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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문직   조직 몰입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해 시도되었다. 자료수
집은 2015년 5월 23일에서 27일 사이에 J시에서 간호 학생 287명을 상으로 시도되었다. 자료에 한 분석은 평균, 표  

편차, t 검정, ANOVA, Scheffe`s test, Pearson 상  계수, 단계  다  회귀 분석을 WIN SPSS 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간호 학생들은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에 해 5  만 에 각각 4.07 , 3.93   3.75 의 

평균값으로 나타났으며,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은 문직 , 조직몰입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고, 문
직 과 조직몰입도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다. 자아존 감과 문직  두 측정변인은 간호 학생의 조직몰

입에 해 47.2 %의 설명력을 보 다. 이에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과 문직 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통해 정 인 조직

몰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Method :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287 nursing students in J city who were surveyed between May 23 and May 27, 201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7.0 Program, which determined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 The nursing students investigated a mean of 4.07 and 3.93 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respectively. They attained a mean of 3.75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nursing students. Two factors 
explained 47.2%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enhance posi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to improve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Also, 

Keywords : Descriptive Research Desig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 환경은 다변화하는 사회  추세와 함께 인

구 구조  질병양상의 변화,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질 인 의료서비스제공이 요구되면서 의료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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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심의 리 략으로 환자 만족을 염두에 두지 않

은 의료기 의 경쟁력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병
원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환자와의 최고 
에 있는 간호인력 리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간호인력 리를 한 지표들  주목받는 개념  하나

가 조직몰입이다. 조직몰입이란 자기가 속한 조직에 
해 자신을 동일시하고 일체감을 가지는 것으로서, 조직
이 추구하는 가치에 한 강한 신뢰와 수용을 나타내고 

조직을 한 노력과 함께, 조직구성원으로서 남아있으려
는 의지를 말한다[10]. 학생은 미래의 문직업인으로
서 나아가기 한  단계로서 학부과정 동안 학과의 목

표와 가치를 내면화하여 가지는 마음가짐에 의해 직업인

으로서의 태도와 자세에 많은 향을 주며, 특히 간호
학생은  공교과목과 졸업 후 본인이 가지게 되는 문

직인 간호사와의 련성이 타 학과에 비해 매우 하

다. 아울러 간호 학생의 경우 비간호사로서 임상실습

을 통하여 다양한 간호 장을 경험함으로써 간호의 기본 

역할과 기술을 학습하고,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수행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폭넓게 비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24]. 따라서 학부과정 동안에 본인의 소속 학
과에 한 몰입정도에 근거하여 향후 졸업 이후의 간호조

직, 보건의료조직에 한 몰입으로 이어지므로 매우 요
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간호사를 상으로 조직
몰입과 련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문직 을 보

고한 연구[20]와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를 보고한 연

구[2]가 있으며, 조직만족도와 조직몰입의 상 계를 분

석한 연구는 있으나[11],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조직

몰입과 련된 변인을 악하는 연구는 미흡한 수 이다. 
하지만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하나의 간호조직, 
보건의료기 으로의 투입이라고 볼 때 재 간호 학생 

본인 소속의 학과 조직에 한 몰입정도를 악하고, 이
의 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재 간호계의 여러 문제들  신규간호사가 임상에

서 실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직 사회화에 응하

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참다운 간호상과 간호

상의 부재를 래하기 때문에 간호교육을 통한 바람직

한 간호 문직 을 발 시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13, 
16]. 간호 문직 은 문직으로서 간호에 한 체계화

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이나 그 직분에 

한 직업 인 견해[30]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문
직 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한 문  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되기 시작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정 으

로 변화된다[5, 15]. 정 인 간호 문직 은 간호사들

이 의료 장의 다양한 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

호제공과 효율 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16], 
조직몰입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6, 20], 조
직몰입의 정도를 높이는 주요 인자로 보고되었다[4]. 그
리고 문 학 학생들을 상으로 한 간호 문직 의 변

화에 한 연구에서는 3학년 때가 가장 높았고[15], 간호
학생과 간호사의 간호 문직 의 차이에 한 연구에서

는 간호학생과 임상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사이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이런 선행연구
들을 살펴본 바 간호 학생들의 간호 문직 과 조직몰

입과의 계에 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아존 감은 자신의 행동이 이상  자아와 얼마나 일

치하는지에 근거하여 얻어지는 자신의 가치에 한 개인

 단으로[25] 간호사를 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강
윤숙 등[12]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진

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최 진[2]은 병원간호사를 상
으로 조직몰입의 련변인에 한 분석연구에서 조직몰

입의 주요 련요인으로 자아존 감을 제시하 다. 한 
간호학생을 상으로 시행한 권 미와 윤은자[16]의 연구
에서는 자아존 감이 간호 문직 과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 는데,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정 인 간호

문직 을 형성하고, 이는 조직의 가치, 목 과 목표에 

한 정  믿음을 바탕으로 기꺼이 일하려는 의지 즉 조

직몰입에 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은 

서로 정 인 련성을 가질 것으로 측되지만 선행연

구는 각 개념들 간의 단순 상 계 연구가 부분이었

고, 특히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의 련성을 탐색하고, 조직몰입에 
향하는 련인자를 악하며, 한 재를 한 교

육, 훈련  리 로그램 개발과 추후 병원에서의 효과

인 간호인력 리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 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의 정도와 련성을 악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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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

을 악한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의 차이를 악한다.

(3)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 간의 상

계를 악한다. 
(4)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련인자를 악한다. 

1.3 용어정의

1.3.1 자아존중감 

자신의 행동이 이상  자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근거하여 얻어지는 자신의 가치에 한 개인  단을 

의미하며[[26],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6]가 개발하
고, 병재[8]가 수정보완한 자아존 감 도구로 측정되

어진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1.3.2 간호전문직관 

문직으로서 간호에 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이나 그 직분에 한 직업 인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30],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등[31]이 
개발한 간호 문직  도구를 이시라[18]가 수정보완한 
간호 문직  측정도구로 측정되어진 수를 말하여, 
수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이 높음을 의미한다.

1.3.3 조직몰입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추구에 한 

강한 정  믿음에 기 하여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21],  Mowday 등
[21]이 개발한 조직몰입 도구를 박지원[23]이 수정 보완
한 조직몰입 측정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상자 표집 시 임의표본추출 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의 련성을 악하고, 이들 변수의 계를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한 1개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인 학생들로 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을 

상으로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306명을 편의 
추출하 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 (α) 0.05, 검정력(1-β) 
0.80, 효과의 크기(fz)를 0.05로 두어 산출한 결과 본 연
구의 목 에 부합하는 정 표본크기는 193명이 산출되
어 최소 표본수를 충분히 충족하 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  특성 6문항, 조직몰입 15문항, 
간호 문직  26문항, 자아존 감 9문항으로 총 6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자아존중감 

Rosenberg[26]가 개발하고, 병재[8]가 수정보완한 
자아존 감 도구를 간호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은 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9문
항으로 구성되어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9개 문항  4개 문항은 부정문
항으로 역산하 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5이었고, Jeon (197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2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96
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윤은자 등[2005]이 개발한 간호 문직  도구를 이시

라[18]가 간호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 도
구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세 개의 문항을 제

외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26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하 역으로 나뉘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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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Mean±SD
Sex Male  29 10.1

Female 258 89.9
Age(yr) 19~20  91 31.7

21~22 132 46.0 21.89±2.81
  More than 23  64 23.1    

Economic status Upper   3  1.0
Upper-Moderate 124 43.2
Moderate-Low 141 49.1

Low  19  6.6
Health status Good 176 61.3

Moderate 102 35.5
Poor   9  3.1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70 59.2
Moderate 112 39.0

Poor   5  1.7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173 60.3
Moderate 108 37.6

Dissatisfied   6  2.1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53 53.3
Moderate 121 42.2

Dissatisfied  13  4.5
Total   287   100.0
 

다. 즉  ‘ 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  인식’ 8문항, 
‘간호의 문성’ 5문항, ‘간호 실무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

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수를 부여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1이었고, 이시라[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 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96
이었다.

2.3.3 조직몰입 

Mowday 등[21]이 개발한 조직몰입 도구를 박지원
[23]이 수정 보완한 연구 상자에 하도록 문구를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3개의 하 역으로 나뉘어졌다. 즉 동일시 6
문항, 애착 6문항, 소속욕구 3문항으로 3개 역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5개 문항  6개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산하 다. 5  Likert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수를 부여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7이었고, 박지
원[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96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J시에 소재한 1개 3년제 간호학과에 재
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 다. 본 연구
자가 해당 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연구목 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해당 학의 도움을 받

아 해당학생을 상으로 연구목 과 질문지 작성법을 설

명한 후 동의한 학생들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아 실시하

다.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일 배부

하고 무기명으로 자가 기록한 후 회수하 다. 설문지 작
성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목 으

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 다. 설문지는 총 306부를 배
부하여 100% 회수하 으나, 이들  응답이 불충분하여 
분석에 치 않은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87부를 자
료 분석에 이용하 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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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rganizational commitment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Sex Male 4.08±0.80 .001 .979 4.01±0.57 .704 .402 3.86±0.79 1.043 .308

Female 4.07±0.63 3.91±0.53 3.74±0.53
 Age(yr) 19~20 4.12±0.64 .347 .707 3.99±0.50 .848 .429 3.83±0.55 1.608 .202

21~22 4.06±0.62 3.89±0.54 3.69±0.49
More than 23 4.03±0.72 3.92±0.55 3.77±0.69

Economic status

Upper 4.19±0.32 3.79±0.62 3.58±0.52
Upper
 -Moderate

4.12±0.59 .649 .584 3.93±0.54 .185 .906 3.77±0.54 .290 .833

Moderate
 -Low

4.05±0.69 3.92±0.50 3.73±0.57

Low 3.91±0.78 3.99±0.65 3.81±0.70

Health status
Gooda 4.17±0.63 5.152 .006* 4.00±0.53 3.721 .025* 3.83±0.54 5.857 .003*
Moderateb 3.94±0.64 (a>b) 3.82±0.50 (a>b) 3.65±0.58 (a>b)
Poor 3.78±0.81 3.88±0.70 3.37±0.6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a 4.27±0.57 23.696 .000* 4.04±0.53 9.030 .000* 3.88±0.53 10.543 .000*
Moderateb 3.77±0.62 (a>b) 3.77±0.50 (a>b) 3.57±0.57 (a>b)
Poor 4.04±1.20 3.87±0.38 3.73±0.47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ieda 4.29±0.60 28.193 .000* 4.09±0.49 23.856 .000* 3.91±0.56 20.546 .000*

Moderate b 3.76(0.59) (a>b,c) 3.68(0.48) (a>b) 3.49(0.48) (a>b)
Dissatisfiedc 3.65(0.40) 3.78(0.62) 3.76(0.54)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ieda 4.23(0.58) 10.387 .000* 4.09(0.49) 21.098 .000* 3.93(0.53) 19.213 .000*
Moderateb 3.91(0.66) (a>b,c) 3.79(0.51) (a>b,c) 3.57(0.53) (a>b,c)
Dissatisfiedc 3.74(0.87) 3.36(0.54) 3.32(0.57)

* Scheffe`s test , p<0.05

하 으며, 사후검정은 Sheffe`s test를 실시하 다. 
3)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의 상

계 비교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 다. 

4)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련인자는 단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연구 상자 총 287명  258명이 여학생으로서 
89.9%를 차지하 고, 평균연령은 21.89±2.81세 으며, 
21~22세가 체  132명(46.0%)으로 가장 많았다. 경
제 상태는 하 141명(49.1%), 상 124명(43.2%)으로 
부분을 차지하 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 176명

(61.3%), ‘보통’ 102명(35.5%)으로 부분을 차지하
으며, 인 계는 ‘좋은 편’ 170명(59.2%)으로 가장 많

았고, ‘보통’ 112명(39.0%), ‘나쁜 편’ 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는 ‘만족’ 173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108명(37.7%), ‘불만족’ 6명(2.1%)의 순
으로 나타났다. 실습만족도는 ‘만족’ 153명(53.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121명(42.2%), ‘불만족’13명(4.5%)
의 순이었다.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

중감, 간호전문직관 및 조직몰입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

직몰입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
존 감은 건강상태(F=5.152, p=.006), 인 계

(F=23.696, p=.000), 공만족도(F=28.193, p=.000), 실
습만족도(F=10.387, p=.000)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를 살펴보
면 건강상태는 좋은 편(4.14±0.63)이 보통(3.94±0.64)보
다, 인 계는 좋은 편(4.27±0.57)이 보통(3.77±0.62)보
다, 공만족도는 만족(4.29±0.60)이 보통(3.76±0.59), 
불만족(3.65±0.40)보다 그리고 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
(4.23±0.58)이 보통(3.91±0.66), 불만족(3.74±0.87)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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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nursing students    (N=287)
   Categories  Sub-items Mean±SD Actual range
Self-esteem 4.07±0.65 2.00∼5.00

Nursing professional value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00±0.57 2.11∼5.00
Social awareness 3.74±0.62 1.88∼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5±0.58 2.40∼5.00
The role of nursing service 3.97±0.64 2.00∼5.00
Originality of nursing 3.97±0.64 2.00∼5.00
Total 3.93±0.53 1.88∼5.00

Organizational commitment Identification 3.78±0.58 2.00∼5.00
Attachment 3.73±0.60 2.00∼5.00
Continuance 3.76±0.64 2.00∼5.00
Total 3.75±0.56 2.00∼5.00

 

Table 4.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N=287)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rganizational commitment  
     Self-esteem 1
  Nursing professional values .491(<.01) 1
  Organizational commitment .516(<.01) .653(<.01) 1
   

자아존 감이 높았다. 간호 문직 은 건강상태

(F=3.721, p=.025), 인 계(F=9.030, p=.000), 공만

족도(F=23.856, p=.000), 실습만족도(F=21.098, p=.000)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한 결
과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좋은 편(4.00±0.53)이 보통
(3.82±0.50)보다, 인 계는 좋은 편(4.04±0.53)이 보통
(3.77±0.50)보다, 공만족도가 만족(4.09±0.49)이 보통
(3.68±0.48)보다 그리고 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

(4.09±0.49)이 보통(3.79±0.51), 불만족(3.36±0.54)보다 
간호 문직 이 높았다. 조직몰입도는 건강상태

(F=5.857, p=.003), 인 계(F=10.543, p=.000), 공만
족도(F=20.546, p=.000), 실습만족도(F=19.213, p=.000)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한 결
과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좋은 편(3.83±0.54)이 보통
(3.65±0.58)보다, 인 계는 좋은 편(3.88±0.53)이 보통
(3.37±0.57)보다 그리고 공만족도는 만족(3.91±0.56)
이 보통(3.49±0.48)보다, 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

(3.93±0.53)이 보통(3.57±0.53), 불만족(3.32±0.57)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연령, 
경제 상태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및 조직몰입도

상자의 자아존 감, 간호 문직 , 조직몰입도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 감은 5  만 에 체평균 

4.07±0.65 으로, 간호 문직 은 5  만 에 체평균 

3.93±0.53 으로 나타났으며, 하 역의 평균을 살펴보

면 ‘간호의 문성’이 4.05±0.58 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 문직 자아개념’ 4.00±0.57 , ‘간호실무역할’과 
‘간호의 독자성’ 3.97±0.64 , ‘사회  인식’ 3.74±0.62
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은 5  만 에 체평균 

3.75±0.56 으로 나타났으며, 하 역의 평균을 살펴보

면 ‘동일시’가 3.78±0.58 으로 가장 높았고, ‘소속욕구’ 
3.76±0.64 , ‘애착’ 3.73±0.60  순으로 나타났다. 

3.4 자아존중감, 전문직관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 

상자의 자아존 감, 문직   조직몰입 간의 상

계 비교는 Table 4와 같다. 자아존 감은 문직

((r=.491, p<.01), 조직몰입(r=.516, p<.01)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으며, 문직 과 조직몰입

((r=.653, p<.01)도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다. 

3.5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자의 조직몰입의 주요 측요인을 악하기 

하여 연속변수로 측정된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을 

투입하고, 일반  특성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변

수로 나타난 건강상태, 인 계, 공만족, 임상실습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2015

8504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N=287)
            
Predictors B SE  β   t  p Adj R2 F  p Dubin-watson VIF

.643 .195  3.289 .001 .472 129.064 .000 1.829
Nursing 
professionalism

.560 .052 .526 10.675 .000  1.325

Self-esteem .224 .043 .257  5.213 .000 1.321
 Adj R2=Adjusted R Square   

족정도는 비연속변수로서 더미변수 처리하여 다 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 합도 F값은 129.064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0), Durbin-Watson 통계량이 1.829로 
자기 상 성에 문제가 없었고, 부산팽창지수(VFI)도 
1.321에서 1.325로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의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들의 조직몰입에 
한 설명력은 47.2%로 나타났으며, 구체 인 변인을 살

펴보면 간호 문직 , 자아존 감이 상자의 조직몰입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향력은 

간호 문직 (β=.526, p=.000), 자아존 감(β=.257, 
p=.000) 순으로, 이 에서 간호 문직 이 상자의 조

직몰입에 가장 큰 측변인임이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도 간의 련성을 악하고,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을 살펴

보면 건강상태와 인 계가 좋은 편, 공만족도와 실

습만족도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간호 학생들이 해당 항

목에 하여 보통,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하
여 자아존 감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순희 등[14]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
생들의 경제  수 , 성별, 건강상태, 간호학에 한 만
족도에 따라 자아존 감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고한 결과 

 오세 과 박선남[22]의 연구에서 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인 계가 좋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게 나타난 결

과와 유사하 다. 그리고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 문직 을 살펴보면 건강상태와 인 계가 좋은 

편, 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간호
학생들이 해당 항목에 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

들에 비하여 간호 문직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미혜[28]의 연구에서 학년, 학생

활만족, 간호학에 한 만족, 인 계, 건강상태, 학  

 간호학선택 동기에 따라 간호 학생의 문직 자아개

념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

다. 
학생 시기는 인 계의 상도 차 확 되어 많

은 상들과 계를 맺어 갈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향도 다양하며, 인간의 자아와 정체
감 형성을 도와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게 한다

[29]. 그래서 자신을 개발하는 요한 시기인 학생활
에서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의사소통술 혹은 인 계 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실무

와 련된 의사소통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폭넓은 인간 계의 요성에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조직몰

입정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와 인 계가 좋은 편이라

고 응답한 상자들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상자들에 비

하여 유의하게 평균이 높았으며, 공만족도와 실습만족
도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간호 학생들이 해당 항목에 

하여 보통 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에 비하여 

조직몰입정도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조
직몰입은 본인이 소속된 조직의 목표와 가치추구에 정

 믿음에 기 하는 것으로, 간호직에 한 정 인 생

각들을 근거로 성취가능하다. 즉 간호직에 한 정
인 생각은 다양한 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호

제공과 효율 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16], 
조직몰입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20]. 본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의 공과 실습에 한 만족도가 높

은 군이 보통이나 불만족 군보다 조직몰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은 5  만 에 

체평균 4.07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자아존 감을 측정한 

정미 과 신미아[9]의 연구 2.89 ,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강윤숙 등[12]의 연구결과 3.76 보다도 높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및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8505

게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

가를 의미하며 개인의 행동과 응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1], 이러한 결과는 임상에서 실제 으로 간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간호사 보다 실제 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간호 학생의 경우 간호 문직에 

한 느낌과 견해가 보다 정 이며 기 수 을 높게 갖

고 있어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간호학생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아존 감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간
호교육 로그램이 개발  용될 필요가 있다.
간호 문직 은 5  만 에 체평균 3.93 으로 고

지와 김인경[13]의 연구에서 3.67 , 권 미와 윤은자

[16]의 연구에서 3.60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

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시라[18]의 남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3.63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남녀 학생 모두를 상으로 실
시된 연구에 의한 차이로 생각되며, 하 역들  간호

의 문성이 가장 높게 보고한 것과 일치하 다. 이는 간
호학생들이 간호의 문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재의 간호를 일반 직업군보다 엄격한 문성을 요하는 

문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확고한 간호정체성은 간호사로서의 역할변화에 좀 더 유

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 는데[3, 16], 간호학생들
이 올바른 간호 문직 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 장에서 잘 응할 수 있는 체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직몰입도는 5  만 에 3.75 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강경화 등[11]의 연
구 3.21 ,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시행한 한상숙 등[7]
의 연구 3.27 으로 보고된 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들의 업무환경에 한 응과 조직문화에 의

한 스트 스가 많음을 간 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간
호학생의 경우 간호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형성된 간호

문직에 한 개념을 토 로 재 소속된 간호과에 

한 조직몰입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몰
입과 련한 하 역들을 살펴보면 동일시가 3.78 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속욕구 3.76 , 애착 3.7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강경화 등[11]의 연구에서 소속욕구가 3.25 으로 가

장 높고, 애착 3.21 , 동일시 3.19 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 다. 조직몰입은 조직과의 일체감. 

조직에 한 정  평가, 같은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차원의 변수를 의미하며, 이의 하
역으로서 동일시는 조직을 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 의사이고, 소속욕구는 조직의 구성원
으로 남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애착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한 강한 신뢰를 말한다[21] 임상간호사에 비해 
간호 학생의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하 역

들  동일시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임상간호사와 다

른 간호학생의 신분 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 즉 임상간호사의 경우 병원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조
직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에 한 신뢰를 의미하는 애

착이나 소속욕구와 련된 개념이 더 높게 인식되고 있

고,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학생의 경우 본인 소속의 
간호과 조직, 그리고 자아실 을 통한 비간호사로서의 

간호과의 목표달성과 성장발 이 학생 개인의 목표달성

과 성공발 과 부합된다고 인식하는 동일시 수가 높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한 필수 교
육과정인 간호지식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 학생의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요인들을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간호사가 되었을 때도 조직몰입의 정
도에 유의한 연계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 감과 간호 문직 , 조직몰입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가 있었다. 자아
존 감과 간호 문직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는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실시된 권

미와 윤은자[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경우 임상간호사에 비해 자신에 

한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문직으로서의 간호직에 

한 정  가치 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성미혜[28]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자아존 감과 조직몰입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최 진[2]의 연구에서 3차 
의료기 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자아존 감

과 조직몰입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고, 류선 [27]의 
연구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상으로 자아존 감과 조직

몰입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다는 결과

와 유사하 다. 이처럼 다양한 상자에 한 연구에서 
자아존 감이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하

고, 자아존 감 강화는 간호 학생들의 생활 반의 만

족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높여 조직몰입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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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켜  수 있는 정 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

된다. 간호 문직 과 조직몰입의 계에서도 통계 으

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나타냈는데, 간호사를 상으
로 시행한 한상숙 등[7]의 연구에서 간호 문직 과 조

직몰입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고, 문
숙과 한수정[20]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간호 학생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련인자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 간호 문직  모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간호 문직 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 학생의 이론교육과 임

상실습을 통한 교과과정 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

활동 등의 교과외 활동들을 통해 확고한 간호 문직 을 

확립하는 것이 조직몰입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간호사를 상으로 한 문 숙과 한수정

[20]의 연구 역시 문직 이 조직몰입에 효과를 주는 

변수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그리고 자
아존 감과 조직몰입[2, 27], 간호 문직 과 조직몰입

[4, 6, 20], 자아존 감과 간호 문직 [16, 28]의 연구결
과들을 통하여 볼 때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신규간호사의 낮은 조직몰입 한 이직의도에 향을 

으로써[7] 개인뿐만 아니라 간호조직에도 많은 향을 
주어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의 간탈락  이직으로 

인한 막 한 비용손실을 래되는 것이 큰 사회  문제이

다. 이를 보완하기 하여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호자로서 병원조직의 목 과 목표에 한 

정  믿음에 기 한 조직몰입을 자각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간호 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

사 생활을 시작할 때 조직몰입을 유지, 향상시켜 이직의
도를 일 수 있을 것이며, 간호교육자들은 간호 학생들

의 재학시  조직몰입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한 특성화

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간호 학생의 높은 자

아존 감과 간호 문직   조직몰입은 유의한 련성

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고,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과 간호 문직 이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요인임

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
를 통해 도출된 조직몰입과 련된 각 향요인들에 

한 추후 분석과 함께 학교육과정에 극 인 반 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간호 문직  

 조직몰입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상 계를 

규명함은 물론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

함으로서 이를 한 재와 추후 효과 인 간호인력 리

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도되었다. 연구
상  자료 수집은 경남지역 소재 일개 학에서 한 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 287명의 자료를 분석
하 고,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특성  자아존 감, 문직   조직

몰입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건강상태, 인 계, 
공만족  실습만족이 해당되었다. 
둘째,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은 5  만 에 체평

균 4.07 , 간호 문직 은 5  만 에 체균 3.93 으

로 세부하 역  ‘간호의 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은 ‘ 문직 자아개념’, ‘간호실무역할’과 ‘간
호의 독자성’, ‘사회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
의 체평균은 3.75 으로 세부하 역  ‘동일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속욕구’, ‘애착’의 순으로 나타
났다.
셋째,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은 문직 ((r=.491, 

p<.01), 조직몰입(r=.516, p<.01)과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고, 문직 과 조직몰입((r=.653, 
p<.01)도 통계 으로 유의한 순 상 계를 보 다. 
넷째, 조직몰입에 한 측정변인들의 설명력은  

47.2% 다. 분석결과 간호 문직 과 자아존 감이 

상자의 조직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  향력은 간호 문직 (β=.526)이 가장 측력
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아존 감(β=.257)이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은 

상 수 으로 정 이며, 문직 과 조직몰입과는 순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간호 학생의 

조직몰입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직 이었으

며, 자아존 감 역시 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의 자아존 감  문직  향

상을 한 교과 내외의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
고 임상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 역시 간호학생연합

체  간호동아리 활동 등에 능동  참여와 극  활동

이 동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의 학생지도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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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역시 이러한 간호 문직에 한 정 인 이미지가 

임상실습에 요한 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간호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향후 졸업 이후에 문

간호사로서 소속 조직에 한 사명감과 조직몰입을 향상

시키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학생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하여 자

아존 감을 향상시키고, 높은 간호 문직 을 확립할 수 

있는 극 인 재 로그램 개발  용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자들의 조직몰입정도가 

졸업 후 추후 정규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조직몰입도 변

화추이에 하여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학 간호 학생을 상으로 시

행하 기에 일반화에 제한 이 있으며, 상자를 확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간호 학생의 조직몰입을 향상시

키기 한 련인자들을 탐색하기 한 추후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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