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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들의 직무만족, 업무수행 및 조

직몰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문직관이 긍정적인 간

호사일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이 감소되

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간호대학생이 갖고 있는 간호사이미지는 간호교육을 받

는 과정에서 간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간호의 지식, 기

술, 태도, 신념 및 윤리적 표준 등을 행동의 일부로 내면

화하여 받아들이게 하며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는 간호대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간호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하다[2].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

관 형성에도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3]. 또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

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는 능력

으로[4] 졸업 후 다양한 임상실무현장에 근무하게 되는 

간호대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적요인이다[5].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

직관 정립을 위한 교육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고 제 변수들 간의 상관성 확인 

및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

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M시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본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80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간호사이미지는 송인자(1993)가 개발한 도구를 김형자

(2000)가 수정 보완한 4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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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 4년제 간호대학생을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ché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s을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는 성격과 간호직에 대한 생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자아탄력성은 연령, 성별, 학년, 성격, 간호직에 대한 생각, 지원동기, 입원경험, 가족 중 간호사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학년, 성격, 간호직에 대한 생각, 가족 중 간호사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이미지, 자아탄

력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과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사이미지와 자아탄력성도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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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도구를 

유성경과 심혜원[18]이 번역하여 수정한  총 14개 문항으

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윤은자 

등(2006)이 개발한 29문항을 한상숙 등(2008)이 요인분

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2일~6일까지 일 지역 4년제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é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 및 간호

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이미지

(r=.750, p<.001), 자아탄력성(r=.28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사이미지와 자아탄력성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81, p<.001)가 있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자아탄력성 및 간호전

문직관의  상관관계               (N=280)

  Variables
Nurse 
Image 
r(p)

Ego-Resilience 
r(p) 

 Nursing 
professional 
values r(p)

Nurse Image   1   .281(<.001)  .750(<.001)

Ego-Resilience   1  .288(<.001)  

Nursing 
professional 

values
  1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82.40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56.5%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은 간호사이미지(β=.312, 

t=17.651, p<.001)와 자아탄력성(β=.084, t=2.049, 

p=041)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80) 

Variables B SE β t(p)
Durbin

-Watson  

Constant 17.050 4.653
3.664

(<.001)

 1.883
Nurse 
Image

 .312  .018  .726
17.651
(<.001)

 Ego
-Resilience

 .101  .049 .084
2.049
(.041)

R2=.568, Adj R2= .565, F=182.406,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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