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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가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곳에서 근무하는 12개월 미만

의 신입간호사 114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업무수행,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에 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연구의 결과, 신입간호사의 교육 정도, 직무

만족도, 근무부서 업무만족도에 따라 간호업무수행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

기평가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높았다. 정서지능, 교육수 , 핵심자기평가와 직무만족도는 간호

업무수행 정도를 잘 측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간호업무수행 정도를 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간호사의 교육 정도와 직무만족도를 고려하여 신입간호사 오리엔테이션부터 간호업무수행 외

에 정서지능과 핵심자기평가를 포함한 실제 인 실무 응 훈련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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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of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new nurses’ 

nursing performance,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siliency and core self-evaluation. The 

subjects were 114 new nurses working for less than 12 months at two different hospitals with 

over 800 beds located in Gyeonggi-do. Between July and November,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measured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for nursing performance,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siliency and core self-evalu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 to new nurses’ education level, job 

satisfaction, and working position task satisfaction, and that the higher the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siliency and core self-evaluation were, the better the nursing performance 

was. As for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level, core self-evaluation and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y were variables to well predict the degree of nursing performance, and 

explained 33% of variance in nursing performan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ual 

field-adaptive training education includ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re self-evaluation other 

than nursing performance from new nurses’ orientation in consideration of education degree and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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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신입간호사는 학생에서 문직 간호사로의 성공 인 

역할 환을 해 노력하지만 임상에서 요구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병원 입

사 후 간호사 이직은 8,411명  일반간호사가 7,953명

(94.5%)이었고, 2011년에는 신규간호사 12,007명  

4,037명(33.6%)이 이직하여 정규발령 후 이직 11.9%,  

부서 장 교육  이직 13.1%, 부서 장 교육  이직

이 3.4%,로 간호사로서 실질 인 간호업무를 시작하기

도  시기의 이직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신입간호사에게 있어 임상실무의 주요 목표는 안

하고 역량 있는 간호업무 수행이나[2], 체계 인 근을 

통하여 다양한 간호 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은 물론 안  지

식, 임상  응, 간호상황에 한 통제감, 통합 간호능

력 등의 임상실무 수행능력이 요구된다[3]. 따라서 신입

간호사들은 미숙한 간호수기술을 훈련해야 하는 부담

감이 있으며, 상 자나 타부서와의 인 계에 어려움

을 경험하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서 오는 좌 감, 상

황 단 능력의 부족과 업무수행의 미숙 등으로 간호업

무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4].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은 성격 특성이 외향성일

수록, 성실성이 높을수록, 리셉터의 지도유형이 감각

-지원형일 때 수행정도가 높았으며[5], 업무 스트 스

가 낮고, 셀 리더십, 비  사고성향, 조직몰입 정도

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7]. 최근 국내에서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

행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업무수행과 조직

문화  향요인[5][8], 직무스트 스, 자아탄력성과 

이직의도의 계[9], 간호사가 임상수행능력과 련하

여 경험하는 과정[3], 업무매뉴얼 제공 후 수행능력의 

향상효과[10] 등에 한 연구가 있으나, 신입간호사의  

내 통제 변수인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

가와 간호업무수행과의 계를 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지능은 감정을 지각, 인식, 표 하는 능력, 감정

을 이용한 사고 진 능력, 감정과 감정지식을 이해하

는 능력, 정서와 지 인 성장을 해 감정을 조 하는 

능력[11]으로 정서 처능력과 조직몰입간의 매개변수

로서, 정서지능이 높고 정서 처능력이 높은 경우 조

직몰입 정도가 높았다[12]. 한 의사소통 기술과 직업

만족도에 간 인 향을 미치게 되어[13] 간호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는 낮아지며[14], 

조직몰입을 높이고 이직 의도가 낮아진다고 하 으나

[15] 간호업무 수행정도에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이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 진 바는 없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  요구나 환경에 자아

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 인 응

을 이룰 수 있는 능력[16]으로, 자신의 자질에 따라 환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

아탄력성은 간호사로서 개인 인 성장을 구축하는 

실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17]. 신입간호사의 자아탄력

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와 이직의도는 낮았고[9],  

자아탄력성이 문제해결과정, 임상수행능력을 측할 

수 있는 요변인으로 확인되었다[18]. 그러나 자아탄

력성이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도에 한 향력을 

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핵심자기평가는 개인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실에 해서 잠재의식 으로 평가하는 감정상태로서 

핵심자기평가 수 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며[19], 변

화몰입과 응수행이 높게 나타났다[20]. 한 간호사

의 핵심자기평가 정도는 직업만족도에 정 인 향

을 미쳤다[21]. 그러므로 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도

를 악하는데 있어 핵심자기평가 정도와 간호업무수

행의 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

기평가 정도와 간호업무수행간의 계를 악하는 것

은 신입간호사의 내 인 성장을 조성하고 격려하며, 성

공 인 업무 응을 돕기 한 로그램이나 경력 리 

로그램 구성요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매우 의미 있

는 일이다. 내 통제 변수인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와 간호업무수행과의 계를 악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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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입간호사를 상으로 정서지

능과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  간호업무수행의 정

도를 악하고, 이들 내  변수가 간호업무수행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여 신입간호사 업무향상 로그램 

는 간호학과 졸업생 추수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

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입간호사를 상으로 정서지능과 자아

탄력성, 핵심자기평가와 간호업무수행의 계를 악

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

탄력성, 핵심자기평가 수 을 악한다.

둘째, 신입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

행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

탄력성, 핵심자기평가 간의 상 계를 악한다. 

넷째,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

평가가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향을 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의 상 계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곳에서 근무하는 12개월 미만의 신입간호사

로, 해당병원 간호부의 승인 후 상자의 명단을 받아 

본 연구자가 직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설문지 내

용, 거부 권리 등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배부  회

수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이고 설문

지 응답 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120부를 

배부하여 116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총 114부를 최종 분석하 다. 

이는 G-Power 3.1.9.2 로그램을 이용한 회귀분석에 

필요한 상자 수는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80%이고, 체 요인 15개  회귀분석에 포함하고자 하

는 측요인은 6개일 때, 최소 98명이 요구되어, 본 연

구의 상자수 114명은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

족하 다. 

3. 연구 도구
3.1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이원희 등[22]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55문항으로, 간호과정 9문항, 

리더쉽 5문항, 간호기술 8문항, 교육/ 력 계 9문항, 

인 계 6문항, 문직 발  8문항, 자아존 감 1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하여 ‘매우 못한다’ 1

부터 ‘매우 잘한다’ 5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체 수의 범 는 55～330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5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5이었고, 하부 역별  Cronbach’s α

값은 .77∼.89이었다.

3.2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정

서를 인식하여 이해하고, 정서를 활용, 조 하는 능력으

로,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23]이 개발한 도구를 

한지 , 김천석, 최명옥과 유태용[24]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에 하

여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체 수의 범 는 16～8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한지  등[24]의 연구

에서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2 다.

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  요구, 특히 좌 되는 

스트 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Block와 Kremen[16]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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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도구를 유성경과 심혜원[25]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

에 하여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체 수의 범 는 14～

7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

한다. 개발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76이었

고, 유성경과 심혜진[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6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2 다.

3.4 핵심자기평가
핵심자기평가는 개인이 자신의 역량에 한 믿음과 

확신을 결정하고 잠재 으로 평가하는 정  감정 상

태로, 본 연구에서는 Judge 등[26]이 개발한 도구를 양

필석[27]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이 도구

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에 하여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체 수의 범 는 12～60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핵

심자기평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양필석[27]의 연구에서 .74-.78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73이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9.2 version) 통계 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

분율로,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

기평가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제시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의 차이는 Wilcoxon rank 

sum test,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 으

며, 이들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확인하 다. 간호업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공선성 확인 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평균 연령은 23.44세로, 94.7%가 여자 으

며, 종교가 있는 경우와 문학사인 경우가 각각 50%

이었다. 임상 근무경력이 7∼11개월인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4∼6개월인 경우가 36.8%, 3개월 이하

인 경우가 20.2%이었다. 근무부서가 내과계와 외과계 

병동인 경우가 각각 36.8%이었고, 환자실, 수술실, 응

실인 경우가 26.4%이었다. 상자  41.2%가 직무

만족도가 낮은 수 이었고, 36.0%가 근무부서 업무만

족도가 낮은 수 이었고, 64.9%가 업무스트 스가 높

은 수 이었다. 재 근무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원하지 않은 경우가 66.7%이었고, 병원 이직을 

생각해 본 경우는 55.3%이었다[표 1]. 

2.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
기평가의 수준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5  만   평균 3.67 으로, 

문직발  역이 3.98 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자아존 감 3.87 , 인 계 3.70 , 교육/ 력 계 

3.68 , 간호과정 3.49 , 리더십 3.47  순이었으며, 간

호기술 역이 3.41 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지능 정도

는 46.24 이었으며, 자아탄력성 정도는 55.13 이었고, 

핵심자기평가 정도는 37.73 이었다[표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 정도의 차  
이
상자의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교육정도(p=.020), 직

무만족도(p=.012), 근무부서 업무만족도(p=.025)에 따

라 차이가 있었다. 즉 학사가 문학사보다, 간호사에 

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근무부

서 업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간호업무

수행 정도가 높았다[표 1]. 

4.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 자
기평가의 상관관계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정

서지능(r=0.48, p<.001), 자아탄력성(r=0.26, p=.006),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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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자기평가(r=0.42, p<.001)와 정상 계가 있었다.  

즉,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가 높을수록 간

호업무수행 정도는 높았다[표 3].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 정도의 차이
(N=114)

특성

Total 간호업무수행

n(%) or
Mean ± SD

Mean ± SD
z/t/F
(p)

연령 (세) 23.44 ± 2.74
성별
  남자 6 ( 5.3) 201.83 ± 18.61 0.10(.914)*
  여자 108 (94.7) 202.13 ± 22.43
종교
  유 57 (50.0) 204.14 ± 21.53 0.98(.331)
  무 57 (50.0) 200.09 ± 22.80
교육수준
   전문학사 57 (50.0) 197.32 ± 23.24 -2.36(.020)
   학사 57 (50.0) 206.91 ± 20.12
임상 근무경력(월)
   ≤3 23 (20.2) 195.26 ± 25.50 1.51(.226)
   4~6 42 (36.8) 202.62 ± 21.17
   7~11 49 (43.0) 204.90 ± 21.11
근무부서
 내과계병동 42 (36.8) 201.95 ± 19.83 0.62(.541)
 외과계병동 42 (36.8) 204.67 ± 22.45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30 (26.4) 198.77 ± 25.01
직무만족도
   높음 8 ( 7.0) 216.38 ± 10.24a 4.65(.012)
   보통 59 (51.8) 205.41 ± 23.89
   낮음 47 (41.2) 195.55 ± 19.46b

근무부서 업무만족도
  높음 12 (10.5) 216.33 ± 15.24a 3.81(.025)
  보통 61 (53.5) 202.82 ± 23.42
  낮음 41 (36.0) 196.90 ± 20.31b

업무스트레스
  높음 74 (64.9) 200.34 ± 21.84 0.77(.467)
  보통 35 (30.9) 204.83 ± 22.86
  낮음 5 ( 4.4) 209.40 ± 23.51
근무부서 이동의도
  원함 38 (33.3) 201.42 ± 21.29 0.23(.815)
  원하지
  않음 76 (66.7) 202.46 ± 22.73
이직의도
  있음 63 (55.3) 202.06 ± 19.56 0.03(.979)
  없음 51 (44.7) 202.18 ± 25.23
*: Wilcoxon rank sum test
a, b: Scheff test(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표 2. 간호업무수행과 제 변수의 수준
(N=114)

변수 범 Mean ± SD

간호업무수행 55-330 (1-6) 202.11 ± 22.17
 (3.67 ± 0.40)

  전문직발전 1-6 3.98 ± 0.60
  자아존중감 1-6 3.87 ± 0.51
  대인관계 1-6 3.70 ± 0.59

  교육/협력관계 1-6 3.68 ± 0.56
  간호과정 1-6 3.49 ± 0.50
  리더십 1-6 3.47 ± 0.59
  간호기술 1-6 3.41 ± 0.56
정서지능 16-80 (1-5) 46.24 ± 6.74

 (3.30 ± 0.48)
자아탄력성 14-70 (1-5) 55.13 ± 7.20 

(3.45 ± 0.45)
핵심자기평가 12-60 (1-5) 37.73 ± 4.45 

(3.14 ± 0.37)

표 3.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
의 상관관계

                          (N=114)
변수

간호업무수행

r(p)
정서지능 0.48 (<.001)
자아탄력성 0.26 (.006)
핵심자기평가 0.42 (<001)

5.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범주형 변수  간호업무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던 교육 정도( 문학사=0, 학사=1), 직무만족도(낮음=0, 

보통, 높음=1), 업무만족도(낮음=0, 보통, 높음=1)를  더

미변수로 변환하고, 연속형 변수  간호업무수행과 상

성을 보인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를 독

립변수로 투입하 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 계수가 

0.80 이상인 설명변수는 없어 측변수들이 독립 임을 

확인하 으며, Durbin Watson 통계량은 2.047로 2에 

가까워 자기 상 의 문제도 없었다. 한 다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ence)는 0.574～

0.805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 

lation factor, VIF)는 1.065～1.741로 기 치인 10을 넘

지 않았고 상태지수(condition index)는 30 미만으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가

정을 충족하기 한 검정결과 선형성(linearity), 오차항

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도 만족하 다. 특이값 검토를 한 C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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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값은 1.0을 과하는 값은 없었다. 

단계 으로 변수들을 투입하여 산출된 간호업무수행 

회귀모형은 유의하 고(F=14.50, p<.001), 향 요인으

로 정서지능, 교육수 , 핵심자기평가, 직무만족도가 확

인되었다. 즉 정서지능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수 이 학

사인 경우, 핵심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보

통수  이상인 경우에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았으며, 

이들 4개 변수는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도를 

33% 측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간호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14)

변수 B SE
Standard-
ized β

t
(p)

Partial  
R2

(상수값) 94.43 16.80 0 5.62
(<.001)

정서지능 1.01 0.28  .32 3.58
(.001) 0.23

교육수준 
(전문학사=0) 11.60 3.58 .26 3.24

(.002) 0.05
핵심

자기평가 1.09 0.47 .22 2.32
(.022) 0.04

직무만족도 
(낮음=0) 8.39 3.80 .18 2.21

(.030) 0.03
R2 = 0.35, Adjusted R2 = 0.33, F(p) = 14.50(<.001)

SE=Standard Error

Ⅳ. 논의

본 연구는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 정도를 악하고, 신입간호

사의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가 간호업무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평균 3.67 (6  만 )으로, 100  만 으로 환산하면 

61.17 이었다. 이는 동일도구를 사용한 신입간호사의 

선행연구가 없어 원 도구를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박진 [8]의 연구에서 신입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정

도인 3.66 (6  만 ), 100  환산 수인 61.0 과 유사

하 으며, 이윤민[28]의 평균 26개월 경력간호사의 업

무수행 정도인 223.13 (330  만 ), 100  환산 수 

67.0 과, 문항수와 척도는 다르나 박 숙과 한지 [29]

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후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인 3.39 (5  만 ), 100  환산 수인 67.8 보다 조  

낮았다. 신입간호사가 경력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

도보다 조  낮게 나타난 것은 신입간호사의 임상수행

능력에 비  사고성향, 직무 스트 스, 조직몰입 정도

가 향을 미치는 요인[8]으로 신입간호사의 직무 스트

스와 업무수행 미숙으로 오는 자기효늠감 하가 간

호업무수행 정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 경력간호사의 자율성, 임 워먼트, 조직몰입 

정도가 업무수행에 간 인 향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한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이들의  

 이상의 공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아 임상수행

능력에 정 인 향을 미쳐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되며, 추후 인력의 특성과 리 시스템을 고려한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신입간호사의 하부 역별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문

직 발  역이 가장 높았고, 자아존 감, 인 계, 교

육/ 력 계, 간호과정, 리더십 순이었다. 이는 박 숙

과 한지 [29]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의 하 요인  인 계  의사소통이 가장 높았고, 

간호기술, 교육  력 계, 문직 발 , 간호과정 순

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달랐다. 이는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을 수행함에 있어 직 간호를 수행하기보다는 

찰 주의 실습과 화를 통한 환자반응의 확인이 부

분을 차지하여 간호수기술, 교육보다 인 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 도구는 다르지만 

홍정민 등[30]의 연구에서 신입간호사가 문직 발달, 

인 계  의사소통 역의 간호업무 수행 정도가 높

아 본 연구와 유사하 다. 그러나 5년 경력이하 간호사

는 자아존 감, 간호기술, 문직 발 , 교육 력, 인

계, 지도력 순으로 나타나[28] 달랐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간호사는 정체성을 확립한 가운데 독자 인 직  

간호업무의 수행에 치 하는 반면, 신입간호사는 간호

사의 역할  태도 확립과 임상 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환자, 의료진 간의 효과 인 인 계의 향상에 

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 정도는  

46.24 (80  만 )으로, 100  만 으로 환산하면 

57.80 이었다. 이는 이숙[14]의 연구에서 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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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경력간호사(의 정서지능 정도인 평균평  4.6

(7  만 ), 100  환산 수인 85.71 보다 많이 낮았

고, 성 희 등[15]의 연구에서 평균 7.3년 경력의 문 

간호사 정서지능 정도인 평균 58.66 (80  만 ), 100

 환산 수 73.33 보다 낮았다. 이는 신입간호사가 임

상실무의 응기간 동안 간호업무수행이 우선시 되는 

상황 속에서 스트 스를 받으면서 근무하다보니 자신

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조 할 겨를이 없고, 수

간호사, 동료간호사 , 의료진 간의 인 계에서 자신

의 감정을 조 하는데 미숙한 경향을 보여서 정서지능

이 낮아졌다고 사료된다. 간호사의 정서지능은 직무 스

트 스에 직 인 향을 미치며[14],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을 높이고 직무 스트 스를 이기 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자각하고 조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응교육 로그램이나 이에 한 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의 결과, 자아탄력성 정도는 55.13 (70  만

), 100  만 으로 환산하면 78.75 이었다. 이는 신

입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  비교할 

수 없지만, 박 숙과 권윤희[18]의 연구에서 간호 학

생의 자아탄력성 정도인 평균평  2.80 (4  만 ), 

100  환산 수인 70.0 과 유사하 다. 이는 직무만족

과 근무부서 업무 만족도가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므로, 자아탄력성이 공 만족에 따라 차이가 

있어[18] 만족도 수 이 자아탄력성 정도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 김부남, 오 숙과 

박용숙[31]은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스

트 스는 낮고, 직무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 다. 

본 연구의 결과, 핵심자기평가 정도는 37.73 (60  

만 ), 100  만 으로 환산하면 62.88 으로  수 이

었다. 이는 신입간호사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  비교할 수 없지만 Siu, Spence Laschinger와 

Finegan [32]의 연구에서 미국 온타리오 지역병원의 경

력간호사들의 핵심자기평가 정도인 평균평  5.12 (7

 만 ), 100  환산 수인 73.14 보다 낮았다. 핵심

자기평가가 근속기간과 유의한 정  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때[20], 신입간호사의 핵심자기평가 수 은 

병원 근무기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아 자신의 역량에 

한 자신감이 떨어져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상자수를 확 하여 근무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핵심자

기평가에 한 반복 연구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업무수행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교육정도, 직무만족도, 근

무부서 업무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의 학력, 근무경력, 근무부서에 따라 업

무수행 정도가 차이가 있었고[28][33], 공에 한 만

족도에 따라 임상수행능력이 차이가 있어[29] 본 결과

와 유사하 다. 간호업무수행은 이론  문지식의 기

반 하에 임상경험의 사례를 통하여 체득되는 기술로서 

교육 정도와 직무에 한 만족도는 자신감과 더불어 비

 사고성향을 강화하고, 간호업무 수행정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박진 [8]의 연구

에서는 비  사고성향이 높고, 업무스트 스가 낮을

수록 신입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그리고 경력간호사와 달

리 근무부서에 따른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도

의 차이는 없었는데, 신입간호사는 간호업무 미숙과 훈

련기간 이라 부서의 특성에 직 인 향을 받지 않

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간호업무수행이 문  치, 

간호사-의사 계와 유의한 상 을 보이는 것을 볼 때

[34] 문성에 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우 간호업무

수행 정도가 높고, 부서 내 의료진과의 계가 업무 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간호업무수행

에 련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간호

사들이 지속 인 학습으로 비  사고성향을 강화하

고, 극 인 간호업무수행을 통해 간호의 문성을 확

보하여 정 인 업무 응과 의료 계를 형성할 수 있

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

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높았다. 이는 간호사

의 정서지능이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고[35],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18], 

핵심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자신의 업무동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며, 변화몰입과 응

수행이 높았다고 한 선행연구[20][36]와 유사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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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자기평가가 높을수록 정서  소진은 낮은 수

이었으며, 정서  안정성도 높은 을[37] 볼 때, 다양

한 임상상황에서 타인과의 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

식, 조 하고 스트 스 상황에 해 평가, 융통성 있게 

의사소통하고 처할 수 있는 내 인 변수인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가 상호작용하면서 자존감을 

증가시키고 간호업무수행 정도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각각의 변수가 간호업무의 

수행에 어떻게 매개 작용을 하는지는 상자를 확 하

여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의 향

요인으로 정서지능, 학사의 교육수 , 핵심자기평가와  

보통수  이상의  직무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

사의 정서지능이 업무수행 수 과 정상 계가 있으

며[35], 병원서비스의 질과 직무 만족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동시에 의사소통 기술을 매개하여 서비스

의 질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본 

결과와 유사하 다. 한 학사 이상에서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았고[28] 간호사의 핵심자기평가는 갈등 리

의 질과 문  실무환경에 직 인 향을 미쳐 단

업무의 효율성에 간 으로 계하여[32],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하 다. 그리고 문미 , 미경과 정애화[38]

는직무만족도의 향요인으로 간호업무수행을 보고하

여 본 결과와 유사하 으나, 성미혜와 엄옥 [34]의 연

구에서 직무만족도는 간호수행능력과는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아 본 결과와 달랐다. 이는 임상경력이 낮고 

연령이 23세 이하인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았음[34]을 

볼 때, 연령과 근무경력이 직무만족도와 간호업무수행 

정도에 엉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신입간

호사는 업무의 우선순  악과 간호수기술의 미숙으

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데 하여 많은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

의 정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간호업무 수행의 

질을 확보하는데 향을 미치며, 자신에 한 믿음은 

정성을 부여하여 간호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간호서비스의 질에 기여한다고 사료된다. 한 신

규간호사의 비  사고경향, 직무스트 스가 임상수

행능력에 향을 미치고[8] 직무만족도는 비  사고

성향과 정상 계를 보이는 바[34], 본 연구는 업무스

트 스가 높은 신입간호사가 63.9%를 차지하여 이러한 

업무스트 스 정도는 갈등상황 시 비  사고를 어렵

게 하고 문제해결을 한 간호업무수행 정도와 직무만

족도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18]에서 자아탄력성이 임상수행능력과 상 성이 있는

데 반해 본 결과의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것은 간호사의 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 스가 낮

고 직무스트 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은 것을

[31] 고려할 때 신입간호사 개인의 업무스트 스 정도

가 자기 회복력과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쳐 간호업무

수행 정도와 무 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 정도는 정서지능, 핵심

자기평가와 학사의 교육수 , 직무만족도가 보통수  

이상인 경우에 33%를 측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업무수행과 내 변수에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

 비교할 수 없으나, 박진 [8]의 연구에서 신규간호사

의 임상수행능력  비  사고성향이 19.8%를 설명

하 고, 임상수행능력에 있어서 문제해결능력, 자기주

도  학습능력, 창의성, 성 이 37%의 향요인으로 나

타났으며[29] 간호사의 학력에 따른 간호업무수행 정도

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28] 자신을 잠재 으로 평

가하는 핵심자기평가와 감정을 지각, 조 하는 감성지

능과 학사수 의 학력이 간호업무수행 정도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 문미 , 미

경과 정애화[38]는 간호사의 생명윤리의식의 고취는 높

은 직무만족도와 련이 있고, 높은 직무만족도는 간호

업무수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하여 본 결과를 뒷받

침하 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에 따른 매개변수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즉, 간호사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직무스트 스가 

낮아지며[11], 핵심자기평가는 자아효능감, 목표 설정, 

업무수행과 정  상 성이 높아[36] 핵심자기평가가 높

을수록 자신에 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아 정성을 내

재화하여 목표의식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비  사

고를 통한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 감을 높이는데 

정 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입간호

사가 간호사로서의 자 심을 가지고 간호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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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단순히 처방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독자 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각하고, 정서지능이 직무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바[13], 문직 발 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핵

심자기평가가 높은 간호사는 자신감과 정 인 태도

로 임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조언을 얻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 간호업무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신입간호

사의 정서지능, 교육수 , 핵심자기평가와 직무만족도 

정도를 악하여 간호업무수행에 한 개별지도를 하

는 한편  환자, 의료진과의 력 계를 증진할 수 있도

록 신입간호사 업무향상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신입간호사를 상으로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의 수 과 련하

여 악하 으나, 2개 병원의 신입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로 확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정서지능, 교육수 , 핵심자기평가와 직무

만족도 수 이 간호업무수행 정도를 잘 측하는 변수

로 나타나 신입간호사 업무향상 로그램을 개발 하는

데 기  자료를 마련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 핵심자기평가, 자아탄력성은 

단시간에 향상되거나 개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호교

육기 에서는 이를 향상하기 한 재학생 로그램 뿐 

아니라 졸업생 추수 리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

다.

V. 결론

본 연구는 신입간호사의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핵심

자기평가가 간호업무수행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신입간호

사의 교육정도와 업무만족도를 고려하여 신입간호사 

오리엔테이션부터 간호업무수행 외에 정서지능과 핵심

자기평가를 포함한 실제 인 실무 응 훈련교육이 필

요하며, 교육 로그램은 기존의 이론 강의 심에서 벗

어나 환자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 의료진과의 

계에 한 구체 인 사례 학습과 스트 스 완화방법

의 훈련학습을 통해 실제 인 이해와 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근

무기간별로 단계 으로 용한다면, 간호업무수행이 

향상될 뿐 아니라 정서  안녕 증진, 직무만족도에도 

정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임상 근무경력에 따라 간호업무수행과 정서지능, 자

아탄력성, 핵심자기평가의 변화를 추 하는 종단 인 

연구가 필요하며, 신입간호사의 간호업무수행에 한 

심층 인 질  연구를 통하여 간호업무수행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매개변수를 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임상간호 실무에서는 신입간호사가 정서지능과 

핵심자기평가를 활용하여 간호업무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단계별 용, 평가하

는 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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