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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영향요인 

 

인간중심간호는 환자 개개인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참여를 도우며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상에서의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증도가 높고 환자들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환자실은 

질병중심의 일률적인 행위들이 반복되기 쉽고 인간중심간호를 실천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높이기 위한 

전략마련 및 중재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서울시 소재 1개의 500병상이상 종합병원에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개의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147명의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인간중심간호 수행은 인간중심 중환자 간호 도구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PCC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상자 중심 의사소통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한 치료적 의사소통 

수행수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은 포괄적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척도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문직관은 간호 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근무환경은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PES-NWI)를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개발한 한국어판 간호 근무환경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l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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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연령은 29.64(±4.66)세, 중환자실 근무경력은 

4.67(±3.52)년, 교육수준은 학사이상이 95.2%,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 78.2%의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평균점수는 3.70(±0.41)점으로 

중상수준을 보였으며 하부영역 중 편안함의 영역이 3.93(±0.4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별성영역이 3.61(±0.6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하부영역 중 개별성 영역에서 성별(t=-2.33, p=0.02)과 인간중심간호를 들어본 경험 

유무(t=2.09,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t=-2.04, p=0.04)에 따라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에서의 차이를 보였고, 근무 경력(F=4.95, p<0.01)에 따라 일반적 의사소통능력, 

근무부서(F=3.52, p<0.01)에 따라 근무환경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료적(r=0.66, p<0.01), 일반적 의사소통능력 (r=0.42, 

p<0.01), 전문직관(r=0,38, p<0.01), 근무환경(r=0.16, p<0.01)과 인간중심간호 수행 

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료적 의사소통능력(β=0.55, p<0.001)이 확인되었으며 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Adj R2=0.4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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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결과를 통해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성과 

측정과 치료적 의사소통수행의 영향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간호사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객관적인 지표 개발을 통해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측정하며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인간중심간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중환자실의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의 개인적, 조직적 요인을 포함하여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제공자 교육과 향후 중재 

개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 되는 말: 

인간중심간호,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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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학협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21세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6가지 목표를 발표하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인간중심의료'이다. IOM정의에 따르면, 

인간중심의료란 환자 개개인의 선호도 및 요구를 존중하며 모든 의료적 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고 환자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의료(IOM, 2001)를 

말하며, 질 높은 돌봄은 인간중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간호에서도 간호역량강화를 위한 조건으로 간호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기관인 

QSEN(The Quality and Safety Education for Nurses)에서는 인간중심간호, 질 향상, 

팀워크, 근거기반실무, 정보, 안전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인간중심간호는 

이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Cronenwett et al., 2007).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결합으로 환자 별 맞춤 의료가 제공되고 더욱 다양화되어가는 의료 현장 

속에서 핵심 인력인 간호사들은 간호의 본질을 다시금 되묻고 기술적 측면만이 아닌 

인간중심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조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김광점, 

장보윤, & 정재연. 2018). 또한, 인간중심간호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인간중심간호를 통한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 환자 및 가족의 만족도 증진, 환자 

예후에의 긍정적 영향, 병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이 제시(Charmel, & Frampton, 

2008; 강지연, & 신은자, 2019)되면서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중환자실은 집중치료를 위한 여러 의료장비들로 인한 소음, 지속적인 조명, 

잦은 활력징후 측정 등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특징지어지고 이는 환자의 

스트레스 증가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Wallen et al., 2008).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경험은 ‘거친 죽음의 손길’, 기계들 속의 외톨이', 

‘생체실험을 하는 로봇들’로 표현되며(박미정, 2009) 중환자들은 자율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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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의 격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환자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각되며, 건강관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퇴원 후 

우울 및 일상활동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등과 같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Needham et al., 2012), 

환자들의 경험에 점차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장시간 진정 

치료로 인한 섬망 증가, 근육 약화, 감염률 및 입원일수 증가와 같은 문제점들이 

보고(홍정호, 2015; Wade et al., 2013)되면서 진정치료를 짧게 하고 의식을 유지한 

채 치료를 제공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살펴볼 때, 간호의 방향은 질병중심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총체적 돌봄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Cabrini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중환자 개인만이 아닌 환자의 치료 및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을 포함한 환자-가족중심간호(Guion, Mishoe, 

Passmore, & Witter, 2010)가 요구된다.  

하지만, 중환자실은 타 병동 환자들보다 중증도가 높고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와 

업무의 복잡성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치료중심의 일률적인 

행위가 강조되기 쉽다. 또한 간호사들은 타 의료진과의 관계,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사용 요구,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타 

부서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McMeekin, Hickman Jr, Douglas, & 

Kelley, 2017) 인간중심간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특수한 

환경인 중환자실에서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McCormack와 McCance(2006)는 임상에서 인간중심간호 수행 증진을 위해 

의사소통기술을 포함한 대인관계능력, 명확한 신념과 가치, 자기 인식 등과 같은 

간호사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인 측면으로의 

간호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관련된 영향요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 

소진 등이 보고(Papastavrou et al., 2014; Alhadidi et al., 2016; 정현, & 박명화, 

2019; 이윤정, 2019; 최유리, 2015)되었으며 조직적 특성으로는 조직문화,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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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등이 제시(Bachnick et al., 2018; Slater et al., 2015; 강지연, & 임윤미, 

2019; 정현, & 박명화, 2019)된 바 있다. 개인적 측면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과 응급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직접적 간호를 제공할 위치에 놓여 

있는 간호사들 에게(조남옥, 홍여신, & 김현숙, 2001)중요하며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은 환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는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인간중심 간호 수행에 중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로 여겨진다(Slatore, 2012). 

이는 사회적 상황 에서의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과는 구별되며 간호사와 환자 간의 

치료적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또 다른 개인적 측면으로의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의 이념, 대상자, 본질, 목적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신념인 가치관에 간호사로서 공적 자기인식인 직업관이 결합된 

것(Hampton, & Hampton, 2004)으로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며 행동 평가를 위한 

기틀로도 작용한다. 잘 확립된 전문직관은 인본주의적 간호로 이어지며 인간중심 

간호 수행에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Weis, & Schank, 2000).  

조직적 측면으로의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쇠(Breau, & Reaume, 2014)가 되며 충분한 질적 간호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근무환경은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이윤정, 2019; 최유리, 2015; 정세령, 2018; 강지연, 

& 임윤미, 2019). 

지금까지 인간중심간호 수행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외의 경우 인간중심 

간호에 대한 개념 틀 개발(McCormack, 2006)에서부터 임상에의 적용(McCance, 

McCormack, & Dewing, 2011),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Jakimowicz, Perry, & Lewis, 2017; Slater, McCance, & McCormack, 2015), 환자-

가족중심간호의 수행과 그에 따른 성과측정(Mitchell, Chaboyer, Burmeister, & 

Foster, 2009) 및 통합적 고찰(Mitchell et al, 2016; Jorgerden et al.,2013)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국내의 경우 인간중심간호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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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강지연 등, 2018; 홍지원, 2019), 인간중심간호 질적 분석 (홍희진, 2018), 인간 

중심간호와 근무 환경 및 가족만족도와의 관계(강지연, & 신은자, 2019; 강지연, & 

임윤미, 2019), 요양병원 (정세령, 2018; 이영미, 2018; 김소분, & 박영례, 2019), 

응급실 간호사(최유리, 2015), 간호학생(박은혜, 2018)을 대상으로 한 영향요인 분석, 

인간중심간호 예측모형개발(정현, & 박명화, 2019), 인간중심간호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연구(오진경, 2020)등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중환자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인간중심 간호수행 증진을 위한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이고 PCC 

(Person centered care)와 CCC(Child centered care)의 개념분석 결과(Coyne, 

Holmstrom, & Soderback, 2018) 속성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성인과는 구별된 

소아 중환자실의 특성을 반영한 도구를 사용한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의 수행과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인간중심 간호수행 

증진을 위한 추후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간호환경발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인식하는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 

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수준을 확인하고, 인간중심간호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의 수준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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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 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과  

   인간중심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인간중심간호(Person-centered care) 

 

이론적 정의: 인간중심간호란 대상자의 가치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별화된 돌봄을 

치료적 관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의사결정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전인적 접근을 의미한다(Morgan, & Yoder, 2012).  

환자 개개인의 선호도 및 요구를 존중하며 모든 의료적 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고 환자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의료이다(Institute of Medicine, 2001).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Kang 등(2018)이 개발한 환자중심 중환자 간호도구,  

PCCN(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을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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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개념과 중환자실에서의 인간중심간호수행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cCormack과 McCance(2006, 2010)이 제시한 인간중심간호의 

이론적 기틀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 근무환경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중환자실에서의 인간중심간호 

 

 '환자 중심'이라는 개념은 1940년대 미국 심리학자인 Carl Rogers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고, 1987년 질병에만 초점을 맞추던 ‘질병중심간호’에서 대상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환자중심간호’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자중심간호’는 

대상자 중심간호, 인간중심간호, 환자-가족중심간호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대상자를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로 여기는 인본주의적 근간을 

중심(McCormack, 2003)으로 최근‘인간중심간호’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간호는‘인간은 자연적 회복력을 갖고 환경에 의해 영향받는 

존재이며, 환자에게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 질병회복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한 Nightingale의 이론에 기원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환자를 개별적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의 가치와 선호도를 고려해야 

함이 강조되어 왔다(Lauver et al., 2002).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연구는 2001년 미국의학협회(IOM)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의 개념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Jakimowicz & 

Perry(2015)은 개념분석을 통해 독자성, 생의학적 간호실무, 공감적 태도, 전문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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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속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환자실의 특수성과 국내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강지연 등, 2018). 그 속성으로 공감, 개별성, 존중, 편안함이 도출되었으며, 

Morgan과 Yoder(2012)에 의해서는 총체성, 개별성, 존중, 권한부여가 제시되었다. 

또한, 인간중심간호는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조직과 

건강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긍정적 성과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 주장하며 환자의 

자율성 증진과 개별성 존중의 측면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으며(Lusk, & Fater, 2013), 

치료에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율성 증진 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공감, 

심리사회적, 정서적으로 다각적 간호를 제공하는 총체성, 환자를 중심으로 다 학제적 

팀워크를 형성하는 중심성이 도출(이미현, 2019)되었다.  

중환자실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측면에서의 인간중심 중환자 간호 측정도구(PCCN-

P)개발연구(홍지원, 2018)에서는 공감, 전문성, 소통, 존중, 안위의 5가지 주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16명의 환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내용 분석(홍희진, & 강지연, 2018)에서는 공감, 전문적 상호작용, 환자의 

존엄성, 탁월한 실무 능력의 4개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환자들은 실제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간호사들이 실무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해주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이를 인간중심 간호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인간중심간호는 환자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환자의 개별적 특성, 

가치, 요구를 존중하고 공감하며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문적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총체적 간호를 제공하고 치료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치료적 간호 제공과 개별적인 가치 존중, 공감을 

통한 정서적 간호제공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중환자실은 질병상태가 심각하고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중환자를 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곳으로 집중치료와 간호가 요구되는 곳(Pronovost et 

al., 2003)이다. 이에 입원 환자들은 안위감에서 극도의 불편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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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하게 된다. 안위감은 안정감, 신뢰할 만한 간호사나 보호자가 함께 있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불편감은 치료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불편감 뿐 아니라 비인간적 

대우, 자율성 결여, 외부와의 단절, 사회성 결여, 가족과의 격리 및 임박한 죽음의 

위협인지 등(Rotondi et al., 2002; Lof, Berggren, & Ahlstrom, 2008)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불편감들은 환자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각되며 건강관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발생시키기도 한다(Egerod, Schwartz-

Nielsen, Hansen, & Larkner, 2007). 이와 같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신체, 심리, 

정서, 사회적 통합성이 위험에 처해있는 상태이고 환자들의 부정적 경험이 환자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관찰이나 관점, 경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환자 측면에서의 가치와 경험, 감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의학협회(Institute of Medicine, 2001)에서 모든 치료는 인간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국내에서도 인간중심 간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인간중심영역을 포함시켰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8). 이에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및 간호의 

방향은 생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환자의 가치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개별성을 고려한 인간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Carbini et al., 2015). 

   중환자실에서 인간중심간호와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개념 개발(강지연 등, 2018; 

홍지원, 2018)을 시작으로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환자측면에서의 인간중심 간호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홍희진, & 강지연, 2018), 인간중심간호와 간호사의 근무환경 

(강지연, & 임윤미, 2019) 및 가족만족도와의 관계(강지연, & 신은자, 2019)를 살펴본 

연구, 요양병원(정세령, 2018; 이영미, 2018; 김소분, & 박영례, 2019), 응급실 

간호사(최유리, 2015), 간호학생(박은혜, 2018)을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의 영향요인 

분석,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인간중심간호 가설적 모형구축(정현, & 박명화, 2019), 

인간중심 간호의 수행도와 중요도를 파악한 연구(오진경, 2020)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 9 -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증진을 위한 

개인적, 조직적 차원을 포함한 요인탐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는 Jakimowicz와 Perry(2015)에 의해 중환자실에서 인간중심간호 

대한 개념분석과 임상에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연구(Jakimowicz, Perry, 

& Lewis, 2017)들이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촉진 요인으로는 

간호사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 가치관과 동료, 직장상사와의 좋은 대인관계로 

나타났고 방해요인으로 중환자실에서의 과중한 업무, 환자, 보호자 및 타 

의료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환자실에서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비롯한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결정 불일치로 무의미하게 행해지는 치료들, 

도덕적 고뇌가 해당된다.  

가족중심간호에 대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인식조사 연구(Ganz, & Yoffe, 

2012)에서는 가족중심간호수행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간호인력 부족, 공격적인 가족을 

상대할 때의 어려움, 비현실적인 가족들의 기대감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환자-가족중심간호 수행과 그에 따른 성과측정(Mitchell, Chaboyer, Burmeister, & 

Foster, 2009) 및 통합적 고찰(Mitchell et al, 2016; Jorgerden et al., 2013; 

Goldfarb et al., 2017)을 통해 가족을 중환자의 기본간호에 참여시키고, 안내책자를 

이용한 정보제공, 윤리적 자문, 면회시간 연장과 병실의 환경적 중재제공(소음감소, 

조명조절, 사생활 보호 등) 등을 포함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가족 및 환자의 불안 감소, 중환자실 입원일수와 자원이용 감소,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건강과 만족도 향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외에서는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 비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중재 

제공과 성과측정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 

 

2. 인간중심간호수행의 영향 요인 

 1) 의사소통 능력 

 

   인간중심간호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의존하고(McCormack et al., 2010),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간호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Doran, Sidani, Deatings, & Doidge, 2002).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ICN)에 의하면 정보제공의 효과적인 수단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인간중심간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안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Aiken, 2018).  

높은 중증도와 생명에 위협받는 불안정한 환자들을 집중 치료하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뿐만이 아닌 비판적 판단력과 응급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 능력, 환자, 보호자 및 타 의료인들과의 수준 높은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Rotondi et al., 2002). 하지만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역량 수준은 

병동보다 더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이현숙, & 김종경, 2010), 낮은 수준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투약오류를 포함한 안전사고 발생, 환자의 재원기간 및 

사망률 증가와 간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 및 가족들에게 불안, 두려움, 절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킨다(Dithole et al. 2017).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중환자실 퇴원 후에도 

환자와 가족의 삶에 6개월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의 의사소통개선을 통해 퇴원 후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Russel, 1999). 또한, 비효율적 의사소통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감 저하,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 증가 및 이직의도를 높임으로 인간중심간호 

수행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Boykins, 2014). 

미국 중환자 간호사회(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Nurses, 

2005)에서는 건강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표준 중 하나로 숙련된 의사소통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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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고, MDHE(Massachusetts 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 2010)에서는 

인간중심간호수행을 위한 간호사의 핵심역량으로 치료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주장한 바 

있다. 치료적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관련목표가 포함된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건강에 대한 생각, 감정, 태도를 교환하고 환자의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욕구충족을 위해 함께 노력(Severtsen, 1990)하는 목표 

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치료적 의사소통의 가장 큰 특징은 비 판단적이고 

비 지시적이며 개방적 대화를 하면서 환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희정, 2015).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와 가족, 타 의료진들과 간호사간의 의사소통 분석을 통해 

중환자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5가지 관점의 인간중심 의사소통(Person-Centered 

Communication, PCC)모델이 제시되었다(Slatore et at., 2012). 이 모델의 구성개념 

중 첫 번째는‘생체심리사회학적’영역으로 환자와 간호사간의 정보교환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환자의 활력징후, 치료를 위해 제공되는 중재, 통증관리 및 영양, 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는 정보습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인격체로서의 환자' 

영역으로 질병중심이 아닌 인간의 개별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날씨, 취미, 종교 등과 같은 일상적인 주제에 관한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부터 눈빛, 

표정, 가벼운 접촉 등의 비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는 '권한과 

책임의 분배' 영역으로 치료방향 결정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치료적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는, '치료적 

동맹’으로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이 치료계획을 함께 세우고 치료과정에서 겪는 

여러 장애물들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옹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마지막은 '인격체로서의 의료진'으로 간호사들은 동료들에게 환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서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다. 이에 인간중심 

의사소통능력은 믿음, 존중, 헌신에 기초하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환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공유된 의사결정을 나누며 질 높은 간호제공을 통한 건강성과의 도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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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는(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on Quality of Health Care, 2001)초점 

있는 대화라는 점에서 치료적 의사소통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중심의 의사소통은 환자의 신체적인 증상 및 통증조절의 효과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질병진단의 정확성과 환자의 치료계획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긍정적인 치료결과를 나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ter, 2000), 

실제 혈압 및 당뇨 조절과 같은 건강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rice, & Cooper, 2003). 이에 인간중심의사소통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와 

간호사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해지고 만족도와 치료 순응도 증가 및 

건강증진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포괄적인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GICC)가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간호사와 대상자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화와는 다른 목표 

지향적이고 초점이 있는 대화가 요구된다. 이에 포괄적인 개념의 의사소통과 치료적 

의사소통을 구별하여 간호사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인간중심간호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전문직관 

 

 현대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양과 긴장의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간호사들에게 새로 등장하는 기술활용 및 서비스 영역 개척과 같은 역할들이 

기대된다. 이에 기술에 대한 이해, 돌봄과 인간적 상호작용을 비롯하여 리더십, 

professionalism 등과 같은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간호를 전문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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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김광점, 장보윤, & 정재연. 

2018).  

간호 전문직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되며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의 이념, 가치, 목적 및 본질 등의 가치관에 직업관을 결합한 개념(Hampton, & 

Hampton, 2004)으로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 직업 자체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윤은자, 권영미, & 안옥희, 2005)를 의미하며, 

이는 임상에서 수행하는 간호 행동의 기준과 수행평가를 위한 개념 틀을 제공(Weis, 

& Schank, 2000)한다. 하지만, 중환자실 간호사는 주로 간호직이 조직 내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간호사로서 정신적 보상과 충분한 대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래, 2015).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나 

신념의 부족은 중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간호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간호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인간중심간호수행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므로(이윤정, 2019) 간호사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인간중심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전문직관 확립이 중요하다.  

윤은자(2005)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말하는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견해로서의 '사회적 인식', 전문직으로의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 역할', 간호의 

주체성, 독특성 및 독립성을 내포하는 '간호의 독자성'을 포함하여 5개 측면으로 

구성되고 이는 인식과정과 행동과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인식과정은 

사회화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사고와 신념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사고와 

신념을 바탕으로 전문직 이미지와 자아개념이 확립된다. 행동과정은 확립된 전문직 

이미지와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간호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접적인 행위를 말한다. 

즉 간호사 개인의 사고와 신념은 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고 이렇게 형성된 

전문직관은 임상에서 간호사가 다양한 전문인들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호제공을 

포함한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가 여러 의료장비들을 활용하여 중증환자를 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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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의 실무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의 건강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인간중심 

간호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전문직관의 확립이 중요하다.  

  간호전문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 전문직관이 올바르게 확립된 

간호사일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고 간호업무수행(김미란, 2008; 한상숙, 

김명희, & 윤은경, 2008)을 높이며 환자안전문화인식(김나래, 2015)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간호 전문직관은 바람직한 자아개념형성 

과 조직몰입을 향상시켜(문영숙, & 한수정, 2011; Evetts, 2013) 간호의 생산성 

증가와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직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므로 직무에 대한 만족감 

상승(배순일, 2014; Demerouti et al., 2000)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이직의도 (강기노, 2012; 윤현경 등., 2013)및 소진의 경험(류영옥, & 고은, 2015)을 

낮추고 간호조직에 유능한 경력간호사 확보와 유지로 이어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간호 전문직관 확립을 가져오게 된다(김미란, 

2008).  

종합해보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의 확립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증대시키고(박은미, & 박진화, 2018), 간호서비스의 질과 업무성과를 높이며 

전문직관이 확고하게 확립된 간호사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 향상, 사회적인 위치확립 

과 전문인으로의 위상을 다질 수 있기에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간중심간호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근무환경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현장의 

분위기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율성 증진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 및 직원 간의 

상호작용 등에 의해 지배되는 속성을 말한다(Westerman, & Simon, 2007). 1981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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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회(American Academy of Nursing)는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유치 

및 보유에 성공한 병원의 근무환경을 파악하는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41개의 병원이 선정되었고 의사결정의 분권화, 효과적인 간호리더십, 간호사의 

자율성과 책임감, 환자간호 질에 대한 책임인식, 융통성 있는 근무스케줄과 

간호인력의 적절성 등이 특징들로 나타났다(Sovie, 1984). 이러한 근무환경을 지닌 

병원에게 미국 간호사자격 인증원(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에서 

마그넷 병원(Magnet Hospital)이라는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Lake, & Friese, 2006), 

이러한 마그넷 병원은 비 마그넷 병원에 비해 간호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간호사의 소진 및 환자안전사고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iken et al., 2000). 또한 마그넷 병원은 인간중심간호의 실천을 촉진시키는 

최대한의 잠재성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성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미국 중환자 간호사회(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 

2005)에서는 안전하고 치유적이며, 환자의 권리, 책임감, 욕구를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간호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건강한 근무환경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간호의 수행 및 환자의 성과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시 

하였으며 좋은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직업만족도와 이직의도(Andrews, & Bushy, 2011), 

환자 만족도 및 인간중심간호의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achnick et al., 2018; 최유리, 2015; 정세령, 2018)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측정하는 도구로 Lake(2002)의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인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PES-NW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도구가 주로 사용되고 

하부내용으로 병원운영에 간호사의 참여,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간호사와 의사의 

협력관계를 포함하고 있다(조은희 등., 2011). 이렇듯 근무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조직, 정책적 측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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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개념(Klopper, Coetzee, Pretorious, & Bester, 2012)이라 할 수 있다.  

병원의 여러 단위 중 중환자실은 24시간동안 집중적인 감시와 치료가 제공되는 

곳으로 간호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된 반면 업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복잡하고 

모호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 빈번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다양한 

의료진들과의 관계, 지적 부담감 등으로 타 부서에 비해 간호사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urnianto, 2019). 

이러한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조직과 간호 대상자인 환자 

및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첫째, 병원조직측면으로 좋은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이직의도 및 충동을 낮춤으로써 인력관리에 도움을 주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김민영, 2018). 둘째, 간호사 측면으로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춤으로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한상숙, 김명희, & 윤은경, 2008; Andrews, & Bushy, 2011). 또한 간호사의 직무 

배태성이 높아지고 소진(김종경 등, 2014)과 감정노동이 낮아지며, (이지윤, & 남혜리, 

2016) 이는 업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좋은 근무환경은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장인실, & 이경숙, 2019)과 비판적 사고능력(이지윤, & 박소영,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파워먼트 상승 및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가져온다(박소희, & 박민정, 2018).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간호의 질, 직업만족도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연구(Sanders et al., 2019)에서는 더 나은 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직업불만족, 소진, 이직의도를 28%에서 최대 32%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무환경과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무환경은 인간중심간호의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Bachnick et al., 2018), 중환자실 간호사의 근무환경 

중 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인간중심 간호수행점수가 높다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고(강지연, & 임윤미, 2019), 지도자의 리더십과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고 이직의도가 낮아져 질 높은 

간호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liman, & Aljezawi, 2018). 응급실 및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최유리, 2015; 정세령, 2018)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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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중심간호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환자 및 가족 측면으로 타 의료진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포함한 바람직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욕창과 폐렴, 의료사고의 빈도의 감소를 가져오고(Manojlivich et 

al., 2009), 근무환경이 좋은 병원은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 환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 증가(Stalpers, 2015; Donahue et al, 2008; Tervo-Heikkinen et al., 2008)및 

치료성과가 향상된다. 반면, 좋지 않은 근무환경은 사망률이나 합병증의 증가((Mark 

& Harless, 2010; Penoyer, 2010; Trinkoff et al., 2011), 낙상률과 투약오류 및 

병원 감염률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Duffield et al., 2011).  

이상에서와 같이 근무환경은 간호 제공을 받는 환자 및 가족에서부터 간호사, 

조직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며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들의 소진을 

감소시킨다. 또한 간호사의 직무만족의 증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질 높고 

전인적인 간호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환자의 개별적인 요구존중과 

의사결정에의 참여(IOM, 2001)를 중시하는 인간중심간호 실천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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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에서는 McCormack, & McCance(2006)가 제시한 인간중심간호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선정하여 

개념적 틀을 구성하였다(Figure 1).  

  McCormack, & McCance(2006)이 제시한 인간중심간호는 도덕적 차원의 인본주의적 

간호를 강조하면서 McCance(2003)의 간호에 대한 개념적 틀과 McCormack(2003)의 

인간중심실천에 대한 개념적 틀을 통합하여 개발되었으며 인간의 총체성, 존중, 가치, 

자율성, 관계성 및 개별성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개별적인 특징 

및 자질로서의 전제조건, 간호사를 통해 돌봄이 제공되는 간호환경,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간중심간호가 제공되는 인간중심 과정, 효과적인 간호를 통한 인간중심간호의 

성과로 구성되어 있다(McCormack, & McCance, 2006).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중심간호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개인적 측면으로 

'의사소통능력', '간호전문직관', 조직적 측면으로 '근무환경'을 선정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 의사소통능력과 치료적 의사소통능력 모두를 포함하였다. 

McCormack(2006)은 대인관계능력을 인간중심간호 성과달성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인간중심간호는 긍정적인 대인관계에 기반하며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환자실 

간호사는 치료와 돌봄 제공 시 환자 및 그 가족들과 효율적이고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가치 및 요구를 반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치료적 의사소통이다. 이에, 중환자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치료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측정하여 

인간중심 간호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다른 개인적 측면으로 간호 전문직관은 전인간호의 실천 핵심으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되며, 간호사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McCormack(20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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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 간호이론에서 간호사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한 신념과 가치 및 자기인식을 

제시하였고 간호 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 및 간호사로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간호 전문직관은 임상에서 간호 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한상숙, 김명희, & 윤은경, 2008)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한상숙, 김명희, & 윤은경, 2008; Yarbrough, Martin, Alfred, & McNeill, 2017)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전문직관은 자신의 가치관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개념으로 간호업무 수행 및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중심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를 둘러싼 조직적 차원으로의 근무환경은 인간중심간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McCormack, & McCance, 2006)으로 여겨지며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 

병원의 지원 및 정책, 관리자의 능력과 리더십 및 의료진 간의 대인관계를 포함한다. 

중환자실의 근무환경이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와 (최유리, 2015; 강지연, & 임윤미, 2019; 정세령, 2018) 긍정적인 

근무환경은 직무만족과 간호의 질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과 연관 (You et 

al., 2013) 되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조직적 차원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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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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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의 수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에 근무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이며, 근접 모집단은 

서울소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편의 표집 한 서울에 위치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1개와 1000병상이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 1개의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구체적인 선정 

및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1) 성인 중환자실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간호사 

   (2) 중환자에게 간호를 직접 제공하는 간호사 

   (3)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사 

 

2) 제외 기준 

(1) 중환자실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 

(2)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 대상자 수 산출 근거 

   표본 크기 계산은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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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준, 0.8 검정력, .15 중간 효과크기, 예측변인 17개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 

이용 시 최소 146명이 산출되었다. 이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최종 175명이 

선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S병원과 B병원의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수의 비율이 대략 

3:1에 해당하여 S병원에서 130부 B병원에서 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S병원에서 105부, B병원에서 47부로 최종 152부(84.4%)가 회수 되였다. 응답이 

부적절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최종 147부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 15문항, 치료적 의사소통능력 23문항, 일반적 의사소통능력 

15문항, 전문직관 18문항, 근무환경 29문항, 일반적 특성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 

중환자실에서의 환자중심간호 수행수준은 Kang 등(2018)이 개발한 

‘중환자실에서의 인간중심 중환자 간호 수행 측정도구(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PCCN)’를 개발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공감, 

개별성, 존중, 편안함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5문항씩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환자실에서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등(201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84였고 각 영역별로는 ‘공감영역’ 0.81, ‘개별성 영역’ 0.72, ‘존중영역’0.71, 

‘편안함 영역’0.7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0.80이었다.  

 

2) 의사소통 능력 

(1)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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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tore 등(2012)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유리(2013)가 개발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치료적 의사소통 수행 수준 도구를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치료적 의사소통측정도구는 생체심리사회적 관점 5문항, 인격체로서의 환자 9문항, 

권한과 책임의 분배 4문항, 치료적 동맹 5문항을 포함하며 6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진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양유리(201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92, 

박영수(2018)의 연구에서는 0.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91로 

나타났다.  

 

(2)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 

 

허경호(2003)가 개발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도구를 이현숙(2007)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교신 저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노출, 역지사지,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 

표현력, 즉시성, 지지,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의 총 15문항,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15문항 중 2문항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는 역 환산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허경호(2003)가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 0.74, 이현숙(2007)의 연구에서는 0.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 .79로 나타났다.  

 

3) 전문직관 

 

윤은자 등(2005)이 연구하여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29문항 측정도구(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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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Professional Value: K-NPV scale)를 한상숙, 김명희와 윤은경(2008)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18문항으로 축소한 도구를 개발자와 도구를 

축소한 교신 저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실무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5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0.92였고, 한상숙, 김명희, & 윤은경(200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94, 이윤정(201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0.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6으로 나타났다.  

 

4) 근무환경 

 

   간호근무환경은 Lake(2002)의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인 Practice Environment 

Scale of Nursing Work Index(PES-NWI)를 번안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조은희 등., 2011)를 개발자와 번안한 교신 저자의 승인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 9문항,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 9문항, 간호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 4문항,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4문항,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 3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를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좋음을 의미한다. 

Lake(2002)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82이었고 조은희 등.(2011)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93, 최유리(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0.92, 

김소분(2019)의 연구에서는 0.86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0.8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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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 특성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출생 년도, 결혼유무, 최종학력, 직책, 

중환자실 근무경력, 근무부서를 포함하였으며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경험유무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설문지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S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승인(H-2003-216-1114)을 

받고 S병원과 B병원 간호 본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 각 부서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성인 중환자실 5개의 각 부서에 배치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본 연구는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고 연구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부작용 및 위험성은 없음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각 게시판에 대상자 공고문을 부착 후 연구에 참여하기 원하는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철회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수집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식별 가능하지 못하도록 임의의 

연구번호(ID)를 부여하고 모든 정보를 숫자화, 암호화하여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잠금 처리 및 저장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연구관련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할 것이며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파기할 것이다. 설문지작성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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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S대학교 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거치고 편의 표집 한 2병원에서의 간호 본부 승인 후 실시하였다. 

먼저 이루어진 5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 한 곳에서는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한 곳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책임 연구자 소속 기관의 

피고용자이므로 취약한 연구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대상자의 모집을 위해서 

연구자가 각 성인 중환자실 부서의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구자와 피고용자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피하였으며 자율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에 참여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그러한 결정이 그들의 

고용이나 직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는 설문지를 가급적 다른 동료와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상급자가 없는 

곳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연구자에게 연락하도록 유선연락처와 E-mail을 제공하였으며 완료된 설문지는 한 

부씩 밀봉된 상태로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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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3. 중환자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과의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사후분석은 

Tukey test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4. 의사소통 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과 인간중심간호 수행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중환자실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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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47명이며 일반적 특성과 다음과 같다(Table 1). 

전체 147명중 여성이 130명(88.4%), 남성이 17명(11.6%)으로 여성이 주를 이루었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64±4.66세였으며 30세미만이 85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30에서 39세가 54명(36.7%), 40세 이상이 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20명(81.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혼이 27명(18.4%)이었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가 110명(74.8%)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이상은 

30명(20.4%)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근무경력은 평균 4.67±3.52년이고 구간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53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년이상 6년미만이 

45명(30.6%), 6년이상 40명(27.2%), 1년미만 9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중환자실 53명(36.1%), 외과계 중환자실 54명(36.7%),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 10명(6.8%), 심폐기계 중환자실 14명(9.5%), 응급 중환자실 

16명(10.9%)의 분포로 나타났다.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15명(78.2%)으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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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MICU: Medical ICU; SICU: Surgical ICU; CCU: Coronary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CU; EICU: Emergency ICU 

*ICU: Intensive Care Unit  *PCCN: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 SD 

Gender Male 

Female 

17(11.6%) 

130(88.4%) 

 

 

Age(years)  

<30 

30-39 

40≤ 

 

85(57.8) 

54(36.7) 

8(5.4) 

29.64±4.66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20(81.6) 

27(18.4) 

 

Education 3-yr college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7(4.8) 

110(74.8) 

30(20.4) 

 

ICU 

work experience 

(years) 

 

 

< 1 

1 - < 3 

3 - < 6 

≥ 6 

 

9(6.1) 

53(36.1) 

45(30.6) 

40(27.2) 

4.67±3.52 

ICU type MICU 

SICU 

CCU 

CPICU 

EICU 

53(36.1) 

54(36.7) 

10(6.8) 

14(9.5) 

16(10.9) 

 

Role Staff nurse 

Charge nurse 

143(97.3) 

4(2.7) 

 

“Have you ever 

heard about PCCN?” 

Yes 

No 

115(78.2) 

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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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 (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 수준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과 근무환경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2).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은 5점만점에 

평균 3.70±0.41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편안함이 3.93±0.49으로 

가장 높았고 존중 3.67±0.50, 공감 3.63±0.58, 개별성 3.61±0.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편안함의 영역에서 '밤에는 환자에 따라 조명을 

조절한다' 항목이 5점만점에 4.35±0.58으로 15개의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감영역의 세부항목 중 ‘일상적인 주제(예: 뉴스, 취미, 관심사항)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대화한다'의 수행수준은 3.22±0.97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부록2).  

대상자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은 6점만점에 평균 4.05±0.57점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대상자의 생체심리사회적 관점이 4.70±0.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권한분배(4.11±0.71), 치료적 동맹(3.88±0.91) 순이었고 인격체로서의 

환자 영역은 3.74±0.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생체심리사회적 관점의 문항 중 '의학적 치료/시술이나 간호학적 중재 및 절차에 

대해 항상 설명한다', 문항이 6점만점에 4.80±0.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의학적 치료/시술이나 간호학적 중재 및 절차에 대해 이유를 항상 설명한다' 

가 4.79점으로 유사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23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인격체로서의 환자 영역에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항상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문항으로 3.16±1.32점이었다(부록 3).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은 5점만점에 평균 3.71±0.38으로 나타났으며, 

15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평균 4.13±0.58점으로 반응력에 해당하는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이었고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은 3.42±0.72점으로 사회적 긴장 완화인 '나는 여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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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로 나타났다(부록 4).  

대상자의 간호 전문직관은 5점만점에 평균 3.49±0.46점이었고 5개의 영역 중 

간호실무역할이 3.77±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간호 독자성 

(3.76±1.04), 간호 전문성(3.74±0.64), 전문직 자아개념(3.66±0.50), 사회적 인식 

(2.92±0.7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 영역은 전체 평균 점수(3.49±0.46) 

보다 더 낮았으며 전체문항 중 '간호직은 기관의 지지와 인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리적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문항이 2.58±0.94점으로 18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18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를 보여준다'로 3.95±0.65점이었다(부록 5). 

   대상자의 근무환경은 4점만점에 평균 2.52±0.3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간호 관리자의 능력• 리더십• 간호사에 대한 지지가 2.75±0.47점, 양질의 

간호를 위한 기반(2.68 ±0.38),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계(2.63±0.49), 

병원운영에 간호사 참여(2.48±0.43), 충분한 인적, 물질적 지원(1.96±0.5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지지적이다'의 문항이 

2.99±0.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수가 

충분하다'는 문항이 1.68±0.76점으로 가장 낮았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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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Statistics of PCCN, Communication skill (Therapeutic, 

Global), Professionalism, Work Environment                         (N=147) 

 *PCCN: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Variable Categories Mean±SD Min-Max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Total 3.70±0.41 2.27-5 

Compassion 3.63±0.58 2-5 

Individuality 3.61±0.64 1.75-5 

Respect 3.67±0.50 2-5 

Comfort 3.93±0.49 2.67-5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 

Total 4.05±0.57 2.3-6 

Biopsychosocial perspective 4.70±0.54 2.6-6 

Patients as person 3.74±0.68 2.11-6 

Sharing power and responsibility 4.10±0.71 2-6 

Therapeutic alliance 3.88±0.91 1.20-6 

Global communication skill Total 3.71±0.38 2.8-5 

Professionalism Total 3.49±0.46 2-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66±0.50 2-5 

Social awareness 2.92±0.70 1.20-5 

Professionalism 3.74±0.65 2-5 

The role of nursing service 3.77±0.64 2-5 

Originality of nursing 3.76±1.04 1-5 

Work Environment Total 2.52±0.34 1.59-3.83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2.48±0.43 1.22-4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2.60±0.38 1.67-4 

Nurse manager's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2.75±0.47 1.5-4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1.96±0.52 1-4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2.63±0.4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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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 

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 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집단 별 차이 검증 시 연령은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30대 미만과 30대 이상 2그룹으로 나누었고 학력의 경우 3년제 

대학졸업과 학사졸업을 학사 이하 그룹에 포함시켜 학사 이하, 석사이상 2그룹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중환자실 경력의 경우 Benner(1987)의 전문가 이론(From 

Novice to Expert)을 참고하여 간호사의 임상 경력은 초보자(1년), 진전된 

초보자(1~3년), 적임자(3~6년), 숙련가(6년 이상)로 구분하여 대상자수를 파악한 

결과 1년 미만이 9명에 해당하여 이 그룹을 3년미만에 모두 포함시켜 3년미만, 

3년이상~6년미만, 6년이상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 간호 수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하부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개별성 영역에서 성별과 

인간중심간호를 들어본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3.66±0.62)이 남성(3.28±0.65)보다 더 높았으며 인간중심간호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3.67±0.62)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3.41±0.66)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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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PCC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p<0.05   *ICU: Intensive Care Unit  *PCCN: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 MICU: Medical ICU, SICU: Surgical ICU; CCU: Coronary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CU, EICU: Emergency ICU

 

Characteristics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Total Compassion Individuality Respect Comfort 

Mean±SD t/F(p) 

Tukey 

Mean±SD  t/F(p) 

Tukey 

Mean±SD  t/F(p) 

Tukey 

Mean±SD  t/F(p) 

Tukey 

Mean±SD  t/F(p) 

Tukey 

Gender 

 

Male 3.52±0.45 1.76(0.94) 3.50±0.81 0.10(0.32) 3.28±0.65 2.33(0.02)＊ 3.57±0.60 0.83(0.41) 

 

3.74±0.64 1.31(0.19) 

Female 3.72±0.41 3.65±0.55 3.66±0.62 3.68±0.49 3.95±0.48 

Age(years) 

 

<30 3.68±0.40 -0.58(0.56) 3.60±0.53 -0.68(0.50) 3.61±0.64 -0.11(0.91) 3.65±0.47 -0.63(0.53) 3.92±0.53 -0.32(0.75) 

30≤ 3.72±0.43  3.67±0.65  3.62±0.63  3.70±0.55 3.95±0.44 

Marital status Single 3.70±0.41 0.10(0.92) 3.65±0.59 -0.67(0.51) 3.60±0.64 0.57(0.57) 3.68±0.51     -0.34(0.74) 3.91±0.50 0.93(0.35) 

Married 3.70±0.43 3.56±0.58   3.68±0.65 3.64±0.47 4.01±0.47 

Education bachelor  3.71±0.39 0.94(0.35) 3.66±0.57 1.04(0.30) 3.63±0.59 0.71(0.48) 3.69±0.49 1.14(0.26) 3.92±0.51 -0.70(0.48) 

≥master  3.63±0.49 3.53±0.66 3.53±0.79   3.58±0.55 3.99±0.44 

ICU work 

experience 

(years) 

<3 3.71±0.38 0.14(0.87) 3.67±0.54 0.26(0.77) 3.61±0.61 0.003(0.10) 3.71±0.44 0.45(0.64) 3.90±0.44 0.65(0.52) 

3~<6 3.67±0.40 3.61±0.61 3.61±0.66 3.62±0.55 4.01±0.47 

6≤ 3.70±0.48 3.60±0.63 3.62±0.67 3.66±0.55 3.93±0.49 

ICU type MICUa 3.72±0.37 1.62(0.17)  3.65±0.53 2.06(0.09) 3.68±0.58 2.26(0.07) 3.62±0.45 0.47(0.76) 3.99±0.50 1.58(0.18) 

SICUb 3.62±0.44 3.48±0.67 3.51±0.69 3.66±0.54 3.91±0.46 

CCUc 3.97±0.55 3.88±0.71 4.10±0.49 3.80±0.63 4.17±0.50 

CPICUd 3.71±0.33 3.75±0.33 3.50±0.64 3.79±0.31 3.86±0.39 

EICUe 3.68±0.39 3.84±0.45 3.50±0.63 3.66±0.61 3.73±0.61 

“Have you 

ever heard 

about PCCN?” 

Yes 3.72±0.43 1.50(0.14) 3.65±0.59 0.68(0.50) 3.67±0.62 2.09(0.04)＊ 3.67±0.49 0.15(0.88) 3.96±0.52 1.41(0.16) 

No 3.60±0.36 3.57±0.56 3.41±0.66 3.66±0.55 3.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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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 

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은 연령(t=-2.04 p=0.0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30세 

이상(4.15±0.63)이 30세 미만(3.96±0.50)보다 치료적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환자실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은 근무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95, 

p<0.01)를 보였고 3년미만의 대상자(3.81±0.37)가 3년이상 6년 미만(3.59±0.39)의 

대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직관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무환경은 근무부서(F=3.5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ukey를 이용한 사후검정 결과 

CPICU(cardiopulmonary ICU)가 2.79±0.47점으로 SICU(surgical ICU) 2.47±0.32점, 

CCU(Coronary care unit) 2.34±0.24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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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skills (Therapeutic, Global), Professionalism, Work Environ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7) 

*p<0.05  **p<0.01   *ICU: Intensive Care Unit    *PCCN: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MICU: Medical ICU, SICU: Surgical ICU; CCU: Coronary care unit, CPICU: Cardiopulmonary ICU, EICU: Emergency ICU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Skill Professionalism Work Environment 

Therapeutic Global 

Mean±SD    t/F(p) 

   Tukey 

Mean±SD  t /F(p) 

Tukey 

Mean±SD  t /F(p) 

Tukey 

Mean±SD  t/F(p) 

Tukey 

Gender 

 

Male 3.87±0.56 1.33(0.19) 3.73±0.24 -0.12(0.90) 3.38±0.46 1.04(0.30) 2.63±0.25 -1.39(0.17) 

Female 4.07±0.56  3.71±0.40  3.51±0.49  2.51±0.35 

Age(years) <30 3.96±0.50 -2.04 (0.04)* 3.74±0.39 1.07(0.29) 3.55±0.41 1.85(0.07) 2.55±0.33 1.17(0.24) 

 30≤ 4.15±0.63 3.68±0.37 3.41±0.51 2.49±0.34 

Marital status 

 

Single 4.03±0.57 -0.77(0.44) 3.74± 0.39 1.70(0.09) 3.52±0.47 1.35(0.18) 2.53± 0.35 0.57(0.57) 

Married 4.12±0.54 3.59± 0.30 3.37±0.38 2.48± 0.26 

Education ≤ bachelor  4.05±0.56 0.05(0.96) 3.73±0.39 0.24(0.81) 3.50±0.48 0.13(0.90) 2.52±0.34 -0.11(0.92) 

 ≥ master  4.04±0.60 3.70±0.34 3.48±0.42 2.53±0.32 

ICU work 

experience 

(years) 

<3a 4.05±0.47 1.39(0.25) 3.81±0.37 4.95(<0.01)** 

a>b 

3.59±0.43 2.45(0.09) 2.59±0.35 2.09(0.13) 

3~<6b 3.95±0.64 3.59±0.39 3.42±0.45 2.46±0.29 

6≤c 4.15±0.61 3.71±0.34 3.42±0.50 2.50±0.35 

ICU type 

 

 

 

 

MICUa 4.05±0.50 1.21(0.31) 3.78±0.38 1.14(0.34) 3.51±0.45 1.43(0.23) 2.53±0.30 3.52(<0.01)** 

d>b,c SICUb 3.98±0.54 3.69±0.34 3.43±0.47 2.47±0.32 

CCUc 4.35±0.89 3.80±0.57 3.36±0.68 2.34±0.24 

CPICUd 4.18±0.43 3.63±0.29 3.73±0.38 2.79±0.47 

EICUe 3.95±0.70 3.60±0.42 3.50±0.30 2.58±0.30 

“Have you 

ever heard 

about PCCN?” 

Yes 4.08±0.55  1.28(0.20) 3.7±3 0.39 0.63(0.53) 3.50±0.49 0.32(0.75) 2.53± 0.36 0.62(0.54) 

No 3.93±0.62  3.68±0.35  3.47±0.35  2.4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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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 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과 근무환경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5>.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은 치료적 

의사소통능력(r=0.66, p<0.01),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r=0.42, p<0.01), 

전문직관(r=0.38, p<0.01), 근무환경(r=0.16, p<0.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인간중심간호 하위 영역 중 공감, 편안함은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개별성과 존중은 

근무환경을 제외한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치료적 의사소통능력과 일반적 의사소통능력, 전문직관, 

근무환경의 각 변수들 간에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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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PCCN, Communication skill (Therapeutic, Global), Professionalism  

and Work Environment                                                                      (N=147)                                                                                

 

*p<0.05, ** p<0.01  

*PCCN: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Variable 

Person- 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 

Global 

communication 

skill 

Professionali

sm 

Total Compassion Individuality Respect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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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 

0.66** 

(<0.01) 

0.54** 

(<0.01) 

0.33** 

(<0.01) 

0.57** 

(<0.01) 

0.57** 

(<0.01) 

   

Global  

communication 

skill 

0.42** 

(<0.01) 

0.31**  

(<0.01) 

0.22** 

(<0.01) 

0.38** 

(<0.01) 

0.38** 

(<0.01) 

0.45** 

(<0.01) 

  

Professionalism 

 

0.38** 

(<0.01) 

0.33** 

(<0.01) 

0.22** 

(<0.01) 

0.32** 

(<0.01) 

0.26** 

(<0.01) 

0.40** 

(<0.01) 

0.43** 

(<0.01) 

 

Work Environment 0.16* 

(<.05) 

0.23** 

 (<0.01) 

0.54 

(0.51) 

0.12 

(0.15) 

0.09** 

(0.03) 

0.23** 

(<0.01) 

0.15** 

(0.08) 

0.5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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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대상자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시행하기 전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규성에 대한 검토로 P-P plot을 통해 점들은 기준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오차항의 정규성이 만족함을 확인하였고 residual 산점도를 이용하여 

잔차들이 일정한 규칙을 갖지 않고 random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 오차항의 

등분산성 만족을 확인하였다.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검정값이 

1.641으로 2에 근접하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다중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tolerance)는 0.742~0.877으로 0.1보다 

크고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40~1.902으로 기준인 

10보다 낮아 다중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시킨 요인은 일반적 특성 중 인간중심간호 하위영역의 

개별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과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고 이들을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의사소통능력(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을 투입하였으며 입력방법을 

선택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0.979, p<0.001) Adjusted R2는  

0.45로 모형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상자의 인간중심 간호수행의 영향요인은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β=0.55, 

p<0.001)으로 나타났고 이는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인간중심간호 수행은 0.5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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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Of participants.                                              (N=147) 

*PCCN: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1.33 0.30  4.43 0.00 

Sex 

 (Reference: Female) 
-0.11 0.08 -0.86 -1.35 0.18 

 

“Have you ever heard 

about PCCN?” 

 (Reference: YES) 

-0.06 0.06 -0.06 -0.99 0.32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 

0.39 0.05 0.55 7.58 <0.001 

 

Global 

communication skill 

0.14 0.08 0.13 1.77 0.08 

 

Professionalism 

0.11 0.08 0.12 1.43 0.16 

 

Work environment 

-0.05 0.09 -0.04 -0.52 0.60 

F(p) 20.979(<0.001) 

𝐑𝟐/adj.𝐑𝟐 0.4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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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와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1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상급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와 연구의 중요점 및 제한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본 연구결과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인간중심간호 수행 점수는 

3.70±0.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도구개발연구(강지연 

등, 2018)에서 3.87±0.41점, 근무환경과 인간중심간호와의 연구(강지연, & 임윤미, 

2019)에서 3.52±0.46점, 가족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강지연, & 신은자, 

2019)에서 3.68±0.40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 간호의 수행도- 

중요도를 분석한 오진경(2020)의 연구에서 3.66±0.89점과 비교해 볼 때 중상 수준에 

해당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 총점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이와 

중환자실 임상경력, 최종학력, 직위 등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와(오진경, 

2020; 강지연 등, 2018; 강지연, & 임윤미, 2019) 차이를 보였다. 강지연과 

신은자(2019)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과 의료 기관의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상급종합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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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간호사에게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대상자의 

5.6%가 석사 이상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20.4%에 해당하여 학력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서울시 소재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한곳과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한곳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지만 의료기간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에 추후에는 근무하는 기관의 형태에 따라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고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일관성이 없기에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PCCN 하위 영역분석 결과 ‘개별성’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고 인간중심간호를 들어본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개별성의 항목은 환자를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가족 또는 의미 있는 사람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환자가 원하는 물건반입, 오락활동 허용, 가족면회의 

융통성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의 경우 

대상자수가 17명(11.6%)명으로 여성 (130명, 88.4%)과 표본 수에서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해석하는데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고 향후 비슷한 성별의 비로 모집한 

표본을 통해 비교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개별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경험과 수행도 간의 관계는 

노인에 대한 경험과 간호 수행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은휘, 2012)에서 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과 경험, 교육적 중재 등의 노력들을 통해 인간중심간호 수행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 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기에 

확대해석의 우려가 있고 추후 연구를 통해 인간중심간호에 대한 경험과 교육유무에 

따른 수행차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의 하위영역별로는 편안함 3.93점, 존중 3.67점, 공감 

3.63점, 개별성 3.61점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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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강지연과 임윤미(2019)의 연구, 강지연과 

신은자(2019), 오진경(202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편안함’의 영역은 

중환자실 에서의 불필요한 소음 방지, 밤에 조명 조절하기, 불쾌한 냄새 줄이기 등이 

해당되며 이는 PCCN의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간호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접촉 혹은 긴 

시간의 할애 없이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평이한 업무에 

해당이 되기에 무의식환자가 많고 분주한 중환자실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오진경(2020)의 연구에서도 편안함의 영역이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수시로 제공해줄 수 있는 일 방향 적인 간호행위에 가깝기에 높은 수행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PCCN의 하위영역 중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이 3.6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이는 중환자실간호사 121명을 대상으로 인간중심간호와 가족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강지연과 신은자(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개별성의 문항 중 

3.2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정해진 시간 외에도 필요하다면 가족 

면회를 허용한다'로서 선행연구(오진경, 2020)에서의 4.09점과 비교했을 때 현 

시점의 사회적인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 시대적 상황은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병원 내에서 가족 면회제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병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중환자실 보호자 면회는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 의료진의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만 면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편안함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존중'(3.67점)이다. 세부문항 중 

'말할 수 없는 환자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시도한다'가 4.01점으로 존중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오진경(2020)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Happ등(2011)의 연구에서 중환자실 간호사 44명을 대상으로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관찰한 결과 1693건 중 1500건 이상에서 예/아니요, 입 모양, 손짓 등의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과 소통 시 페이퍼/펜, 그림판, 글자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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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CCN의 15개의 문항 중 2.9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공감에서의‘일상적인 주제(예: 뉴스, 취미, 관심사항)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대화한다’이며 이는 선행연구(오진경,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중환자실의 경우 

무의식환자가 많고 중증도가 높은 특성상 간호사와 환자, 간호사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병동에서의 의사소통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는 진정제 약물사용, 

인공호흡기 적용으로 인해 환자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첨단화된 

기기사용과 복잡한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면회시간의 제약에 따라 

중환자실 간호사와 환자 및 보호자는 환자 상태, 치료, 간호 및 예후 등에 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 때문(안정원, & 김금순, 2013)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감문항 

중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가 3.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비록 중환자실에서의 상황적인 요인들과 업무의 부담감으로 환자 및 가족들과 

일상적인 소통은 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정도가 선행연구들과 비교 시 중상 수준에 

해당하며 수행을 높이기 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개별성의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중환자실에서 긴급한 치료가 

우선시되기에 환자의 개별적 요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Tembo, Higgins, & 

Parker, 2015). 하지만 이러한 개별성은 많은 연구들(강지연 등, 2018; Morgan, & 

Yoder, 2012; Lusk, & Fater, 2013; Han, 2016; 이미현, 2019)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중심간호의 속성으로 도출된 핵심적인 영역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대해 측정하는 

도구와 관련하여 자가 보고하는 방식이외에 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활용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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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중심간호 수행의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성인 중환자실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수행 영향요인은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다.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은 일반적인 의사소통과는 달리 

간호사와 대상자간 이루어지는 대화로 목표 지향적인 특성을 가지며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 간호목표달성을 위해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간호활동(Ruth, & Constance, 2008)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4.05±0.57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영수와 오의금(2018)의 연구에서 3.97점, 양유리(2013)의 연구에서 4.06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세 

미만(3.96점)보다 30세 이상(4.15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중환자실 근무 경력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근무 경력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추후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의 세부항목 살펴보면, 생체 심리사회적 관점 (4.7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권한 책임분배(4.10점), 치료적 동맹(3.88점), 

인격체로서의 환자(3.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환자실 간호사 33명의 치료적 

의사소통을 관찰한 Slatore 등(2012)과 국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양유리, 2013; 박영수, & 오의금, 2018)에서도 '생체심리사회적 관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나 질병상태, 시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내용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중환자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상태 변화를 자주 

경험하고, 치료적 시술, 중재가 많이 이루어지며 정보제공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이 

빈번하게 반복되기에 환자 및 보호자들도 이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선영, 2007). 이러한 정보제공은 중환자실들의 건강회복과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Bianocofiore et al., 2005; Yava 

et al., 2011) 입실환자의 불안과 환경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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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신경미, & 최혜란, 2015)으로 여겨진다. 환자 상태나 중재, 치료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의 낯선 환경에 대한 정보제공도 중요하다. 실제로 

중환자실 환경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제공을 받은 개심술 환자군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환경적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신경미, & 최혜란, 2015)되었고 

미숙아 출산이 예견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사전정보제공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문나리, 2020)에서 사전 정보를 제공받은 군에서 불안과 

불확실성이 더 낮아졌다는 결과를 통해 환경적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중 3.74±0.6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인격체로서의 환자’영역으로 나타났고 이는 양유리(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치료적 동맹'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도출된 박영수와 오의금(2018)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인격체로서의 환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생체심리사회적 관점'과 대비되는 영역으로 환자의 질병이 아닌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및 보호자와 일상적인 대화 혹은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환자 및 가족 곁에 있어주며 환자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주된 요인은 상황적,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적 요인으로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고도의 장치, 기구, 모니터 등은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간호사 또한 긴급한 상황 및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시간의 제약을 

경험하고 이는 환자와의 치료적인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Amoah et al., 2019). 심리적 

요인으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업무의 부담감과 스트레스,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Colville et al., 2017) 환자 및 보호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 3,71±0.3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 156명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안새봄(2018) 

연구에서의 3.49점, 간호사 165명을 대상으로 한 권미나(2014)연구에서 3.37점, 병동 

간호사 29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세향, 2013)에서 3.44점과와 비교하였을 때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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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일반적, 치료적으로 구별하여 

살펴보았고 일반적 의사소통능력은 인간중심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간중심간호수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과 직무 

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직무만족도, 간호업무 성과와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이애경 등, 2013; 안새봄, 2018) 의사소통 능력이 좋을수록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황혜정, 2019)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적,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포함하여 

인간중심간호 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해석이 제한적이며 추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직관의 경우 총점의 평균은 3.49±0.46점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135명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나래(2015)연구에서 

3.61점, 한혜진(2016)의 연구에서는 3.59점, 중환자실과 내과 병동간호사의 전문직관 

점수 3.69점(정수현, 2007), 오진경(2020), 이윤정(2019)의 연구에서의 3.40점과 

비교하였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을 보였다. 전문직관은 인간중심간호와의 상관관계에서 

r=0.38(p<0.01)으로 비교적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관을 PCCN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힌 오진경(2020)의 연구와 병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 

전문직관을 인간중심간호 영향요인으로 밝힌 연구(이윤정, 2019)와 차이를 보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윤정(2019)의 연구에서는 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을 모두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4개의 하위영역 중 간호의 전문성(β=0.21, 

p=0.03)영역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전문직관의 

총점의 평균은 PCCN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부항목 중 '전문직 

자아개념'은 PCCN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β=0.26, p=0.04)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으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의미하며(Arthur, 1990), 전문직관과 혼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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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고 전문직관의 

하위영역과 PCCN과의 관계를 살피는 추후연구들이 필요하다.      

전문직관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간호 실무역할 3.77점, 독자성 3.76점, 전문성 

3.74점, 전문직 자아개념 3.66점, 사회적 인식 2.92점으로 '간호실무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김나래(2015)의 

연구에서는 '전문성'이 3.80점으로 가장 높게 보고되었고, 한혜진(2016)과 

오진경(2020)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자아개념', 윤현경 등(2013)의 연구에서는 

'간호독자성'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사회적 

인식’은 김나래(2015)의 연구에서도 3.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한혜진 

(2016)과 오진경(2020)의 연구에서는 ‘독자성’을 가장 낮게 보고하여 차이를 

나타냈다.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업무수행능력,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직 몰입 정도, 이직의도(한상숙 등, 2008)와 근무 환경(하명남, 2013)이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고려해 볼 때 개개인의 가치관과 근무하는 부서, 환경 및 본인의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전문직관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그 중 ‘만족스러운 심적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가 18개 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사회적 인식과 관련하여 간호대학생과 간호사가 생각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김신향, 박시현, & 권덕화, 2019)에서 ‘극한 직업’이고 ‘하는 

일에 비해 적절한 보수와 인정을 못 받는 직업이다’에 높은 동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 스스로 생각하는 전문직업인의 가치에 비해 적절한 보상과 대우,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의 부적절, 낮은 사회적 인식은 간호사의 조직 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관련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기에 (차우정, 2018)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의 근무환경은 4점만점에 평균 2.52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응급실 

간호사 13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유리, 2015)에서 도출된 근무환경 점수 2.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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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소분(2019)의 연구에서 확인된 2.40점,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혜림, 2017)에서의 

2.44점과 비교하였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중환자실의 

근무환경을 평가한 Boev(2012)의 연구에서는 5점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고 Walker 

(2010)의 연구에서는 3.07점으로 나타나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근무환경의 하부 영역 중 충분한 인력과 물질적 지원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호주의 마그넷 병원과 미국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력 • 물질적 지원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고 응급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최유리, 2015)에서는 1.90점,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지혜림(2017)의 연구에서는 2.0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인력 • 물질적 지원 영역 중 에서도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수가 충분하다’는 항목은 1.6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공통적으로 간호사들은 근무부서에서의 인력부족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무환경과 인간중심간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r=0.16(p<0.05)으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간 중심 돌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김소분(2019)과 정세령(2018) 연구에서 근무환경을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결과와 차이를 보여 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고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비록 근무환경이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간호사들은 근무환경의 항목 중에서도 인력 • 물질적 

지원의 부족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족은 간호사의 소진과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환자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사의 인력 • 

물질적 지원 확보를 통한 근무환경의 개선은 중요하다. 긍정적인 근무환경은 

업무성과를 높이고 질 높은 간호제공과 간호사들의 직무만족 뿐 아니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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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는(Liu, Zheng, Liu, & You, 2019) 반면, 업무량 과다 

혹은 지지적이지 못한 근무 환경은 점진적인 에너지 고갈상태인 소진을 초래하고 

전문직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기에(Vagharseyyedin, Vanaki, & Mohammadi, 2011), 

이는 적절한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1개의 

종합병원, 1개의 상급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의료기관의 차이, 교육 프로그램 유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인간중심 간호의 수행이 다를 수 있기에 국내 성인 중환자실간호사에게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 의사소통능력과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평가하였고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인간중심 간호수행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진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환자중심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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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중요점 및 제한점 

 

최근 중환자실에서 질병중심이 아닌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임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특수한 환경인 중환자실을 배경으로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개인적, 조직적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시도된 연구인 것에 중요점이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 성과와 환자안전간호 활동을 

높이고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연구마다 상이하고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과는 달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의사소통능력과 인간중심간호수행에 핵심이 되는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포함하여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제공자 교육과 향후 중재개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연구자에 의해 임의 표출한 500병상이상 1개 

종합병원과 1000병상 이상 1개의 상급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47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중환자실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에서 총 임상경력을 조사하지 않았고 중환자실 

에서의 근무경력만 조사하여 총 임상경력에 따른 인간중심간호 수행과 의사소통능력 

(치료적, 일반적), 전문직관, 근무환경 수준 간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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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을 측정하는 항목을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을 측정하는 도구를 대상자가 자가 보고하는 방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는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한 인간중심간호의 수행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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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의 수행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하부영역 중 환자 질병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생체심리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들의 가치와 성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인격체로서의 환자'영역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인간중심간호 하위영역 중 ‘개별성’은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들어본 

대상자에게서 더 높은 수행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인간중심간호 수행증진을 위해 

임상에서 치료적 의사소통능력향상을 위한 노력과 인간중심간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인력 부족을 항상 경험하며 

근무환경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인력 • 물질적 지원을 

확보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인간중심 간호 수행 

증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 지역의 2개 병원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1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 표집 하였으며 간호사들의 일반적 특성 중 

교육수준에서 4년제 대학이상이 95%이상을 보여 전체 중환자실 간호사인 모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과 의료기관을 더 확대하여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언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료적 



- 54 - 

 

의사소통능력을 밝혀냈지만, 기존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에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반복된 영향요인 파악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인간중심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재적용, 성과측정 연구와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측정도구와 관련하여 치료적 의사소통능력 측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문화적 특성과 중환자실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측정도구의 개발, 수정 및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측정에 대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이를 활용한 반복된 수행도 측정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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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관 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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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간중심간호 수행 문항별 점수 

Item Mean± SD 

Compassion 3.63±0.58 

  1.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과 행동을 전한다.  3.86±0.71 

 2.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3.98±0.59 

  3.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적 접촉(예: 손잡아 주기)을 시도한다.  3.48±0.92 

  4. 일상적인 주제(예: 뉴스, 취미, 관심사항)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대화한다 

3.22±0.97 

Individuality 3.61±0.64 

 5. 환자가 원하는 물건반입을 허용한다.  3.56±0.81 

  6. 환자가 원하는 오락활동(예: 음악감상, 영상시청, 독서)을   

     허용한다.  

3.65±0.91 

  7. 정해진 시간 외에도 필요하다면 가족 면회를 허용한다.  3.29±1.02 

 8. 가족들이 환자간호(개인위생,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3.94±0.74 

Respect 3.67±0.50 

  9. 무의식 환자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3.71±0.84 

 10. 말할 수 없는 환자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4.01±0.71 

 11. 가능한 범위에서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3.27±0.94 

 12. CPR혹은 임종 시 주변 환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3.68±0.81 

Comfort 3.93±0.58 

 13. 불필요한 소음(의료진의 잡담, 알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1±0.76 

 14. 중환자실의 불쾌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3.84±0.69 

 15. 밤에는 환자에 따라 조명을 조절한다.  4.35±0.58 

Total 3.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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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치료적 의사소통능력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Biopsychosocial Perspective 4.70±0.54 

1.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대해 항상 설명한다 4.68±0.73 

2. 의학적 치료/시술이나 간호학적 중재 및 절차에 대해 항상 설명한다. 4.80±0.63 

3. 의학적 치료/시술이나 간호학적 중재가 필요한 이유를 항상 설명한다. 4.79±0.67 

4.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한다. 4.77±0.75 

5.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제공한다. 4.48±0.74 

Patients as Person 3.74±0.68 

   6. 그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항상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씨, 

○○○선생님)  

3.16±1.32 

   7. 치료 이외의 일상적 대화(날씨, 감정, 정서)를 나눈다. 3.99±1.04 

8. 개인적인 성향(가족관계, 종교, 직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3.27±1.16 

9.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항상 돕는다. 4.01±0.98 

  10. 항상 일관성 있게 친근한 말로 대화를 시도한다.  4.29±0.92 

  11. 필요 시 바쁘더라도 환자 및 환자 가족 옆에 함께 있어준다. 3.39±1.08 

  12. 필요 시 안아주기, 손 잡아주기, 눈 맞춤 등 비언어적 소통을 수행한다. 3.95±1.12 

13. 무의식 또는 혼돈 환자라도 항상 말을 건네며 간호 수행을 한다.  3.71±1.16 

14.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끝까지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다.  3.91±0.95 

Sharing Power and Responsibility 4.11±0.71 

15. 그들의 건강에 대한 신념/태도를 항상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3.84±0.97 

  16. 치료적 중재에 대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4.20±0.87 

17. 치료적 중재 계획 수립 시 그들의 요구/가치관/선호도를 항상 적극 반영한다. 4.01±0.95 

18. 치료적 중재의 계획 수립 시 그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한다.  4.40±1.01 

Therapeutic Alliance 3.88±0.91 

  19. 치료적 중재 계획 수립 및 이해를 돕기 위해 항상 다 학제 간 협력한다. 4.29±0.91 

  20. 타 전문 영역의 지지자원(심리치료, 사회 사업 팀 등)을 소개한다. 3.69±1.19 

  21. 필요 시 말기환자간호를 제공하거나 의뢰한다. 3.86±1.14 

  22. 필요한 지지자원(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을 파악하고 반영한다. 3.79±1.09 

  23. 장기적 치료계획(장기이식, 무의식 환자간호 등)을 수립하고 설명한다. 3.80±1.13 

Total 4.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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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일반적 의사소통능력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Total 3.71±0.38 

자기노출 나는 친구들이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다. 3.65±0.71 

역지사지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3.84±0.60 

사회적 긴장 

완화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3.42±0.72 

주장력 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  3.48±0.74 

집중력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집중해서 듣는다.  4.00±0.54 

상호작용관리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를 협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3.53±0.72 

표현력 나는 내 자신을 말로,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3.54±0.68 

지지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3.62±0.76 

즉시성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3.67±0.68 

효율성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3.74±0.76 

사회적 적절성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4.12±0.75 

조리성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3.37±0.66 

목표간파 나는 대화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 차린다 3.78±0.65 

반응력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4.13±0.58 

잡음통제력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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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간호 전문직관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66±0.50 

1.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한 인격을 지닌다. 3.65±0.67 

2. 전문인으로써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문지식을 획득한다.  4.16±0.67 

3. 간호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3.68±0.77 

4.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는 전문인처럼 보인다.  3.77±0.76 

5. 간호사는 대중적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 같다.  2.75±0.96 

6.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를 보여준다.  3.95±0.65 

Social awareness 2.92±0.70 

7.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2.78±0.93 

8. 간호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2.80±0.86 

9. 간호직은 기관의 지지와 인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적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  

2.58±0.94 

10.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분야의 사람들에게 전문인으로서 존경받는다.  2.93±0.90 

11. 간호사는 의사와 같이 의학계의 다른 전문인과 협력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준다.  

3.54±0.8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74±0.65 

12. 간호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만이 행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이다.  

3.90±0.71 

13. 간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동양 철학적인 인(仁)의 개념, 즉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3.54±0.85 

14. 간호는 간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된다.  3.77±0.79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77±0.64 

15.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과업수행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준다. 3.82±0.65 

16. 한국에 적합한 특별한 간호이론이 발전된다면 간호는 외국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3.72±0.89 

Originality of nursing 3.76±1.04 

17.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3.59±1.03 

18. 간호직은 기관의 다른 전문인들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  

3.93±1.17 

Total 3.4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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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간호 근무환경 문항별 점수 

Item Mean±SD 

Nurse participation in hospital affairs 2.48±0.43 

5.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가 제공된다.  2.67±0.66 

6. 일반 간호사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1.95±0.70 

10. 일반간호사가 간호 관리자를 만나기 쉽다.  2.94±0.71 

14. 간호관리자는 다른 부서의 관리자들과 같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다. 

2.68±0.76 

16.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2.24±0.73 

20. 병원 경영진은 간호사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그에 반응한다. 2.31±0.83 

22. 병원/조직 내부의 운영 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한다. (예: 임상 

및 정책위원회) 

2.46±0.64 

26. 일반간호사들은 병원/조직 및 간호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2.20±0.79 

27. 간호관리자는 일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 

2.88±0.66 

Nursing foundations for quality of care 2.68±0.38 

4. 간호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성 개발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2.60±0.69 

13. 병원 경영진 등이 높은 수준의 간호를 기대한다.  2.77±0.74 

17. 환자 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학이 공유된다.  2.39±0.69 

18. 임상 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께 일한다. 2.86±0.68 

21. 활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2.41±0.66 

24. 신규 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있다.  3.29±0.88 

25. 간호가 의학 모델이 아닌 간호학에 기초한다.  2.73±0.69 

28. 모든 환자를 위해서 서면화 된 간호계획이 업데이트된다.  2.53±0.76 

29.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해서 배정하여 간호 연속성확보 2.5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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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간호 근무환경 문항별 점수 (continued) 

 

 

 

 

 

Item Mean±SD 

Nurse manager’s ability, leadership and support of nurses 2.75±0.47 

3. 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지지적이다. 2.99±0.66 

9. 간호관리자는 행정 능력과 지도력을 잘 갖추었다. 2.96±0.66 

12. 우수한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2.36±0.70 

19. 간호관리자는 의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의사 결정시에    

간호사를 지지한다. 

2.71±0.71 

Staffing and resource adequacy  

1. 충분한 지원서비스(직접간호 이외 병동 업무지원서비스)가 

있어서 환자와 보낼 시간이 많다. 

1.99±0.71 

7.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2.32±0.66 

8.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수가 충분하다.  1.68±0.76 

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 1.84±0.79 

Collegial nurse-physician relations 2.63±0.49 

2. 업무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좋다.  2.54±0.64 

15. 간호사와 의사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 2.58±0.66 

23.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한다. 2.58±0.66 

Total 2.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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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대상자 설명문, 동의서, 설문지 

  

연구대상자 설명문 

 

1. 연구제목 제목 

 :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 수준 및 영향요인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간호학에서 인간중심간호수행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 연구들을 통해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중환자실은 중증도가 높고 환경의 역동적인 변화와 업무의 복잡성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치료중심의 일률적인 행위가 강조되기 쉬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 간호 수행수준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간중심 간호 수행 증진을 위한 중재연구 및 간호환경발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임상연구 참여대상자 수 및 참여기간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 특별시 보라매병원 성인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약 175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는 약 15분 

내외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4. 임상연구의 절차 및 방법 

  만일 귀하께서 게시된 공고문을 읽고 참여하기 원하시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후, 밀봉 봉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5.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부작용, 위험과 불편함 

 연구 대상자가 본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설문 문항 수에 따라 15분 

정도의 시간소요에 대한 약간의 불편감은 예상됩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예견되는 이득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을 통해 임상에서 

인간중심 간호 수행 증진을 위한 중재연구수행 및 간호환경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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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참여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연구의 참여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이 향후 고용이나 직무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설문 조사 중에도 

언제든지 자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연구자의 사비로 3000원가량의 소정의 

답례품 양말 1켤레와 볼펜1자루를 제공합니다. 설문지 작성 후 비치된 답례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8. 자발적 참여 및 동의 철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9.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하지 못하도록 임의의 연구번호(ID)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기록은 비밀로 보호될 것입니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의 컴퓨터에 잠금 처리 및 저장되며, 

연구결과는 연구적 목적에 의해서만 익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임상연구의 모니터요원,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 IRB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의 절차와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대상자의 연구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 관련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할 것이며 보관기관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할 것입니다.  

 

7. 연구문의 및 담당자 

 본 연구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경우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라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 주영신, 연락처: 010-9927-1069, E-mail: youngshin0544@gmail.com 

연구대상자의 권익에 대한 문제, 우려, 질문이 있을 때 상의할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연락처: 02-2072-0694 

임상연구윤리센터 연락처: 02-207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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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 동의서 

연구제목: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수행수준과 영향요인 

 

1. 본인은 임상연구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받고 상기 연구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의논하였습니다. 

2. 본인은 연구의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이후의 치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의 참여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이 설명서 및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의학 연구 목적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현행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의 사본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연구자 성명  서명  날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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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 대상 설문지 

Ⅰ.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간호  

 다음 문항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인간중심 간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해당 칸에 (v)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과 행동을 

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환자와 가족의 상황을 공감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적 접촉(예: 손잡아 

주기)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상적인 주제(예: 뉴스, 취미, 관심사항)에 

대해 환자 및 가족과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환자가 원하는 물건반입을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환자가 원하는 오락활동(예: 음악감상, 

영상시청, 독서)을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정해진 시간 외에도 필요하다면 가족 면회를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들이 환자간호(개인위생,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무의식 환자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말할 수 없는 환자에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가능한 범위에서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CPR혹은 임종 시 주변 환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불필요한 소음(의료진의 잡담, 알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중환자실의 불쾌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밤에는 환자에 따라 조명을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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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사소통 능력 

 ⅰ)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 

 다음 문항은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해당 칸에 (v)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에 대해 항상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의학적 치료/시술이나 간호학적 중재 및 

절차에 대해 항상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의학적 치료/시술이나 간호학적 중재가 

필요한 이유를 항상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그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항상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씨,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⑥ 

7 치료 이외의 일상적 대화(날씨, 감정, 

정서)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개인적인 성향(가족관계, 종교, 직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항상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항상 일관성 있게 친근한 말로 대화를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필요 시 바쁘더라도 환자 및 환자 가족 옆에 

함께 있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필요 시 안아주기, 손 잡아주기, 눈 맞춤 등 

비언어적 소통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무의식 또는 혼돈 환자라도 항상 말을 건네며 

 간호 수행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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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4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끝까지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그들의 건강에 대한 신념/태도를 항상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치료적 중재에 대한 의사결정 시 반드시 

그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치료적 중재 계획 수립 시 그들의 

요구/가치관/선호도를 항상 적극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치료적 중재의 계획 수립 시 그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치료적 중재 계획 수립 및 이해를 돕기 위해 

항상 다 학제 간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타 전문 영역의 지지자원(심리치료, 사회 

사업 팀 등)을 소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필요 시 말기환자간호를 제공하거나 

의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필요한 지지자원(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을 파악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장기적 치료계획(장기이식, 무의식 환자간호 

등)을 수립하고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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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 

 다음 문항은 '일반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해당 칸에 (v)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진실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권리나 의견을 주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를 

협의함으로써 내가 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을 말로, 비언어적으로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사람들은 내가 따뜻하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대화는 비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논리 정연하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대화도중 상대의 대화 목적을 쉽게 

알아 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있음을 말로 또는 고갯짓으로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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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문직관 

다음은 귀하가 병원생활을 하면서 갖는 '간호 전문직관'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해당 칸에(v)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간호사는 박애정신을 지닌 성숙한 인격을 지닌다.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인으로써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전문지식을 

획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간호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는 전문인처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간호사는 대중적인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 요구되는 책임과 윤리를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7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간호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간호직은 기관의 지지와 인식을 통해 만족스러운 심적 

보상과 적절한 대우를 받는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분야의 사람들에게 

전문인으로서 존경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간호사는 의사와 같이 의학계의 다른 전문인과 

협력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간호직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만이 행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간호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동양 철학적인 인(仁)의 

개념, 즉 사랑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간호는 간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특수한 지식과 기술로 

인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과업수행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한국에 적합한 특별한 간호이론이 발전된다면 간호는 

외국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간호사는 병원의 다른 전문인처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간호직은 기관의 다른 전문인들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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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무환경 

다음은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업무환경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해당 칸에 (v)표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충분한 지원서비스(직접간호 이외 병동 

업무지원서비스)가 있어서 환자와 보낼 시간이 

많다. 

① ② ③ ④ 

2 업무에 있어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는 좋다.  ① ② ③ ④ 

3 관리자는 간호사에게 지지적이다.  ① ② ③ ④ 

4 간호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성 개발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5 경력개발 및 발전의 기회가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6 일반 간호사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7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환자간호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8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수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9 간호관리자는 행정 능력과 지도력을 잘 갖추었다.  ① ② ③ ④ 

10 일반간호사가 간호 관리자를 만나기 쉽다.  ① ② ③ ④ 

11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우수한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13 병원 경영진 등이 높은 수준의 간호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14 간호관리자는 다른 부서의 관리자들과 같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15 간호사와 의사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16 승진 기회가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17 환자 간호에 밑거름이 되는 명확한 간호철학이 

공유된다.  

① ② ③ ④ 

18 임상 능력이 뛰어난 동료간호사와 함께 일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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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간호관리자는 의사와의 갈등이 있어도 의사 

결정시에 간호사를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20 병원 경영진은 간호사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그에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21 활발한 질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22 병원/조직 내부의 운영 결정에 간호사가 참여한다. 

(예: 임상 및 정책위원회) 

① ② ③ ④ 

23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24 신규 간호사를 위한 프리셉터 프로그램이 있다.  ① ② ③ ④ 

25 간호가 의학 모델이 아닌 간호학에 기초한다.  ① ② ③ ④ 

26 일반간호사들은 병원/조직 및 간호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27 간호관리자는 일상의 문제와 업무수행에 대하여 

직원과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28 모든 환자를 위해서 서면 화된 간호계획이 

업데이트된다.  

① ② ③ ④ 

29 간호사에게 같은 환자를 지속해서 배정하여 간호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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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v)표로 기입 혹은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1. 성별         여성 ____                    남성 ____ 

  

2. 출생 년도   19__ __ 년 

 

3. 결혼 유무    기혼 ____              미혼 ____ 

 

 

 4. 최종학력      3년제 대학 졸업____         4년제 대학 졸업 ____ 

                    대학원 이상(석, 박사) 재학 또는 졸업____   

 

 

  5. 직책        일반 간호사 ____                  책임 간호사 ____ 

              

            

    6. 중환자실 근무 경력 ( ______ )년 ( ______ )개월 

 

 

 7. 현재근무부서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심장 내과계 중환자실            심장 외과계 중환자실 

                    ⑤ 신경계 중환자실                ⑥ 기타 

 

  8. 인간중심간호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표시(V)해 주십시오.  

              있다 ____                              없다 ____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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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연구도구 사용 승인 

1. Permission for PCCN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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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mission for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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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rmission for Global communication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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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rmission for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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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ermission for Work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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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centered Care and predictors among nurses in 

adult intensive care units 

 

                                                                Joo, Youngshi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erson-centered care is a holistic approach to deliver respectful and 

individualized care, allowing negotiation and choice of care via therapeutic 

relationship wherein patients are empowered to become involved in health decisions 

at any level desired by the patient. This cross-sectional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examined the level of person-centered critical care nursing (PCCN) and related 

factors of nurses in and adult intensive care unit (ICU). 

Participants included 147 registered nurses employed in adult ICUs, two hospitals, 

Seoul,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May, 2020.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using SPSS Win 

25.0. Participants’ mean age was 29.64(±4.66) years and ICU working experience 

was 4.67(±3.52) years. Of all participants, 78.2% were aware about PCCN. The level 

of PCCN was 3.79±0.41. Women and the participants who were aware about PCCN had 

significantly higher individuality scores(p<0.05).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otal mean PCCN score. 

PCCN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r=0.66, p<0.01), global communication skills (r=0.42, p<0.01),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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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r=0.38, p<0.01), and work environment (r=0.16, p<0.05).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significantly affected PCCN (Adj R2=.45, P<.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trategies for enhanc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skills are necessary to promote PCCN. In addition, they may be 

particularly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data for nursing education and future 

intervention development research.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for improving PCCN.  

 

Keywords: Person-centered care, Adult intensive care unit, N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