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생의 저학년과 고학년의 간호전문직관 차이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s in nursing students
in lower and higher grades.

Results

Background
간호직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며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간호전문
직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고학년과 저학년간호학생들의 전문직관을
조사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의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폭을
줄이고 전문직관을 높이는 것이 미래에 이직률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

[표1] 일반적 특성 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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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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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1)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차이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을 파
악한다.

Methodology
<연구대상>
천안시에 소재한 백석대학교에 재학중인
전 학년 간호대학생 124명
<연구설계>
서술적 조사연구
<연구방법>
네이버 폼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 후 spss26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여
분석
•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실습여부)에 따른 변수는 ttest, 일반적 특성(선택동기, 성적, 희망근무지, 어려운
점)에 따른 변수는 anova로 분석
<연구도구>
변수

도구

일반적
특성

폐쇄형 질문을 이용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한 후
온라인을 통하여 설문하였다.

전공
만족도

하혜숙(200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만족도구
중에서 이동재(2004)의 전공만족 관련 문항으로
선택했다.

임상
수행
능력

이원희 등(1991)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양진주와 박미영(2004)이 9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인식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2005)가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중 사회적인식 관련 문항으로 선택하여
변형시켰다.

간호
전문성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2005)가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중 간호전문성 관련 문항으로 선택하여
변형시켰다.

전문직
자아

윤은자, 권영미와 안옥희(2005)가 개발한 29문항을
한상숙, 문항을 축소한 총 10문항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 p<.05.

**p<.01. ***p<.001

•

학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실습여부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선택동기만 전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에서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onclusions
본 연구 결과 첫째, 간호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학년, 실습여부, 선택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나타났다. 둘째,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선택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고학년이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간호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본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발생 요인을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간호전문직관
확립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