에서 성비의 균

형을 맞추어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실습 환경이 다양한 학교들을 포함

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이 제안된다.

두 번째로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설계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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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나 종단연구와 같은 연구 설

계를 통하여 성희롱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할 것이 제안된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

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은 대학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추후 간호사로서의 적응 및 기능과 관련이 있음이 알려졌고, 본 연

구를 통해서 간호전문직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성희롱 인식에 대한 교육과 전공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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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rsing students’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um and its associ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Lee, Hyo Jin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Nursing students have been reported to be a vulnerable group to sexual 

harrassment in prior studies. However, only direct experiences have been 

assessed an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looking into how such experiences 

are associated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sexual harassment perception, sexual harassment 

experiences during clinical practicum(both direct and indirec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association.  Fourth-year nursing students were invited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an online/mobile survey, with advertising flyers distributed in 

nursing schools in Seoul, Daejeon, Wonju, and Daegu. A total of 190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0 statistics program.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female students (93.7%) and the average 

age was 22.29 (±1.69).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ans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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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were satisfied (61.6%) with the nursing major, but the 

students were less satisfied (41.0% satisfied, 31.6% moderate) with 

clinical practicum. 60.5% of the respondents received sexual 

harassment-related education in schools prior to clinical practicum, but 

51.6% reported such education was not sufficient. Both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mean 138.83±13.73 out of a possible score of 

33-165 point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mean 61.23±9.09 out of a 

possible score of 17-85), showed moderate-to-high levels. During 

clinical practicum 65.3% (n=124) had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ing 46.3% with direct experiences (n=88). A 

large proportion of students (108 out of 124) did not report the 

incidence to school authorities. Although post-traumatic stress level 

was very low at an average of 6.08 (±9.99) out of a possible 88 

points, 7.26% were identified as partial PTSD (scores of 18-24; 1.61%) 

or PTSD (>25; 5.65%).

2.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weak correlation (r=0.300, p=.000).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weak levels of negative correlation (r=-0.225; p=.012) when 

only the data of the 124 with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were 

analyzed.

3.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 with sexual harassment. However,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of those who experienced 'other types' of sexual 

harassment directly (126.20±48.43) was lower(p=.034) than the ones 

who had no experience of it (142.0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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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ctors identified to affect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β=0.340, p=.000),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β

=0.165, p=0.025),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β=0.283, 

p=.000), which explained 26.3% of the varia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5. Factors identified to affect post-traumatic stress wer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β=-0.318, p=.003) and having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before clinical practicum (β=-0.193, p=.031), which 

explained 17.6% of the variance.

This study found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were related to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or clinical practicum, rather 

than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tself. Also,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post-traumatic stress was identifi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easures to enhance nursing professionalism by 

improving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and clinical practicum would be 

beneficial, as well as plans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in practicum itself.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um, Sexual harassment, Nursing 

professionalism, Post-traumatic 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