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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

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조절력이 조절변수로서 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간호대

학생 19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21.0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간호전문직관

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r=-.40, p<.001), 정서조절력과는 양의 상관관계 (r=.55,

p <.001)가 있었다. 그리고 정서조절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r=-.20, p <.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에 교수지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지지체계 구축과 임

상실습스트레스관리와정서조절력훈련개발의중요함을보여준다.

주요용어: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스트레스, 정서조절력.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과학의 발전과 보건의료시설의 급증으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

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도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유지, 증진, 질병

예방,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가운데 간호사는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이 점점 더 요구되고

있다 (Ahn과 Song, 2015; Han 등, 2008; Yeun 등, 2005).

간호대학생은 지식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하여 간호실무를 경험하며 간호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질

을 갖추게 된다. 특별히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간호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응

용력과창의력을증진시킬수있는기회이다. 뿐만아니라임상실습은간호에대한가치관과태도, 간호

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간호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간호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과정으로 (Lee, 2010)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

지만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에게 긴장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

†
이 논문은 2016년도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원우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139-79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E-mail: agape90@bible.ac.kr



750 Insun Jang

다. 간호대학생은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긴장감, 불안감, 무력감 같은 심

리적 스트레스, 의료진 및 환자와의 관계, 같이 실습하는 동료학생과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

스, 모호한 역할과 실습 과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 병원이라는 긴장감이 넘치며 친숙

하지못한환경적스트레스등다양한영역에서스트레스를경험한다 (Kim과 Lee, 2005; Song과 Chae,

2014; Shin과 Park, 2013; Yang 등, 2014; Hong과 Park, 2014).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적절하

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요통, 근육통, 소화기계 증상 같은 신체적 문제와 무력감, 불안, 우울 등의 정신

적인문제를야기하기도하고, 자존감, 학업성취도및전공만족도가저하되어결국에는간호사를포기하

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Lee, 2010; Hong과 Park, 2014; Park과 Oh, 2014). 이에 Kim과 Seo

(2015)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심리적 안녕감, 대처능

력을증진시키는접근이필요하다고제언한바있다.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

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 (Yeun 등, 2005). 간호전문직관은 대상자에게 양

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직업적 만족을 얻으며 사회로부터 간호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

이다 (Han 등, 2008; Park 등, 2016; Yeun 등, 2005). 즉, 간호현장에서 효과적인 간호수행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간호대학생 시기에 간호직에 대한 확고한 태도 정립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되어서 긍정

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갖고 있을 때 의료현장의 다양한 전문인과 조화를 이루며 양질의 간호제

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

다 (Kwon과 Yeun, 2007). 그런데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습과정 적응 및 실습만족도가 저하되

며 이는 간호에 대한 태도 및 간호전문직관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Hong과 Park, 2014; Park과 Oh, 2014).

이에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을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서조절

력을 고려하였다. 정서조절력이란 정서적·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Jung, 2013-2차인용). 정서조절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양한 상황이나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고, 성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Baek, 2013; Choi, 2009). 또한 스트레스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

어 낸다 (Benson 등, 2010). 정서조절력은 대학생들의 정서, 대인관계, 학업 등의 영역에서의 적응력

을 높이고,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전공 적응 및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 등, 2011; Han, 2015).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정서지능의 하부요인 중 정서표현, 정서조절, 감정

이입이 학업생활이나 대인관계, 학과 활동, 교우관계의 애착과 같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2014). 특히 간호직은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군으로 분

류되고 있다 (Yang과 Chang, 2008). 최근 의료기관들은 고객관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

사 등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고객만족을 위해 개인감정 표현과 행동규칙 관리를

적극 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서지능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갈등이나 문

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돕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Park, 2014), 정서지능이 대

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Han, 2015),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력은 가장

상위수준에 해당되는 능력으로 자신의 정서를 반성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한다

(Choi, 2009). Kang 등 (2014)은 간호의 기본개념인 돌봄에 대한 기본요소가 바로 환자의 요구를 알아

차릴 수 있는 능력이기에 감성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간호

사에게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하였다. Song과 Chae (2014)의 연구에서도 감정지능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스트레스 인지 및 대처방식에 어

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규명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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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로는 주로 간호전문직관과 다른 변수 즉,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사회성,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무력감과 같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 연구들로 주 효

과만 파악하는 연구들이었다 (Ahn과 Song, 2015; Hong과 Park, 2014; Kwon과 Yeun, 2007; Ham과

Kim, 2012). 간호학생의 무력감이 높으면 간호이미지가 낮아지는데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간호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매개효과를 (Lee, 2010), 자기효능감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Kim, 2011),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감정노동과 업무스트레스 사이에 조절효과를

(Karimi 등, 2013) 보고한 연구가 있지만, 정서조절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간호대학생 시기에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의 역할 즉 조절변수로서의 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함으로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

관을형성할수있도록임상실습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개발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연구의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임상실습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의수준을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일반적특성에따른임상실습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간의차이를파악

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임상실습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과의관계를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데정서조절력이조절효과가있는지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미치는데정서조절력의역할을파악하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소재 3개 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3, 4학년

대상으로편의추출되었으며본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연구에참여하기로동의한자들이다. G*power

3.1.3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크기의 효과 0.15로 하고 예측요인의 수를

10으로 설정하였을 때 대상자 수는 172명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10%를 고려하

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19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K대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 (201509-SB-023-02)을 받은 후 해당 학교의 학과장 및 교수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

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 참여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연구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을것을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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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1)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되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육체적

인 상태에 영향을 주어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긴장상태를 의미한다 (Beck과 Srivastsva, 1991).

Beck과 Srivastsva (1991)가 개발하였고 Kim과 Lee (2005)가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갈등 4문항, 환자와의갈등 5문항으로총 24문항이다. 각문항은 5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200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알파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 .89이었다.

2) 정서조절력

정서조절이란 자아 속에서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의미하며 정서적·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
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Jung, 2013-2차인용). 대학생의 정서지능을 측정

하기 위하여 Salovey와 Mayer (1990)의 정서지능 이론에 근거해 Moon (Jung, 2013-2차인용)이 개발

한 성인용 정서지능검사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AEQT) 45문항에서, Jung (2013)이 자신

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묻는 문항만 사용한 도구, 총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 (20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79이었고, 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 .84이었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이란전문직으로서간호와간호사에대한신념, 관념및인상의총합으로간호에대한체

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를 의미

한다 (Yeun 등, 2005). Yeun 등 (2005)이 개발한 29문항 척도를 Han 등 (2008)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

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 (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크론바 알파=.94이었으

며, 본연구에서의신뢰도는 .91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아래와같이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로

기술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임상실습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에대한차이를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를이용하여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샤페검정 (Scheffe’s test)으로분석하였

다.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데정서조절력의조절효과는위계적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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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여학생이 93.2% (179명)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3학년은 55.7% (107명), 4학년은

44.3% (85명)이었다. 직전학기의 학점은 3.5점∼3.9점 미만인 경우가 43.2% (83명), 주관적 건강상태

는 건강한 경우가 42.7% (82명), 경제 상태는 보통이 57.3% (110명)로 가장 많았다. 가족지지는 높음

이 26.1% (50명), 친구지지는 높음 이상이 69.8% (134명), 교수 지지는 높음 이상이 64.6% (124명)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과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진로가 43.8% (84명)로 가장 많았고, 전공 만족도는 만

족 이상이 66.7% (128명), 임상실습 경험기간의 평균은 12.8주 (±7.5)로 10주 미만이 42.7% (82명)로

가장많았고, 임상실습만족도는만족이상이 61.0% (117명)로나타났다 (Table 3.1).

Table 3.1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3 6.8

Female 179 93.2

Grade
Sophomore 107 55.7

Junior 85 44.3

Academic score(last semester)

2.0∼2.9 13 6.8

3.0∼3.4 61 31.8

3.5∼3.9 83 43.2

≥4.0 35 18.2

Subjective health status

Non-healthy 24 12.5

Ordinary 67 34.9

Healthy 82 42.7

Very healthy 19 9.9

Economic status

Poor 35 18.2

Ordinary 110 57.3

Rich 47 24.5

Family support

Low 54 28.1

Moderate 88 45.8

High 50 26.1

Friend support

Low 6 3.1

Moderate 52 27.1

High 95 49.5

Very high 39 20.3

Professor support

Low 13 6.8

Moderate 55 28.6

High 75 39.1

Very high 49 25.5

Reason for application

One’s own will, fitness 79 41.1

High employment 84 43.8

Recommendation 29 15.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Not satisfied 10 5.2

Ordinary 54 28.1

Satisfied 99 51.6

Very satisfied 29 15.1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 (12.8±7.5)

>10 82 42.7

10≤∼≤20 66 34.4

20≤∼≤26 44 22.9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ot satisfied 6 3.1

Ordinary 69 35.9

Satisfied 103 53.6

Very satisfied 14 7.4

Missing data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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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 정도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62 (±0.4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에서

실습업무 부담이 평균 3.11 (±0.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실습교육환경이 평균 2.94 (±0.65)점

이었다. 정서조절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80 (±0.44)점으로,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3

(±0.54)점으로나타났다 (Table 3.2).

Table 3.2 Clinical practice stress, emotional regul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192)

Variables M±SD Range

Clinical practice stress

Educational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2.94±0.65 1.40∼4.80
Unsuitable role model 2.63±0.69 1.17∼4.83

Clinical working loading 3.11±0.65 1.25∼4.75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5±0.67 1.00∼4.00

Conflict with patients 2.18±0.64 1.00∼4.20
Total 2.62±0.49 1.29∼3.96

Emotional regulation

Self control 3.75±0.53 2.38∼5.00
Others control 3.85±0.48 2.29∼5.00

Total 3.80±0.44 2.67∼5.00
Nursing professionalism 3.93±0.54 2.00∼5.0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직전학기 학점 (F=5.20, p <.001), 주관적 건강상태

(F=3.64, p<.001), 친구지지 (F=2.87, p<.001), 교수지지 (F=6.43, p<.001), 전공만족도 (F=5.91,

p<.001), 임상실습만족도 (F=8.71, p<.001)에서유의한차이가있었다. 사후검정결과, 직전학기학

점이 3.5∼3.9 경우 4.0이상인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가 매우 건강한 경우보다, 친구지

지는 낮은 경우가 높음 이상인 경우보다, 교수지지는 낮은 경우가 높음 이상인 경우보다, 전공만족도는

불만족인경우가만족이상인경우보다, 임상실습만족도는불만족이나보통인경우가매우만족인경우

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성별, 학년, 경제상태, 가족지지, 학과 선택 동기,

임상실습경험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조절력은 성별 (t=2.21, p<.001), 주관적 건강상태 (F=10.07, p<.001), 가

족지지 (F=6.30, p<.001), 친구지지 (F=4.81, p<.001), 교수지지 (F=10.16, p<.001), 학과 선택 동

기 (F=3.71, p<.001), 전공 만족도 (F=11.20, p<.001), 임상실습 만족도 (F=14.74, p<.001)에서 유

의한차이를보였다. 사후검정결과, 남자가여자보다, 주관적건강상태는건강한경우가보통인경우보

다, 가족 지지는 보통 이상인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친구 지지는 매우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교수

지지가 매우 높은 경우가 낮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학과 선택 동기가 성적, 적성, 흥미인 경우가 주위 권

유인 경우 보다,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경우가불만인경우보다정서조절력이유의하게높았다. 그러나학년, 직전학기학점, 경제상태, 임상실

습경험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t=2.45, p <.001), 직전학기 학점 (F=2.66, p <.001), 주

관적 건강상태 (F=5.31, p<.001), 가족지지 (F=4.33, p<.001), 친구지지 (F=5.39, p<.001), 교수지

지 (F=24.42, p<.001), 전공만족도 (F=17.66, p<.001), 임상실습만족도 (F=15.01, p<.001)에서 유

의한차이가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남자가여자보다, 주관적건강상태는매우건강한경우가나쁘거

나 보통인 경우보다, 가족지지는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친구지지가 매우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

다, 교수지지는 매우 높은 경우가 낮거나 보통인 경우 보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이상인 경우가 불만족이

거나 보통인 경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

하게높았다. 그러나학년, 경제상태, 학과선택동기, 임상실습경험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Tab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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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iffer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emotional regul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practice stress Emotional regul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 (p)

Scheffe test
M±SD

t or F (p)

Scheffe test
M±SD

t or F (p)

Scheffe test

Gender
Male 2.38±0.60 -1.82

(.070)

4.06±0.43 2.21

(<.001)

4.29±0.51 2.45

(<.001)Female 2.63±0.48 3.78±0.43 3.91±0.53

Grade
Sophomore 2.66±0.52 1.30

(.194)

3.78±0.48 -0.53

(.597)

3.93±0.56 0.04

(.962)Junior 2.56±0.45 3.82±0.38 3.93±0.51

Academic score

(last semester)

2.0∼2.9a 2.63±0.40
5.20

(<.001)

c > d

3.83±0.45

0.07

(.976)

3.98±0.64

2.66

(<.001)

3.0∼3.4b 2.60±0.50 3.78±0.38 3.86±0.51

3.5∼3.9c 2.74±0.48 3.80±0.45 3.88±0.52

>4.0d 2.36±0.43 3.80±0.50 4.16±0.55

Subjective health

status

Non-healthya 2.78±0.55
3.64

(<.001)

a > d

3.67±0.44 10.07

(<.001)

c > a,

d > b

3.74±0.47
5.31

(<.001)

d > a, b

Ordinaryb 2.71±0.42 3.61±0.36 3.79±0.55

Healthyc 2.54±0.50 3.96±0.44 4.05±0.51

Very healthyd 2.40±0.49 3.91±0.38 4.17±0.51

Economic

status

Poor 2.76±0.41
1.89

(.153)

3.69±0.51
1.85

(.159)

3.90±0.50
0.24

(.780)
Ordinary 2.58±0.49 3.79±0.42 3.92±0.49

Rich 2.59±0.52 3.88±0.40 3.98±0.67

Family

support

Lowa 2.70±0.45
1.51

(.223)

3.63±0.43 6.30

(<.001)

b, c > a

3.80±0.52 4.33

(<.001)

c > a

Moderateb 2.62±0.46 3.84±0.38 3.92±0.47

Highc 2.59±0.56 3.91±0.49 4.11±0.62

Friend

support

Lowa 3.09±0.45
2.87

(<.001)

a > c, d

3.51±0.53
4.81

(<.001)

d > a

3.52±0.62
5.39

(<.001)

d>a

Moderateb 2.69±0.48 3.69±0.43 3.75±0.52

Highc 2.58±0.46 3.79±0.39 3.98±048

Very highd 2.54±0.55 4.00±0.47 4.12±0.59

Professor

support

Lowa 2.97±0.38
6.43

(<.001)

a > c, d

3.71±0.33
10.16

(<.001)

d > a, b

3.76±0.54
24.42

(<.001)

d > c > a, b

Moderateb 2.75±0.42 3.59±0.42 3.58±0.46

Highc 2.57±0.50 3.81±0.40 3.95±0.43

Very highd 2.44±0.49 4.03±0.42 4.35±0.48

Reason for

application

One’s own will, fitnessa 2.52±0.50
2.32

(.101)

3.87±0.35 3.71

(<.001)

a > c

4.04±0.45
2.61

(.076)
High employmentb 2.68±0.47 3.79±0.52 3.86±0.62

Recommendationc 2.67±0.48 3.61±0.31 3.86±0.46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Not satisfieda 3.00±0.33
5.91

(<.001)

a > c, d

3.49±0.42 11.20

(<.001)

d > b,

c > a

3.46±0.30
17.66

(<.001)

c, d > a, b

Ordinaryb 2.74±0.52 3.63±0.41 3.62±0.46

Satisfiedc 2.58±0.46 3.82±0.39 4.05±0.50

Very satisfiedd 2.38±0.44 4.13±0.46 4.29±0.49

Period of clinical

practice (week)

<10 2.64±0.50
0.16

(.845)

3.79±0.47
0.20

(.812)

3.95±0.51
2.47

(.087)
10≤∼≤20 2.59±0.47 3.82±0.42 4.01±0.55

20≤∼≤26 2.61±0.50 3.76±0.40 3.78±0.54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ot satisfieda 2.87±0.41
8.71

(<.001)

a, b > d

3.35±0.56 14.74

(<.001)

d > b,

c > a

3.38±0.37 15.01

(<.001)

d > b,

c > a

Ordinaryb 2.78±0.49 3.60±0.41 3.70±0.53

Satisfiedc 2.55±0.45 3.90±0.35 4.05±0.46

Very satisfiedd 2.15±0.43 4.18±0.55 4.46±0.44

3.4.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r=-.40, p <.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조절

력 (r=.55, p<.001)과는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그리고정서조절력은임상실습스트레스 (r=

-.20, p<.001)와유의한음의상관관계가있었다 (Table 3.4).

Table 3.4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emotional regul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92)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r (p) Emotional regulationr (p)

Nursing professionalism -.40 (<.001) .55 (<.001)

Emotional regulation -.20 (<.001)

3.5.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과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 정서조절력의 조절효과

정서조절력의 조절효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y (1986)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조절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보기 위해 두 번째 단계의 변수들과 함께 조

절변수를 투입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통제한 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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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변수 (독립변수×조절변수)를 종속변수에 회귀분석을 하여 R2값의 변화량에 따라 조절효과를 검

증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서 각각 평균을 빼는 평균중심화 (mean centering)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변수들의 곱으로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였다 (Lee, 2014). Kolmogorov-Smimove 검정을 이용하

여 각 변수의 정규성 검정에서 부적절성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 더빈 왓슨 (Durbin-Waston) 통계값은

1.580로 자기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차한계범위도 .593∼.899로 .10 이상으로, 분산팽창요인

(VIF) 값도 모두 10 이하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

성에서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인 실습만족도,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학점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고, 성별은 더미화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정서조절력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석을실시한결과는 Table 3.5와같다.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간호전문직관을 35.9% 설명하고 있었고

(F=14.39, p<.001), 성별 (β=.18, p=.002), 교수지지 (β=.22, p=.003), 전공만족도 (β=.22, p=.003),

실습 만족도 (β=.26, p <.001)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한 Model 2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3.93, p <.001).

통제변수를 제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β=-.16, p=.011)는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고, 간호전문직

의 2.0%를 설명하고 있었다. 통제변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정서조절력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를

간호전문직관으로 한 Model 3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6.64, p <.001). 정서조절력 (β=.33,

p<.001)도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제외한 정서조절력이 간호전문직관의 7.1%를 설명하고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

전문직관에서 정서조절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정서조절력의 상호작용 변

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Model 4의 설명력은 44.9%로 0.1%가 오히려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F=15.15, p<.001). 추가적으로 투입한 상호작용 변수 (β=.05, p=.43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력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

문직관의관계에서조절효과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 3.5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192)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t) β(t) β (t) β (t)

Gender .18 (3.07)** .16 (2.69)** .09 (1.67) .09 (1.66)

Academic score -.04 (-0.71) -.04 (-0.71) .01 (0.10) -.02 (-0.28)

Subjective health status .09 (1.42) .07 (1.16) .02 (0.33) .02 (0.36)

Family support .03 (0.49) .03 (0.46) -.01(-0.15) -.01 (-0.19)

Friend support .05 (0.65) .04 (0.56) -.00 (-0.03) -.01 (-0.08)

Professor support .22 (3.01)** .20 (2.76)** .19 (2.78)** .19 (2.73)**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22 (3.03)** .21 (2.85)** .14 (2.08)* .14 (1.99)*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26 (3.93)*** .22 (3.36)** .12 (1.87) .13 (1.92)

Clinical practice stress -.16 (-2.58)* -.18 (-3.01)** -.19 (-3.08)**

Emotional regulation .33 (4.97)*** .32 (4.77)***

Clinical practice stress x Emotional regulation .05 (0.79)

R2 .386 .408 .479 .481

Adj. R2 .359 .379 .450 .449

F 14.39*** 13.93*** 16.64*** 15.15***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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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간호전문직관

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조절력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서 2.62점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 조사된 Hong과 Park (2014) 연구

의 2.12점 보다는 높은 것으로, Park과 Oh (2014) 연구의 2.80점, Kim과 Lee (2005) 연구의 3.33점,

Shin과 Park (2013) 연구의 3.03점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계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또한 하부요인에서 실습업무 부담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실습교육환경이었다. 이는 선행연구

와 일치되는 결과로 (Hong과 Park, 2014; Kim과 Lee, 2005; Shin과 Park, 2013) 우선 간호학생의 실

습업무 실태를 파악하며, 명확한 실습내용과 업무지침을 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하고 적용하며 주

기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는 임상실습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습환경이 적절한지 파악하며 개선하려는 노력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로 중요함을

나타낸다.

정서조절력은 5점 만점에서 3.80점으로 중간 이상을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

로 측정한 Jung (2013) 연구에서의 3.64점, Park (2014) 연구에서 3.52점보다,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

력을 측정한 Han (2015) 연구의 3.29점과 Moon 등 (2011) 연구에서의 3.31점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조절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실시되지 않았기에 추후 계속

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수준을 비교하며, 정서조절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5점 만점에서 3.93점으로 Park과 Oh (2014)의 3.91점보다 높

았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Ham과 Kim (2012) 연구의

3.54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n 등 (2008) 연구의 3.30점보다 높았다. 이는 최근 일수록 더 높아지

고있는경향을보이는데, 간호교육현장에서간호전문직관을많이강조하여교육하고있음을나타내며,

추후에도계속적으로추세를파악하는반복연구가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직전학기 학점, 주관적 건강상태, 친구지지, 교수

지지, 전공만족도, 임상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

도가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Kim과 Lee,

2005; Shin과 Park, 2013; Yang 등, 2014). 또한 Yang 등 (2014)의 결과에서는 가족지지와 친구지지

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교수지지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임상실습 지도교수의 지지는 간호학생에게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좀 더 중요한 요소로 평

가할 수 있으며, 실습지도시 간호학생들에게 긍정적 피드백과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섬세한 배려

와 지도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조절력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

지지, 학과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정서조절력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Baek, 2013; Shin과 Park,

2013; Song과 Chae, 2014). Baek (2013)은 남자가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에 좀 더 관심이 높아 정

서조절력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Choi (2009)의 결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력의 성차에 대한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으므로 반복연

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력이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주변 이들에게서 지지를 높게 받은 사람이 정서조절력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조

절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유능하게 나타난 결과 (Jung, 2013)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Moon 등

(2011)의 연구에서도 적절한 정서조절은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또한 자존감을 통한 간접

적인 영향도 있기에 사회적 지지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직

전학기 학점,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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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

데, Ko와 Kim (201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고 인

식 되어온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직업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간호과를 선택하

여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Kang 등 (201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

직관은 차이가 없지만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 입학시부터 학과 진학동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직업외향적 및

심리적 성고정 관념의 정도를 확인하고 전공만족도 및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성별을 고려하며 간호학과 선택

동기와관련되어간호전문직관의수준을파악하고그에따른적극적중재및지지체계의필요성이요구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졌는데 이는 다수

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었다 (Ham과 Kim, 2012; Hong과 Park, 2014; Kang 등, 2014; Ko와

Kim, 2011; Park과 Oh, 2014).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신념과 긍

정적인태도를형성하는데방해하며, 혼란과부정적인시각으로이어져결국긍정적인전문직관형성을

방해한다 (Barron 등, 2007).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또한 전

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멘토-멘티제, 지도교수제 등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도 고려할 필요

가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Hong과

Park, 2014; Park과 Oh, 2014).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정서조절력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는데 이는 본인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Shin과 Park, 2013; Song과 Chae, 2014), 간호대학생의 적응에

있어서 정서조절력이 유의미하다고 나타난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 (Han, 2015; Moon 등, 2011; Park,

2014). 자신의정서를의식적으로조절하는정서조절력은주어진스트레스상황에서도긍정적인정서를

유지하고부정적정서를능동적으로관리함으로써임상실습스트레스를감소시킬수있다고볼수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적절하게 정서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행동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대인관계

능력도 저하되고 열등감이 증가되고, 사회적 기능까지 저하되는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Moon

등, 2011)을 미치기에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자신

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

서조절력과 간호전문직관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슷한 개념으로 감성지능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생각하며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Fernandez

등, 2012).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교수지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이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에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사회성 (Ahn과

Song, 2015; Kwon과 Yeun, 2007),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Ham과 Kim, 2012), 전공만족도, 임상

실습스트레스, 무력감 (Hong과 Park, 2014)으로 나타난 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 간호전문직관, 현장에서 업무수행 자신감 등을 획

득하는데 필수적인 교육과정이지만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도 현실이다.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전문직관이 더 성숙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또한 동시에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있는구체적인중재전략도필요함을알수있다. 특히교수의지지가간호전문직관에중요한요인으

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학업 및 실습지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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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또한 정서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적용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

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Karimi 등 (2013)은 간호사의 감성적 역량

향상은 감정적 업무와 스트레스를 감소하는데 도움을 주어 안녕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단지 간호

사뿐만아니라환자나조직에도이익이된다고제언하고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성적,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전공만족

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정서조절력, 간호전문직관은 유의

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력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호전문직관에 교수지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조절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

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를통해간호대학생의전공만족도를높일수있는멘토-멘티제및지도

교수제 운영 등 지지체계 구축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

전략이간호전문직관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는일부지역의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이루어졌기에연구결과를일반화하여적용하는데한계

가 있다. 이에 대표성 있는 대상자를 확보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추가연구를 제언한다. 이

때 학교실습 병원 존재 유무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 간에 간호전

문직관정도비교와영향요인에차이가있는지파악하는연구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또한최근간호

학과 학생수가 증원된 경우도 많고 간호인증평가 등에 따른 교수의 업무 증가 등이 간호학생의 임상실

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현실적인 연구도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그 효과

를검증하는추후연구를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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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

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Partici-

pants were 192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5. This study has shown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r=-.40, p<.001)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emotional reg-

ulation (r=.55, p<.001). In addition, a negative correlation has been found significant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r=-.20, p<.001). In a final

model of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professor support (β=.19, p<.01),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β=.14, p<.05), clinical practice stress (β=-.19, p<.01) and

emotional regulation (β=.32, p <.001) were associated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is study, we also have shown that emotional regulation does not play a moderat-

ing ro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nursing professionalism, it is

important to promote support system, develop clinical-practice-stress-relief programs,

and enhance emotional regulation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Clinical practice stress, emotional regul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urs-

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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