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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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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 문직 의 계를 악하고,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상자는 B 역시 소재 4개 학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 184명이
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상자의 임상
실습만족 정도는 평균이 108.10 , 평균평 은 3.48 ,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이 108.40, 평균평 은 4.01이었고, 간호 문

직  정도는 평균이 72.00 , 평균평 은 4.0  이었다. 상자의 간호 문직  정도는 성별, 종교유무, 연령, 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 문직 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약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간호 문직 은 간호사 이미지와는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간호 문직

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 요인  실습내용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 요인 

 실습교과만족도, 실습환경만족도, 성  순 이었으며, 체 설명력은 75.8%이었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기 해서는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이미지를 높이는 교육 로그램과 제도 인 근 략의 개발과 학생들의 체계 인 

성 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 image of nurses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84 nursing students in B city who had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5 to December 15, 2014 and,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Scheff?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der, religion, age,
and school record were observed. Nursing professional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n addi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image of nurses. 
Meaningful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image of nurses, satisfaction with the course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ith the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and school record. These factors comprised 75.8% of the total variance i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and the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onclusion,
to increas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 image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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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서비스 문화와 더

불어 소비자들이 질  서비스를 요구하는 변화가 형성되

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간호 문직에 한 사회  기  

한 커지고 있다〔1〕.
이러한 사회  기 에 부응하는 문직으로서의 간호

를 확립하기 해서는 간호사들의 문직업 이 형성되

어야 한다. 간호 문직 이란 문직으로서 간호에 한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며,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
여 간호세계를 보는 의식  견해〔2〕를 일컫는다. 간호
사들이 효율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직업에 

한 지각, 신념, 태도의 확립과, 간호의 문  수 을 유

지하기 한 노력과 문인으로서의 자세와 의식을 확고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3〕. 간호사의 간호 문직 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간호 업무에 한 자존감과 자신감
이 높으며 바른 가치 과 문성의 확립과 정 인 간

호사 이미지가 내재되어 간호 문직의 발 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 바른 간호 문직 을 확립하지 못하면 간호

문직에 한 자 심의 결여와 축감 등의 부정 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1, 4〕.
간호 교육의 일차  목표는 이론과 실습의 교육과정

을 마친 뒤 문직 간호사로서 질 인 간호를 제공하며, 
효율 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간호 인력의 

양성에 있다〔5-6〕. 간호 학생이 문 인 교육을 받

으면서 간호 문직 이 형성되며, 정 인 변화를 거치

게 된다. 한 간호 문직 이 간호 학생이나 실무 장

의 간호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7〕,미래의 간호계를 짊어질 간호 학생이 올바른 간

호 문직 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 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학
생들은 간호사의 역할을 습득하고, 간호에 한 가치
과 태도  간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7-9〕. 임상
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의 내용, 지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해 나타나는 정 인 정서반응으로〔9〕, 임
상실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간호 학생은 자존심에 

손상을 받고 간호사가 된 후에도 업무에 충실하게 념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10〕. 따라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을 해 학교와 임상실습기  모두

가 심을 가지며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한 해결방

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  의료 련 타직원 등

과의 일상 인 을 하면서 간호사의 치를 확인하

고, 막연하게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를 구체 으로 형성

하고, 사회의 기 에 부응하는 간호 문인으로 성장하

는데 필요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다〔11〕.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병원이라는 직장 단  안에서 간호사와 함

께 상호작용하는 의사, 병원직원, 환자, 보호자가 그동안
의 간호와 간호사에 해 품고 있는 느낌을 포함하는 것

을 의미한다〔12〕. 간호 학생이 가지는 간호사 이미

지는 처음에는 외부인과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을 가

지고 있지만, 간호교육을 받는 동안에 간호에 한 
의 변화와 함께 간호에 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
치, 윤리  표  등을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내면

화하여 받아들인다〔13〕. 간호 학생들이 간호사 이미

지를 정 으로 가지게 된다면, 보다 자부심을 갖고 간
호학 교육  실습에 임할 수 있으며, 궁극 으로는 임상

이나 지역사회 등 간호 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수행

에도 정 인 향을  수 있다〔14〕. 
지 까지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간호 문직 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
미지,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를 간호 문직 에 미치

는 향요인으로 연구한 논문〔15〕과 성별에 따른 간
호 문직 , 자아존 감과 사회  지지의 비교에 한 

논문〔16〕,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 공만족도, 
셀 리더십이 진로 비행동에 미치는 향〔17〕 남자 
간호 학생을 상으로 간호사이미지와 공만족도가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18〕 등이 
있었다. 그러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를 변수
로 하여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논문은 

Ham 등〔15〕의 논문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
문직 은 간호 학생들이 문 인 교육을 받는 과정에

서 형성되며 정 인 변화를 거친다는 에 주목해볼 

때, Ham 등〔15〕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다 마친 졸
업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 본 연구
에서는 임상실습이 진행 인 간호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간호교육의 진행정도에 따라 간호 문직 의 형성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고,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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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는 연구라는 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와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여,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는 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게 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학생들의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올바른 간호 문직 을 확립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함이며 이를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간호 학생의 제 특성을 악한다.
2)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 문직 의 정도를 악한다.
3) 간호 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 문직 의 

  정도의 차이를 악한다.
4)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 문직 의 상 계를 악한다.
5)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교과목, 실
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등의 
다양한 측면에 해 나타나는 정 인 정서반응이다

〔9〕. 본 연구에서는 Cho & Kang〔10〕이 개발한 측
정도구를 Han〔9〕이 수정 ㆍ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병원이라는 직장 단  안에서 간호사와 함

께 상호작용하는 의사, 병원, 직원, 환자, 보호자가 그동
안의 간호와 간호사에 해 품고 있는 느낌이다〔12〕. 
본 연구에서는 Yang〔19〕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 
등〔20〕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1.3.3 간호전문직관

간호 문직 은 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한 신념, 념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인 그 직분 

자체에 한 직업 의식 인 견해이다〔2〕. 본 연구에서
는 Yeun 등〔2〕이 개발하고 Kim〔21〕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여 측정한 수를 말하며, 수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사 이

미지가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

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상자는 B 역시 소재 4개 학에서 600
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 에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동의를 한 학생들

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동년 12
월 15일까지 30일간 수집하 다. 해당학교에 본 연구자
가 직  학부장, 학과장을 방문하여 연구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조를 받았다. 교과목 수업 에 담당 교수자
가 학생들에게 헬싱키 선언을 수하여 상자의 복지가 

모든 다른 이익보다 우선되는 것과 연구의 목 과 방법, 
견되는 잠재  험, 연구가 래할 수 있는 불편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 익명성과 비 보장 

등에 해 설명을 하 고, 이에 동의한 상자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지 작성에는 평
균 35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익명성을 유지하기 해 
설문지와 동의서를 각각 다른 투에 담아 회수하여 보

하 다. 수집된 설문지는 지정된 장소에 잠 장치를 

사용하여 보 하 고, 수집된 자료가 등록된 컴퓨터는 
비 변호를 사용하여 연구자 외에는 근 불가하도록 하

다. 연구 자료는 연구 완료 3년이 지난 후 설문지는 분
쇄기를 사용하여 쇄할 것이고, 컴퓨터에 장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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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구 삭제할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 수를 계산하기 해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 필요한 유의수
(α) 0.05,  검정력(1-β) 85%, 효과크기 (f 2)는 간크기
인 .20(medium)으로 선정하여 산출하 을 때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최소표본의 크기는 182명이었다. 탈락
률을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 자료수집 
결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선정된 

184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상자의 제 특성 5문항, 임상실습 
만족도 31문항, 간호사 이미지 27문항, 간호 문직  18
문항으로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는 Cho & Kang〔10〕이 
개발한 임상실습만족도 측정도구를 Han〔9〕이 수정·보
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에 한 만
족 3문항, 실습내용에 한 만족 6문항, 실습지도에 
한 만족 9문항, 실습환경에 한 만족 7문항, 실습시간
에 한 만족 3문항, 실습평가에 한 만족 3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이며, 
부정 인 문항은 역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an〔9〕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73이었다.

2.3.2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Yang〔19〕이 개발하고  
Lee 등〔2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
구의 내용은 통  이미지 12문항, 사회  이미지 6문
항, 문  이미지 6문항, 개인  이미지 3문항의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이며, 
부정 인 문항은 역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
미지가 정 임을 의미한다. Lee 등〔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92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 =.874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간호 문직  측정도구는 Yeun 등〔2〕이 개발한 29
문항을 Kim〔21〕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
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18문항을 사용하 다. 본도구의 
내용은 문  자아개념 6문항, 사회  인식 5문항, 간
호의 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
성 2문항의 하 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이며, 부정 인 문항은 역환산하 다. 수가 높

을수록 간호 문직 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2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 
=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 =.83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18.0 program 을 이용
하여 수집 자료를 분석하 으며, 구체 인 통계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

차로 분석하 다. 
2) 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간호

문직  정도는 평균과 평균평   표 편차로 

분석하 다.
3) 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 문직  정도의 차이

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로 분석하 다.
4) 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
문직  정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5) 상자의 간호 문직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상자의 제 특성  성별은 여자가 89.7%(165명), 
종교는 무교가 51.1%(94명), 연령은 21-22세가 60.9% 
(112명), 학업 성 은 평균 3.0-3.9가 72.8%(134명), 간
호학과 선택 동기는 성과 취미가 맞아서가 35.5%(65
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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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en  19(10.3)  67.73±4.95

-3.603  .001**
 Women  165(89.7)  72.49±8.65

 Religion
 Yes  90(48.9)  73.98±8.08

 3.191  .002**
 No  94(51.1)  70.10±8.42

 Age

 21-22a  112(60.9)  70.77±8.39

 4.179  .017*  a<c 23-24b  24(13)  71.96±7.83

 25< c  48(26.1)  74.92±8.39

School record

 2.0-2.9a  34(185)  67.15±8.19

 7.659  .001**  a<b,c 3.0-3.9b  134(72.8)  72.93±8.08

 4.0c <  16(8.7)  74.56±8.91

Entering
Motivation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20(10.9)  70.80±8.746

 .912  .458

 Considering aptitude  65(35.5)  73.28±8.005

 Employment  49(26.6)  70.51±8.583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34(18.5)  71.94±9.566

 etc.  16(8.7)  73.06±6.981

*: p<.05,  **: p<.01, ***: p<.001

Table 1.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4)

Variables Item
No. Mean±S.D. Range     

       
Average

Mean±S.D. Range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1 108.10±14.44 31-155 3.48±0.46 1-5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3 11.81±2.04 3-15 3.94±0.68 1-5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6 23.11±3.51 6-30 3.85±0.59 1-5

   Satisfaction with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9 30.41±5.86 9-45 3.38±.65 1-5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7 24.43±4.60 7-35 3.49±0.66 1-5

   Satisfaction with time of
   clinical practice 3 10.15±2.38 3-15 3.38±0.79 1-5

   Satisfaction with estimation of
   clinical practice 3 10.57±2.18 3-15 3.52±0.73 1-5

Image of nurses 27 108.40±13.53 27-135 4.01±0.50 1-5
   Traditional image  12 49.02±6.97 12-60 4.08±0.58 1-5
   Social image 6 23.55±3.27 6-30 3.93±0.54 1-5
   Professional image 6 25.97±4.42 6-30 4.33±0.74 1-5
   Individual image 3 9.86±3.23 3-15 3.29±1.08 1-5
Nursing professionalism 18 72.00±8.46 18-90 4.0±0.47 1-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6 72.00±8.46 6-30 4.13±0.58 1-5
  Social awareness 5 18.79±3.47 5-25 3.75±0.69 1-5
  Professionalism of nursing 3 12.34±1.78 3-15 4.11±0.59 1-5
  Roles of nursing service 2 8.10±1.50 2-10 4.05±0.75 1-5
  Autonomy of nursing 2 7.92±2.38 2-10 3.96±1.19 1-5

Table 2. Degre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Image of nurses, Nursing professionalism (N=184)

3.2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

상자의 임상실습만족 정도는 평균이 108.10
(±14.44), 평균평 은 3.48 (±0.46)이었으며, 하 역

으로는 실습교과 만족도가 3.94 (±0.68)으로 가장 높았
으며, 실습내용 만족도는 3.85 (±0.59), 실습평가 만족
도는 3.52 (±0.73), 실습 환경 만족도는 3.49 (±0.66), 
실습시간 만족도는 3.38 (±0.79), 실습지도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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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r p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317 < .001***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454 < .001***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310 < .001***
   Satisfaction with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 .183 < .001***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clinical practice .117 < .001***
   Satisfaction with time of clinical practice .212 < .001***
   Satisfaction with estimation of clinical practice .261 < .001***

Image of nurses .615 < .001***
   Traditional image  .542 < .001***
   Social image .524 < .001***
   Professional image .503 < .001***
   Individual image .195 < .001***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Image of nurse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ursing professionalism (N=184)

3.38 (±0.65)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이 108.40± 

(13.53), 평균평 은 4.01(±0.50)이었으며. 하 역에서

는 문  이미지가 4.33 (±0.74), 통  이미지는 

4.08 (±0.58), 사회  이미지는 3.93 (±0.54), 개인  

이미지는 3.29 (±1.08)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간호 문직  정도는 평균이 72.00

(±8.46), 평균평 은 4.0 (±0.47)이었으며,  하 역으

로는 문직 자아개념이 4.13 (±0.58), 간호의 문성
은 4.11 (±0.59), 간호계의 역할은4.05 (±0.75), 간호
의 독자성은 3.96 (±1.19), 사회  인식은 3.75
(±0.6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문직 정도

상자의 간호 문직 의 정도는 일반  특성에서 성

별(t=-3.603, p=.001), 종교유무(t=3.191, p=.002), 연령
(F=4.179, p=.017), 성 ((F=7.659, p=<.001)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결과, 연령에서 25세 이상 군이 21-22군보

다 간호 문직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 은 평  

2.0-2.9군 보다 평  3.0-3.9군과 평 4.0군의 간호 문

직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3.4 대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 문직 의 계는 

미약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r=.317, p<.001).  간호 문직 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 역인 실습교과만족(r=.454, p<.001)과는 간정도
의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실습내용만족(r=.310, 
p<.001), 실습지도만족(r=.183, p<.001), 실습환경만족
(r=.117, p<.001), 실습시간만족(r=.212, p<.001), 실습평
가만족(r=.261, p<.001)과는 미약한 양의 상 계가 있

었으며,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 다. 
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 문직 의 계는 강

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r=.615, p<.001). 간호 문직 은 간호사 이미지의 하

역인 통  이미지(r=.542, p<.001), 사회  이미지

(r=.524, p<.001), 문  이미지(r=.503, p<.001)와는 
간 정도의 양의 상 계가 나타났으며, 개인  이미지

(r=.195, p<.001)와는 약한 정도의 양의 상 계를 보

다. 즉,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독립변수들  간호 문직 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던 간호사 이미지와 하 역( 통  이미

지, 사회  이미지, 문 이미지, 개인  이미지), 임상
실습만족도와 하 역(실습교과만족도, 실습내용만족
도, 실습지도만족도, 실습환경만족도, 실습시간만족도, 
실습평가만족도)과 제 특성에서 간호 문직 에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성별, 종교, 나이, 성 을 단계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 이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하 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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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β   t p Adj. R2

Constant .693 .174 3.975 <.001***
Satisfaction with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 .088 .006 .659 15.692 <.001*** .641

Image of nurses .008 .002 .243 5.469 <.001*** .714
Satisfaction with course 
of clinical practice .042 .010 .181 4.298 <.001*** .730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015 .004 .149 3.796 <.001*** .752

School record .081 .035 .088 2.347   .02* .758
Adj. R2 =.758,  F=111.49,  p<.001***

*: p<.05,  **: p<.01, ***: p<.001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Nursing professionalism with Predictor variables (N=184)

선성 유무를 악하기 하여 공차한계값(tolerance)과 
분창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잔차값
(Durbin-Watson)을 산출하 다. 공차한계값은 0752~ 
1.000에 있고, VIF 값은 1.000∼1.496에 분포되어 있으
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해 Dur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2.104으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자기 
상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
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1.49,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는 
.758로 체 설명력이 75.8%이었다.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 역인 실습내용 만족(β=.659)이었고, 실
습내용 만족의 설명력은  64.1%이었으며, 다음으로 간
호이미지 (β=.243), 임상실습만족도의 하 요인  실습

교과만족(β=.181), 실습환경만족(β=.149), 성 (β=.08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의 향요인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평균평 이 

3.48±0.46(척도범 : 1-5)으로 간 정도 다. 이는 Lee 
& Ha〔22〕의 연구결과(3.54 )와, Ham 등〔15〕의 
연구결과(3.43 )와 유사하 고, Ji〔24〕의 연구결과
(3.04 )의 연구결과(3.10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 상자의 학년과 임상실습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즉, 본 연구는 

임상실습 600시간 이상을 경험한 학생들을 상으로 하
고, Lee & Ha〔22〕의 연구에서는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을 상으로, Ham 등〔1
5〕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학과 졸업학년
을 상으로, Ji〔24〕의 연구에서는 3년제 간호학과의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2, 3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 다. 
따라서 연구 상자의 학년  임상실습경험의 정도가 차

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하 역에

서는 실습교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습내
용, 실습평가,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Ji〔24〕의 연구에서 실습교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과 같은 결과이었고, 다음으로 실습환경, 실
습시간, 실습평가, 실습지도, 실습내용 만족도 순으로 나
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
습지도 역은 두 연구 모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 Ha〔22〕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공만족도, 임상실습 시 수행과 찰의 비율,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지도받은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지도 역에서 만족도를 높이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별히 실습지
도 역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실습 장에서 이

론 으로 배운 간호술을 용해 볼 수 있도록 임상 장

지도자의 학생에 한 배려와 심, 그리고 실습내용에 
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평균평 이 

4.01±0.50(척도범 : 1-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
한 도구로 측정한 Ham 등〔15〕의 3.71 과 Lee 등
〔20〕의 3.40 , 다른 도구로 측정한 Lee〔18〕의 연
구에서 3.75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하 역에서는 문  이미지가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통  이미지, 사회  이미지, 개인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am 등〔15〕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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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즉, 간호 학생은 간호사에 

한 문  이미지는 높고 정 이지만 간호사에 한 

사회  이미지와 개인  이미지는 상 으로 낮은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 으로 인식되고 있

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반 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사회

인 간호사 이미지의 개선을 한 노력과 극 인 

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자의 간호 문직  정도는 평균평 이 4.0±0.47

(척도범 :1-5)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졸
업학년을 상으로 연구한 Ko & Kim〔23〕의 연구에
서 3.67 , 졸업학년을 상으로 Ham 등〔15〕의 연구
에서 3.43 , 3년제 간호학과 1,2,3학년을 상으로 한 
Kwon & Yeun〔25〕의 연구에서 3.60 으로 나타난 결

과보다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 시간의 정도나 학년에 따
라 간호 문직 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하 역에서는 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았으며, 간호
의 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 사회  인식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Kwon & Yeun〔25〕의 연구
에서는 간호의 문성이, Ham 등〔15〕의 연구에서는 
간호의 독자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

이를 보 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에서 사회  인식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이는 간호학생의 문직 은 학년이나 실습 후, 다양한 
공과목의 학습에 따라 문직 의 하 역의 순 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사회  인식이 공통

으로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기 해서는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을 개선

하는 구체 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자의 간호 문직  정도는 일반  특성에서 성

별, 종교유무, 연령, 성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
우가, 연령이 높고, 성 이 좋은 학생들이 간호 문직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에 재학 인 1학
년에서 4학년학생들을 상으로 한 Jang〔17〕의 연구
에서는 종교의 유무에 따라 간호 문직 의 차이가 있었

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다. 그러나 남자간호 학생

을 상으로 한 Lee〔18〕의 연구에서 학년과 아버지 
직업이 유의한 변수 다는 보고와, 이은경과 Kim〔16〕
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

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제 특성과 련된 반복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
문직 과의 상 성을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 문직 은 미약한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6개 
하 역에서도 미약하거나 간정도의 양의 상 계

가 있었다. Ham 등〔15〕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만족
도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 
상자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 문직 의 계는 강

한 양의 상 계를 보 으며, 4개의 하 역에서도 

간정도이거나 미약한 정도의 양의 상 계가 있었다. 
Ham 등〔15〕의 연구와 Lee〔18〕의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이 높은 것과 일치하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기 해서

는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시키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의 하 역인 실습내용만족, 간호사 이
미지, 임상실습만족의 하 요인  실습교과만족, 실습
환경만족과 성 이었으며, 체 설명력은 75.8%이었다. 
이는 동일한 변수로 향요인을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려웠지만 졸업학년 간호 학생을 상

으로 한 Ham 등〔5〕의 연구에서 간호 문직 에 유의

한 향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공만족도, 종교, 임상실
습만족도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의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기 해서

는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 학생들의 미래의 자화상이라

는 에서 매우 요하게 다루어야할 변수이다. 특히 간
호사 이미지 정도에 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 학

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문 인 이론 지식과 

고도의 기술 능력을 갖추고 근거에 기 한(evidence- 
based) 업무를 수행하는 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에
서 지와 자부심이 있지만, 그에 걸 맞는 사회  지 를 

비롯한 보상과 우 등은 미흡하다는 인식과 생각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의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을 높이기 해서는 간호사에 한 우리사회

의 반 인 인식을 개선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해 다.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

와 개선을 해서는 일차 으로 간호계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하겠다. 간호계의 많은 사와 헌신 등에도 불구하
고 사회에서의 인식이 낮은 것은 일차 으로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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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는 간
호계 내의 자성과 인식의 확 가 필요한 시 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임상 인 문 역을 넘어선 정치, 경제, 문
화, 교육 등의 반 인 사회 역에 극 인 참여를 통

하여 책임 있는 문인의 역할과 리더쉽을 발휘하는 

근 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간호사의 문성
에도 불구하고 평가되어진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개선

하기 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방송이나 드라마 등에서 비춰지는 수동 이고 부정 인 

간호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해 메르스 사태 등에서 

활약한 간호사의 정 인 역할과 사회공헌 등을 부각시

키는 국민홍보 략이 필요하다. 한 간호의 독자

인 역 확 를 해 문간호사 제도의 극 인 활용

과 간호수가의 개발 등 제도 인 개선과 학문 인 노력

이 함께 이루어져야겠다.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에 향을 주는 임상실습 

교과만족을 높이기 해 이론  지식을 실습에 용할 

수 있는 병동과 병실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재 임상실습의 장은 환자의 권리와 보호라는 

명목과 바쁜 임상 장 등의 이유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범 의 간호가 어 담당교과에서 꼭 습득해야 할 

경험들이 이론이나 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학습된 지식을 장에서 직  경험하고 실제

인 간호수행을 용하여 임상실습 교과만족도를 높이

는 실습교과개선 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실습의 
내용에 있어서도 압이나 당 측정 등의 단순히 기능

인 일만을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이 필

요하다. 문제 심학습과 간호과정을 용한 실습내용으

로 지도를 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환자를 지정하여 환자
에 한 구체 인 사례연구와 함께 필요한 임상간호를 

장지도자의 감독 아래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의 마련을 통해 임상실습내용의 만족도를 높이는 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임상실습의 
장이 간호교육을 제공하는데 한 환경이 되도록 노

력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극 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

는  학습분 기를 제공하고, 탈의실과 휴게공간의 충분
한 확보  오리엔테이션과 집담회를 한 독립 인 장

소의 구비 등을 통해 임상실습환경만족도를 높이도록 학

교당국과 실습기 의 구체 이고도 실 인 약과 

조도 필요한 부분이다.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기 해서는 성

을 잘 리하고 향상할 수 있는 로그램의 제공해야 하

는데, 성 이 낮은 학생들을 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로그램 학습 등을개발하여 학습지도에 힘쓰고 성

리와 학교 응을 한 정기 인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활

성화시키고 투터링과 멘토링 제도 등을 활용한 성 향상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사이

미지가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여, 간
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는 로그램의 개발과 연

구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상자의 간호 문직 의 정도는 성

별, 종교유무, 연령, 성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 문직 의 계는 미

약한 양의 상 계가, 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

문직 의 계는 강한 양의 상 계가 있었으며, 통
계 으로 유의하 다. 간호 문직 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임상실습내용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교과
만족도, 임상실습환경만족도와 성 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들의 간호 문직

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이
를 해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략과 제도  노력이 

필요하고, 이론과 실습을 연계시키는 실습교과  실습
내용의 개선과 실습환경의 조성을 통해 임상실습만족도

를 높이며, 다양한 성 향상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에 미치는 향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을 높이는 

교육 로그램의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 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일개지역의 4개 
학의 간호 학생들을 연구 상으로 하 기에 연구의 결

과를 확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신 을 기해야 한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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