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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후변화는 현 시기에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위협적인 건강

문제이자 사회 문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 극한 날

씨 발생 빈도 증가, 해수면 상승 등은 자연재난을 통해 인간의 

부상과 사망을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매개체 

질환, 알레르기 질환, 수인성 질환, 기근 및 기후 난민 발생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인간의 건강과 삶에 깊숙이 관여한다[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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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nursing graduate students’ perception and behavior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health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m. Methods: This secondary analysis used research data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version of Climate Health and Nursing Tool. The participants were 220 graduate nursing students who 
were currently working.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is the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consisted of 20 items on awareness, concern, motivation, behaviors at home, and behaviors at work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ults: The mean score on the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was 73.52, which ranged 
from 41 to 100. Multiple linear regression showed that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were predicted 
by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response (β=.20, p=.002), experience in climate change- related 
extreme events (β=.18, p=.010), number of exposure pathways for climate change-related information (β=.17, 
p=.008), education level (β=.16, p=.015), and current work area (β=.15, p=.027). Conclusion: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response was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at explained nursing students’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Interventions that reinforce positive feelings about climate 
change-related behaviors and an optimistic attitude that climate change can be adapted to and mitigated through 
appropriate behaviors would significantly improve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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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전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변화와의 상관

성이 제시되면서[2]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건강

관리 영역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국내에서도 이미 보고되었다. 

환경부는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및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 영향, 오존과 미세먼지 농도 증

가로 인한 건강 피해, 기후요소 변화로 인한 매개체 분포 확대 

및 도 증가, 감염병 발생 증가를 보고하였다[3]. 이에 우리나

라도 2050년 온실가스 국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하는 ‘넷제로(Net-zero)’ 정책을 선언하여 기후변화 완화

를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였으며,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무적,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4]. 이

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부담이 증가하고, 관련 근거가 축적

되어 감에 따라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건강 전문가의 인식 제

고가 강조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은 폭풍우, 홍수, 화재, 폭염 등 위험현

상의 발생뿐 아니라 위험현상에 대한 대상자의 취약성, 위험현

상에 대한 노출, 그리고 주요 적응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5]. 즉, 

같은 위험현상에도 취약성에 따라, 노출 정도에 따라, 적응반응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간호의 대상자인 노인, 

아동, 기저질환자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강조되는 취약집단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건강취약

성이 높은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간호사는 취약집단의 

기후현상 노출을 줄이고, 적응반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

변화와 그 대응방안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간

호협의회에서도 임상, 교육, 연구, 정책,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서 활동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감소, 친환경 에너

지 사용, 식단 변화, 환경보건 정책 결정에 참여 등의 방식을 통

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6]. 이에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행위

에 대한 연구가 국외에서 일부 보고되었으나, 각 연구마다 간호

사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거나[7] 낮게 평가

하는 등[8]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선행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대입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최근의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변화에는 사회심리적 장

벽, 지식기반 장벽, 구조적 장벽, 문화적 장벽, 경제적 장벽 등 다

양한 장벽이 존재한다[9]. 기후변화 대응과 이를 통한 건강 증진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기후-건강 관련 이해도

와 행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

기부여요인 및 방해요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 교육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리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호 집단으로 간호대학원생이 있다. 대

학원생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전세계인의 공통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중요하다[10]. 일정 기간의 간호실무경험을 보유하고 

대학원에서 학문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간호대학원생은 

임상, 지역사회 및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간호 범위에서 지식 

개발, 연구, 관리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원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사가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의 인지행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간호사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인식, 걱정, 

동기 및 행동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한국어판 기후 건강 관련 간

호사 인지행동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Climate, Health, 

and Nursing Tool, K-CHANT)가 개발되었으나[11], 아직까

지 이를 활용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CHANT를 사용하여 실무에서 건

강 전문가이면서 연구 수행, 간호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

는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재를 계획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 및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기후 건강 관련 인지행동 측정도구

(K-CHANT)의 개발 연구[11] 자료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원생

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한 이차분

석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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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사의 기후 건강 관련 인지행동 측정

도구(K-CHANT)의 개발 연구[11]에 참여한 간호대학의 석사

과정,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면서 실

무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220명이며, 모든 자료가 분석에 포함

되었다. 자료분석에 포함된 220명의 표본 수가 가지는 검정력

을 사후 검정으로 확인하기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0.28, 표본 수 220, 회귀모

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9개를 대입한 결과, 검정력 99.9%를 나

타내어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표본 수임이 확인

되었다. 

원자료는 구글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되었

다.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5개 간호대학의 대학원

생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과 

설문 링크가 포함된 모집공고문을 이메일로 공유하여 모집하

였다. 링크를 통해 접속한 예비 대상자가 본 연구의 설명문, 동

의서를 확인하고 온라인 페이지 상 ‘동의함’을 선택함으로써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3. 연구변수

K-CHANT 개발 연구[11]에서는 대상자 특성(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기후-건강 관련 특성),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 및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할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특성

K-CHANT 개발 연구[11]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결

혼상태, 자녀유무, 과거력 유무, 교육수준, 대학원유형의 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업적 특성은 현 직장 근무경력, 현

재주요업무, 근무형태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후-건강 

관련 특성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경로의 수와 종류, 기후변

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빈도,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경험

빈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태도, 기후-건강 관련 의사

소통 빈도의 6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경로는 6가지 정보노출경로(텔레

비전; 인쇄매체; 소셜미디어; 친구/가족 등 지인; 교육과정; 간

호 또는 다른 전문단체의 교육 및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

해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

사하였다. 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한 경우 1점을 부여해 최소 

0점부터 최대 6점의 점수범위가 가능하고, 값이 클수록 여러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정보를 접한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빈도는 ‘귀하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기후 관련 기상 현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

까?’로 질문하였으며, 7가지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폭

염; 폭우; 가뭄; 홍수; 태풍/폭풍해일; 산불; 대기오염/미세먼

지)에 대한 경험빈도를 1점(전혀 경험 못함)부터 5점(매우 자주 

경험함)까지의 척도로 조사하였다. 총점은 최소 7점부터 최대 

35점의 점수범위가 가능하고, 값이 클수록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경험빈도는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

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특정 건강

문제를 식별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건강문제를 가진 1) 환자

/고객, 2)나/가족/지인, 3)읽거나 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모르

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로 질문하였다. 각 대상자

에게서 5가지 기후 관련 건강문제(천식, 알레르기, 폐쇄성 폐 

질환 악화 등의 호흡기 문제; 모기, 진드기, 벼룩 등 매개체에 의

해 전파되는 감염병; 폭염으로 인한 질병; 화재와 관련된 신체

적 외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

지를 1점(전혀 경험 못함)부터 5점(매우 자주 경험함)까지의 척

도로 조사하였다. 총점은 최소 5점부터 최대 25점의 점수범위

가 가능하고, 값이 클수록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를 많이 경험

한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귀하는 인간이 다음

과 같이 할 것이라고 얼마나 낙관하십니까?’로 질문하였으며, 

두 개 항목(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절히 대비할 것이다; 기후변

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것이다)의 응답을 1점(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부터 5점(매우 잘 할 것이다)까지의 척도로 조사

하였다. 총점은 최소 2점부터 최대 10점의 점수범위가 가능하

고, 값이 클수록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태도가 낙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기후-건강 관련 의사소통 빈도는 ‘귀하는 다음 그룹 및 개인

과 기후 변화와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자주(직접, 전화, 이메일, 

우편 등으로) 의사소통 하십니까?’로 질문하였으며, 각 그룹 및 

개인(직업적으로-직장동료/환자/고객 등; 개인적으로-친구/

가족/이웃; 선출직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 리더)과의 소통빈도

에 대한 응답을 1점부터(전혀 안함)부터 5점(매주 함)까지의 

척도로 조사하였다. 총점은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의 점수범

위가 가능하고 값이 클수록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 자주 의사

소통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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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은 영어권에

서 개발된 CHANT [12]를 Jeong 등이 2022년도에 한국어판

으로 번역 및 수정‧보완한 도구(K-CHANT)로 측정하였다

[11]. K-CHANT는 총 20문항, 5개 하위영역, 5점 척도로 구성

되었다. ‘인식’ 영역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걱정’ 영역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 수

준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동기’ 영역은 기후변화

와 건강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부여 수준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정에서의 행동’과 ‘직장에서의 행

동’ 영역은 가정과 직장에서 기후 친화적 행동을 수행하는 빈

도를 측정하는 각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연구에서의 Cron-

bach’s ⍺ 값은 .81이었다.

3)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 및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에 대한 인식과 방해요인에 대

한 인식은 CHANT 원도구[12]와 K-CHANT 개발 연구[11]에

서 조사되었으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과 선택지 항목을 

저자에게 공유받아 구성하였다. 질문은 각각 ‘귀하가 기후변화

에 대처하고자 동기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원

하는 정도까지 기후변화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로 

CHANT, K-CHANT와 동일하였고, 각 선택지 항목을 기후변

화 대처의 동기부여요인 및 방해요인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예’, ‘아니오’로 응답 가능하였다. CHANT 와 K-CHANT 에

서는 동기부여요인과 방해요인을 각각 17개, 12개 항목으로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에 대한 개인적 경험’, ‘종교/신

앙/영적인 이유’ 등 간호학적 대안 마련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

하고, ‘극한 기상현상 악화’, ‘산불 악화’, ‘해수면 상승’을 ‘자연

재난 발생에 대한 걱정’으로 통합하는 등 항목의 수를 줄임으

로써 각 항목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대안책을 적극적으로 탐색

하고자 하였다. 조사항목은 연구자 1인이 먼저 구성하고, 다른 

연구자 2인과 온라인 회의 및 서면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

다. 이후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건강행위 실천 연구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간호학 교수 1인에게 도구 항목 구성의 적절성을 검

토받은 후 최종 확정하였다.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에 대

한 인식은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걱정,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

정, 사회적 정의 실현 및 불평등 완화, 재산 손실 예방, 직업적 

책임감’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처 방해요

인에 대한 인식은 ‘복잡하고 불편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

음, 너무 바쁨, 비용이 너무 많이 듦, 조직문화 때문’의 5개 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 ‘예’로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

여 각각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의 점수 범위가 가능하며, 값이 

클수록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해 많이 

인식함을 의미한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 병원의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4- 

2022-0510) 후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심의위원회의 심

사 시 원자료가 수집된 K-CHANT 개발 연구[11]에서 대상자 

설명문과 동의서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학술 목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검토 받았다. 자료에는 개인 고유 정보를 식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컴퓨터로 정보화된 자료

는 잠금 설정을 통해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을 제한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 및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의 분포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의 차이는 in-

dependent t-test,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연속형 변수의 경우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ANOVA로 분석한 변수는 

등분산을 만족하는 경우 Scheffé 방법, 만족하지 않는 경우 

Dunnett T3 방법을 활용하여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기후-건

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다중공선성 진단 후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기후변화 대처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 및 방

해요인에 대한 인식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동기부여 및 방해요인 인식에 따른 기후-건강 관련 인

지행동 수준을 비교하고,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inde-

pendent t-test와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직업적, 기후-건강 관련 특성

대상자는 실무에서 근무하는 간호대학원생 220명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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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특성은 여성이 94.1%였고, 연령은 평균 32.24±4.08세이

었다. 70.5%가 수도권에 거주하였고, 미혼이 55.0%, 자녀가 없

는 대상자가 64.1%, 과거력이 없는 대상자가 90.9%였다. 석사

과정생이 77.3%, 대학원 유형은 일반대학원이 85.0%였다. 직업

적 특성은 현 직장 근무 경력이 평균 6.16±3.56년이었고, 환자

간호 업무 종사자가 77.3%, 교대근무자가 50.9%였다(Table 1). 

기후-건강 관련 특성은 6가지 기후-건강 관련 정보 노출 경

로 중 평균 3.34±1.62개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접하였으며, 

대상자는 7가지 기후변화 관련 기상현상에 대하여 35점 만점

에 평균 24.52±4.25점 경험한다고 인식하였다. 기후변화와 관

련된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고객이 경험한다’고 인

식한 경우와 ‘모르는 사람이 경험한다’고 인식한 경우가 25점 

만점에 각각 16.23±3.48, 16.23±3.88점으로 높았고, 가장 높

게 인식된 건강문제는 호흡기 문제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13±1.69점이었고, 기후-건

강 관련 의사소통 빈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7.45±2.91점이었

다(Table 1). 

2.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

대상자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은 100점 만점에 

73.52±9.50점이었다. 하위영역별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

하여 비교하였을 때, 5개 영역 중 인식 영역이 4.00±0.72점으

로 가장 높았고, 직장에서의 행동 영역이 3.24±0.70점으로 가

장 낮았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기후-건강 관련 인지

행동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후-건강 관련 인지

행동이 높았고(r=.14, p=.036), 박사과정생 이상(77.48±10.45)

이 석사과정생(72.35±8.91)보다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이 

높았다(t=-3.15, p=.002)(Table 1). 

직업적 특성 중 현재주요업무는 연구(78.58±8.20), 교육

(78.46±10.17)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이 환자간호(72.65±8.77) 

및 행정/관리(72.78±14.14)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보다 기후-

건강 관련 인지행동이 높았으나 사후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3.60, p=.014)(Table 1).

기후-건강 관련 특성 중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경로의 수

(r=.17, p=.011),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빈도(r= 

.26, p<.001), 환자 또는 고객의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경험

빈도(r=.20, p=.003),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 태도(r= 

.22, p=.001)는 각각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1). 

4.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3

과 같다. 본 연구에서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과 유의한 차이 

및 관련성이 확인된 연령, 교육수준, 현재주요업무,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경로 수,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빈

도,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경험빈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교육수준과 현재주요

업무는 각각 석사과정생과 환자간호 업무종사자를 기준변수

로 두고 나머지 변수를 가변수로 변환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및 독립성을 검증하

기 위해 잔차의 정규 P-P곡선과 산점도를 확인하였다.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었고, 개별 잔차들의 등분산

성과 독립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회귀모형 유의성 검정을 위

해 One-way ANOVA를 시행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

며(F=6.57, p<.001),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분산확대인자(Va-

riance Infation Factors, VIF)의 최솟값이 1.10, 최댓값이 1.37

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이 모

두 만족됨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행 결과, 회귀모형은 기후-건강 관련 인지

행동을 19.0%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를 보정

하였을 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태도가 낙관적일수록(β=.20, 

p=.002),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빈도가 높을수록

(β=.18, p=.010),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경로 수가 많을수록

(β=.17, p=.008)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이 높았고, 교육

수준이 박사과정 이상인 그룹이 석사과정인 그룹보다(β=.16, 

p=.015), 현재주요업무가 연구직인 그룹이 환자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보다(β=.15, p=.027)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이 높았다.

5.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 및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

대상자는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으로 5개 중 평균 

1.26±0.92개 인식하였으며,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걱정’이 

71.4%로 가장 많았고 ‘직업적 책임감’이 8.6%로 가장 적었다.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기후-건강 관

련 인지행동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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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20)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M±SD t or F or r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Women
Men

207 (94.1)
13 (5.9)

73.50±9.15
73.77±14.56

-0.06 (.949)

Age (year) 32.24±4.08 0.14 (.036)

Living area Capital
Non-capital

155 (70.5)
 65 (29.5)

73.83±9.99
72.78±8.27

0.74 (.46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separated

121 (55.0)
 99 (45.0)

73.55±9.46
73.47±9.60

0.06 (.951)

Children No
Yes

141 (64.1)
 59 (35.9)

74.24±9.87
72.23±8.73

1.51 (.132)

Disease history No
Yes

200 (90.9)
20 (9.1)

73.47±9.67
74.00±7.81

-0.24 (.813)

Education level Master
Ph.D./postdoctoral

170 (77.3)
 50 (22.7)

72.35±8.91
77.48±10.45

-3.15 (.002)

Graduate type General graduate
Professional graduate
Special graduate

187 (85.0)
 24 (10.9)
 9 (4.1)

73.14±9.57
75.04±9.28
77.33±8.31

1.18 (.308)

Working related 
characteristics

Current working duration (year) 6.16±3.56 0.05 (.497)

Current work area† Patient care
Research
Administration/management
Education

170 (77.3)
19 (8.6)
18 (8.2)
13 (5.9)

72.65±8.77
78.58±8.20
72.78±14.14
78.46±10.17

3.60 (.014)

Shift work pattern Shift
Fixed
Etc.‡

112 (50.9)
105 (47.7)
 3 (1.4)

73.83±8.71
73.24±10.20
73.00±12.53

0.11 (.898)

Climate-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Exposure pathways for climate 
change-related information§

Total number of exposure pathways 3.34±1.62 0.17 (.011)

Television Yes
No

190 (86.4)
 30 (13.6)

74.19±9.37
69.23±9.38

2.69 (.010)

Print media Yes
No

168 (76.4)
 52 (23.6)

74.57±9.12
70.12±10.01

2.86 (.005)

Social media Yes
No

165 (75.0)
 55 (25.0)

74.39±8.72
70.91±11.24

2.10 (.039)

Acquaintance Yes
No

106 (48.2)
114 (51.8)

74.74±8.46
72.39±10.29

1.86 (.065)

Educational 
curriculum

Yes
No

 54 (24.5)
166 (75.5)

74.07±9.04
73.34±9.68

0.51 (.610)

Professional 
organizations

Yes
No

 52 (23.6)
168 (76.4)

72.88±8.94
73.71±9.69

-0.57 (.568)

Experience in climate change- 
related extreme events

24.52±4.25 .26 (＜.001)

Experience in climate change- 
related health problems

Patient/client 
Stranger 
Me/family/acquaintance 

16.23±3.48
16.23±3.88
13.06±4.79

.20 (.003)

.13 (.064)
-.05 (.484)

Optimistic attitude towards 
climate change response 

7.13±1.69 .22 (.001)

Climate-health related 
communication 

7.45±2.91 .05 (.465)

M=mean; Ph.D.=doctor of philosophy; SD=standard deviation; †Analyzed by Dunnett T3; ‡Part time work, freelancer; §Multiple respons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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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r=.34 p<.001),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걱정(t=3.65, p< 

.001),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t=4.29, p<.001), 사회적 정의 

실현 및 불평등 완화(t=2.45, p=.020), 재산손실 예방(t=2.07, 

p=.047)을 동기부여요인으로 인식한 그룹은 인식하지 않은 그

룹에 비해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4).

기후변화 대처 방해요인 5개 중 평균 1.58±1.36개 인식하였

으며, ‘복잡하고 불편하다’가 45.0%로 가장 많았고, ‘조직문화 

때문’이 11.8%로 가장 적었다. 기후변화 대처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수준과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2 p<.001), 방해요인으로 복

잡하고 불편함(t=2.57, p=.011),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t= 

2.40, p=.018), 너무 바쁨(t=2.68, p=.008), 비용이 너무 많이 듦

(t=4.35, p<.001)을 인식한 그룹은 인식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

구결과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을 주요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 현재주요업무, 기후변화 관련 정

보노출경로 수,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빈도,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도출되었다. 

1.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

본 연구에서 파악된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

Table 2. Mean Scores of Subcategories of K-CHANT (N=220)

Subscales Items M±SD Min~Max Out of 5 score

Awareness  4 15.98±2.89 7~20 4.00±0.72

Concern  5 19.64±3.29 8~25 3.93±0.66

Motivation  3 11.09±2.36 3~15 3.70±0.79

Behaviors at home  4 13.85±2.84 4~20 3.46±0.71

Behaviors at work  4 12.96±2.80 4~20 3.24±0.70

Total 20 73.52±9.50 41~100 3.68±0.48

K-CHANT=Korean version of the Climate, Health, and Nursing Tool; M=mean; Max=maximum; Min=minimum; SD=standard deviation.
Note. Referring to previous study [11].

Table 3. Factors Influencing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N=220) 

Variables Categories B SE β t p

(Constant) 40.96 5.99 6.84 ＜.001

Age 0.14 0.16 .06 0.89 .377

Education level (ref: master) Ph.D./postdoctoral 3.71 1.52 .16 2.45 .015

Current work area (ref: patient care) Research
Administration/management
Education

5.16
-0.03
1.46

2.31
2.26
2.57

.15
-.00
.04

2.23
-0.02
0.57

.027

.988

.572

Number of exposure pathways for climate 
change-related information

1.03 0.38 .17 2.68 .008

Experience in climate change-related 
extreme events

0.41 0.16 .18 2.62 .010

Experience of patient/client in climate 
change-related health problems

0.31 0.20 .11 1.59 .114

Optimistic attitude towards climate change 
response

1.14 0.36 .20 3.18 .002

R2=.22, Adjusted R2=.19, F=6.57, p＜.001
Ph.D.=doctor of philosophy; ref=reference;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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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73.52±9.50점이었으며, 하위영

역별로는 인식 영역과 걱정 영역의 점수가 높고 직장에서의 

행동 영역과 가정에서의 행동 영역이 낮았다. 영문 원도구인 

CHANT를 사용하여 다양한 실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수준을 파악한 국외연구[13]

에서도 걱정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직장에서의 행동 영역이 

가장 낮게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

한 준비도를 탐구한 국외의 질적연구에서도, 간호사는 기후변

화와 환자 건강과의 관련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별개로 자신

이 전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하여[8]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간호사 개개인의 인식수준과 걱정수준이 높아

도 간호 근무지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결과이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두 선행연구[8,13] 모두 

기후변화와 건강을 간호학 교과과정으로 교육하고, 실무간호

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강조한다. 기후-건강 관

련 인식, 걱정과 행동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

로, 추후 교육은 행동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인식수준

과 행동 간 연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2.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영향요인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의 영향요인

으로 확인되어, CHANT 원도구를 활용한 Schenk 등[13]의 

조사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교육수준은 일반 시민에서도 기

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

려져 있으며[14], 간호사가 실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 기

후변화 대처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을 때에도 ‘어떻

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의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응답한 

그룹과 응답하지 않은 그룹 간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에 유

Table 4. Awareness of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Coping with Climate Change (N=220)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Climate-health related
perception and behavior

M±SD t or r (p)

Awareness of facilitators 1.26±0.92  .34 (＜.001)

Concerns about natural disasters Yes
No

157 (71.4)
 63 (28.6)

74.85±9.76
70.21±7.99

3.65 (＜.001)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Yes
No

 48 (21.8)
172 (78.2)

78.17±8.19
72.22±9.46

4.29 (＜.001)

Social justice/reducing inequality Yes
No

 27 (12.3)
193 (87.7)

77.70±9.50
72.93±9.38

2.45 (.020)

Prevention of property loss Yes
No

 27 (12.3)
193 (87.7)

 77.33±10.37
72.98±9.28

2.07 (.047)

Professional responsibility Yes
No

19 (8.6)
201 (91.4)

73.26±7.75
73.54±9.67

-0.15 (.885)

Awareness of barriers 1.58±1.36  .32 (＜.001)

Complex/not convenient Yes
No

 99 (45.0)
121 (55.0)

75.30±8.93
72.06±9.74

2.57 (.011)

Don't know what to do Yes
No

 71 (32.3)
149 (67.7)

75.79±9.96
72.44±9.11

2.40 (.018)

Busyness Yes
No

 66 (30.0)
154 (70.0)

76.00±8.70
72.45±9.66

2.68 (.008)

Expensive price Yes
No

 64 (29.1)
156 (70.9)

77.61±8.78
71.84±9.30

4.35 (＜.001)

Organizational culture Yes
No

 26 (11.8)
194 (88.2)

 75.46±10.98
73.26±9.29

0.98 (.336)

M=mean;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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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어 기후-건강 관련 지식 부족과 교육의 필요성

을 확인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15], 재난간호에 대한 

교육이 지역사회간호 또는 응급간호 등의 교과과정에 포함되

어 제공되는 추세이므로, 간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유

엔개발계획과 옥스퍼드대학이 전세계 50개국에서 미성년자 50

만명을 포함해 12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된 바 있다[16]. 기후변화가 비상사태라고 응답

한 사람 중 41%가 대응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행동한다’, ‘이미 충분히 하고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답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대상자

에게도 교육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석된 보고를 통해서

[16], 특히 대응행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현재주요업무가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의 주

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는 CHANT 원도구를 활용한 선

행연구에서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도구의 모든 하위영역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13]. 본 연구에

서 업무영역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고, 업무영역별로 비

교하였을 때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의 점수가 가장 높고,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의 점수가 가장 낮

은 것은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이 정보노출 경험과 관련있음

을 의미하는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현재주요업무

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 경로 수를 비교하였을 때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이 가장 높았고, 직접간호 업무를 수행하

는 그룹이 가장 낮았다. 기후변화가 건강 취약성을 가진 환자들

에게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을 고려할 때 환자간호 업무 종사자

가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 잘 알고, 대응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취약집단의 기후 관련 위험현상 노출을 줄이고 

적응반응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5]. 선행연구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간호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실무간호사에게 기후변화와 건강문제를 임상 실무에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17]. 따라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환자간호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

로 교육하여 환자들의 건강에 기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근무현장에 기후-건강 관련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지식

수준 및 이해수준을 가진 간호사가 기후변화와 건강이라는 비

교적 복잡한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어려

움이 없도록 실무에서의 실질적인 실천방안부터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의 또 다른 영향요인인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 경로 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

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간호대학원생에게 

어떠한 경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정보 노출경로로 활용

되는지, 어떠한 경로가 활용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노출

경로를 다양화 하는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정

보노출 경로별로 대상자의 경험률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텔

레비전, 인쇄매체,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험률에 비해 교과과

정, 전문단체를 통한 기후 관련 정보노출 경험률은 매우 낮았

다. 의대생과 의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

와 유사하게 인터넷, 텔레비전, 신문이 주요 기후변화 정보 출

처로 나타났으며, 추후 인터넷 접근성 증가로 인터넷을 통한 정

보습득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18]. 국외의 여러 

대학 및 단체에서는 기후변화 주제를 간호 교육과정에 통합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19],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간호 교과서를 제작하고[20],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국내 상황에 적합한 간호교육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사 보수교육 

및 건강전문 단체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노출 경로를 다양

화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성

인간호학회가 ‘기후변화 시대, 성인건강관리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간호연

구자들의 고민과 노력을 공유하였다[21]. 따라서 간호연구자 

및 실무자의 활동분야를 고려하여 동기부여와 성취를 촉진하

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활발히 사용하는 것이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접근성

이 높은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 분야의 간호대학원생을 대상으

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연구, 실무 분야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후-건강 관련 간호 전문가 양성에 유

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폭염, 폭우, 가뭄, 홍수, 태풍 ․ 폭풍해일, 산불, 대기오염 등

의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빈도는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원생

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변

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경험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었

지만, 국가적 ․ 조직적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경험한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념, 위험 인식, 기

후변화 관련 행위 의도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헌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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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으며, 특히 경험한 기상현상이 극단적일 경우 연구결

과들은 더욱 일관성을 보였다[22]. 따라서, 기후-건강 관련 인

지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는 실생활에서 

의도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 위험하므로, 가상현실 기능을 활용

하여 학습자를 안전하게 관련 경험에 노출시키는 교육이 기후-

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을 높이는데 유용할 수 있다. Petersen 

등[23]의 연구에서도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체험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관심, 행

동변화 의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우리나라 기후보건영향평가[4]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후

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인 폭염, 한파, 대기질에 대한 가상현

실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체험기회를 확대

해 나가는 것이 기후-건강 관련 인지기능 향상에 유용한 방안

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180개의 안전체험관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재해에 따른 위험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하게 함으로

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지식 및 기능 습득을 돕고 있다

[24]. 우리나라 안전체험관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등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

로그램의 내용이 일률적이고 지역적 특성과 급변하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설과 콘텐츠의 보완 및 수시 업그레

이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5]. 일본의 경우, 지역별 재난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 단계부

터 지자체의 실무자가 참여하고, 현장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퇴직 소방관을 교관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특징

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25]. 우리나라의 안전체

험관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국외의 안전체험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

마킹하여 프로그램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관

심과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안

전체험관에서 구현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해 가상현실 기술

을 활용하는 것은 빈번한 극한 기상현상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환자 및 고객의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경험빈도,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 빈도가 기후-건강 관련 인

지행동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는 직접적인 기상현상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 경험 또한 간호

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간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극

한 기상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 수준의 실천 방법을 전파

하는 것이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의 변화 가능성으로 유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

룹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에서, 환자 치료과정에 기상정보를 활

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에는 어려

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건강 정보 제공자로서 간

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부터 기

후변화와 건강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

되어야 하며, 기후-건강 관련 정보를 간호 현장에 적용하는 역

량을 함양해야 한다.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상 및 건강문제

의 직간접적 경험이 기후변화 관련 인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후속 연구의 근거 

문헌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기후-건

강 관련 인지행동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한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내용이다[27,28]. 간호대학

생의 불용의약품에 관한 환경행동 수행의도 관련 요인을 규명

한 Kim과 Kim [27]의 연구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수행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간호대상자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간호사

의 환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세먼

지 관련 건강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도[28] 미세먼지 위험 예방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행동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다. 이처

럼 환경문제에 있어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

으므로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의 태도수준과 영향요

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태도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28]. 

낙관주의를 포함한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

정적 태도의 더 강력한 예측 변수이며,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을 

위협으로 인식하더라도, 위협을 완화할 수 있는 희망적인 선택

에 관심을 갖고 동기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기후변

화 대응에 대한 지지적 태도 및 행동 촉진전략을 조사한 연구에

서도 기후변화 문제의 잠재적 해결책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통

해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지지적 태도와 생산적 행동 유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슬픔, 불안, 분노, 무력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

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 

불안감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31]. 개인에게 기후-건

강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방안 중심으로 전달하여 긍정적 감정을 고취시키되, 이에 

앞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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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원

생에게도 적용하여, 적절한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 및 완

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의

료기관의 지원과 조직문화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영향요인뿐만 아니

라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

사하여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동기부여요인과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

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보다 빈번하게 동기부여 혹

은 방해요인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고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71.4%가 자연재난 발생에 대한 걱정을 기

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응답자는 비응

답자에 비해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또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걱정, 사회적 정의 실현 

및 불평등 완화, 재산 손실 예방을 기후변화 대처 동기부여요인

으로 인식한 그룹이 인식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후-건강 관

련 인지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기후변화가 인간

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호대학원생의 인식 수준

을 높이는 것이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배우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세미나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다는 결과[30]는 기후변화와 지

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처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복잡하고 불편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너무 바쁨, 비용이 너무 많이 듦 순

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간단하고 편리성을 경험하는 실천부

터 계획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간호사의 경우 

목표 행동에 대한 편리성과 비용의 긍정적 측면을 인지할수록 

수행도가 높아질 수 있고,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업무 부담만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방해가 되므로[32], 조직차원에

서 간단하고 편리한 실천 방안을 제공하여 수행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의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간 

부족과 교육 부족이 기후변화 대처행위의 방해요인으로 확인

되어[33] 인력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감 부족,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시간과 자

원의 부족, 의료진의 부정적 태도 등이 지속가능한 업무 실천의 

방해요인으로 탐색되었다[33]. 병원 근무환경은 근무자들의 

환경적 무감각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행위

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정당화하며, 이미 의료인으로

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도덕적 상쇄와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34]. 본 연구에서도 동기부여요인으로 직업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아 선행연구[3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간호

집단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대학원생은 직업적 

책임감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와 대응 행동에 앞장서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일상의 간호 

업무가 단절되어 있으며, 다른 직무 요구 사항이 우선 작용함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보고하였다[35]. 따라서 간호대학원생이 직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간호 업무를 연결

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의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정책적, 국

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간호사를 대상으로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

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실무영역

에서 근무하는 간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후-건강 관련 인지

행동 수준과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은 국내에서 기

후변화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학적 접근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

과 경상도에 위치한 대학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생 이상의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전체 간호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

를 기반으로 하여 추후 다양한 학업적 배경 및 직업적 특성을 

가진 간호사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기후-건강 관련 특성으로 조사된 변수 중 기후변화 대처 동

기부여요인에 대한 인식과 방해요인에 대한 인식 등 CHANT 

도구 개발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에 대해 체계적 절차에 따른 번

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추후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통해 

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원생의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과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연구결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태도가 낙관적일수록, 기후변화 관련 극한 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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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험빈도가 높을수록, 기후변화 관련 정보노출경로 수가 많

을수록 기후-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박사과정 이상인 그룹이 석사과정인 그룹보다, 현재주요업무

가 연구직인 그룹이 환자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보다 기후-

건강 관련 인지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방향과 간호 실무에 대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

였기에 추후 다양한 학업적 배경과 직업적 특성을 가진 간호사

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사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기후-건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

므로 간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

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환자간호 업무 종사자를 대상

으로 한 교육중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건강영

향에 대한 문제는 발생 원인부터 해결법까지 매우 복잡한 개념

이며, 다차원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다학제적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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