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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건강 

서비스직의 전문화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

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간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직업관과 전문지식, 기술 및 행정적인 능력을 겸비

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변화하

는 사회에 대응하고 동시에 보다 높은 전문직관 형성이 절실

히 요구된다(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간호관은 간호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뜻하

는 것으로, 간호의 가치 즉 이념, 대상자, 본질, 목적을 어떻

게 보느냐의 가치관과 직결되며, 이러한 간호관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것이 간호전문직관이다(Hampton & Hampton, 2004). 

다시 말해,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의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및 직업 의식적 견해로 바람직한 간호전

문직관을 통해 개인적 만족은 물론, 대중으로 부터 간호의 가

치를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Adams & Miller, 2001). 

그러나 외국에서는 간호전문직관으로 표현되고 있지만(Hampton 

& Hampton, 2004; Lehna et al., 1999; Wynd, 2003) 우리나라

에서는 최근까지 간호전문직 태도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왔으나 

윤은자(2005)에 의해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가 개발되면서 간

호연구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간호전문직관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간호전문직 태도나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으로 

볼 수 있는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들로 직무만족, 간호

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 등과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박보근, 2001; 박성원, 2003; 박

주옥, 천혜진, 최경숙, 1995; 성기월, 2002; 윤은자 등, 2005;  

임향숙, 1998; 한상숙, 박성완, 2006)

간호전문직관 관련 요인과의 관련성 연구를 살펴보면(성기

월, 2002; Hampton, & Hampton, 2004) 간호전문직관이나 전

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어,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allin와 Danielson(2008)는 긍정적인 전문직관

을 가진 간호사일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간호업무 수

행능력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높을 뿐만아니라 조직몰입도 

높다고 하였다. 특히 전문직관과 관련성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재 간호

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는(Chiok, 2001; Lu, While, & Louise Barriball, 2007) 주요 

개념이다. 

또한 전문직관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소진을 들 수 있

다(Demerouti, Bakker, Nachreiner, & Schaufeli, 2000). 간호사

들은 다양한 전문직종의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받게 되는 스

트레스가 타 전문직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며, 직무수

행 중 발생하는 잦은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Kunaviktikul, Nuntasupawat., Srisuphan, & Booth, 2000).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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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사의 소진 상태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악화

시킬 뿐 아니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직으로도 이어지게 된다(김주선, 2001; 류영철, 

2001). 특히, 간호사는 의료조직 내의 전문성의 차이와 직위의 

차이에 의하여 심각한 역할갈등을 겪게된다. 간호사가 갈등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업무 수행 중에 부딪치게 되

는 다양한 그룹간의 상호관계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권력수준

이 미약하다고 인식하는데 기인된다(Bush, 1988). 그러나 이러

한 역할갈등은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Kunaviktikul et al., 2000).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전문직 태도나 하위영역인 전문직 자아개념과 1-2개의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을 뿐 폭 넓게 전문직

관과 직무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과 같은 요인들과 관계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병원에 근무하

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의 인식정도와 간호전

문직관과 관련성 있는 직무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

입,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긍정적

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전문직관, 직무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

의도, 소진의 정도, 역할갈등을 파악한다. 

• 간호전문직관과 직무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 이

직의도, 소진, 역할 갈등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인과

관계연구이다.

연구 대상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대학병원 2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00명을 임의표출 하였으며, 그 중 370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

로 하였다.

연구 도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로(Weis & Schank, 2000),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 등 

(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

도록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18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전문적 자아

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점수의 범위는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은자 등(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이었다. 

 직무만족 측정도구

Slavitt, Stamps, Piedmont와 Haase(1978)이 개발하여 김숙령, 

손인순, 이혜진, 한상숙 (2000)이 사용한 도구를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총 9문항(5점 척도)

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보수 및 승진(2문항). 행정(2문

항), 전문성(3문항), 대인관계(2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

으며, 점수의 범위는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

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숙령 등(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2 이었다.

 간호업무 수행능력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윤은자(1995)가 개발하여 이광자(2000)가 사

용한 것으로 독자적 간호업무(8문항), 비독자적 간호업무(12문

항), 총 20 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점수 

범위는 평점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업무 수행능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광자(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9 이었다.

 조직몰입 측정도구

Mowday, Steers와 Porter(1979)가 개발한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축소하

여 한상숙과 박성완(2006)이 이용한 도구로 애착(3문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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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2문항), 근속(2문항), 총 7문항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음을 의미한

다. 한상숙과 박성완(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었다.

 이직의도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Slavitt 등(1978)이 개발한 도구 중 김숙자

(1992)가 사용한 이직의도 4문항(5점 척도)을 사용하였다. 점

수의 범위는 평점 1~5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 이었다.

 소진 측정도구

Demerouti 등(2000)이 개발한 OLBI(Oldenburg Burnout Inventory)

를 김민용(2004)이 사용한 도구로, 감정적 소진(5문항)과 일로 

부터의 심리적 이탈(5문항), 총 10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

었다. 점수의 범위는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민용(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6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65이었다.

 역할갈등 측정도구

김문실과 박상연(1995)의 역할갈등 측정 도구를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축소한 총 10문항(5점 척도)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전문적 역할업무(3문항), 관료적 역할업무(3문항), 전통

적 ․ 사적 역할업무(4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점

수의 범위는 평점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높

음을 의미한다. 김문실과 박상연(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65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사전조사연구와 본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전조사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종속변수인 전문직관과 독립

변수인 직무만족, 업무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 역

할갈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여 선정된 측정도구

를 교수 1인과 대학원생 2명, 수간호사 2명과 함께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07년 7월15

일부터 7월30일까지 서울시 소재 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범위는 .65~ .99이었다.

본 연구는 2007년 8월 15일부터 2007년 10월 7일 까지 임

의로 선정된 4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해당 병동 수간

호사와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본 연구

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토

록 하였다. 380부의 설문이 수거되어 95%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중에서 응답이 미비한 9부의 설문지와 잔차분석에서 절대 

값이 3보다 큰 1개의 이상점(outlier)를 제거한 370부의 설문

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 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 직무만

족, 업무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전문직관과 영향요인 간 상관

관계 분석은 피어슨 상관관계로, 간호전문직관 예측요인은 단

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5세 미만이 37.0%(137명), 교육정도는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70)

Characteristics N %

Age(years)

Under 25 137  37.0
26-28  82  22.2
29~31  58  15.7
32-34  33   8.9
Above 35  60  16.2

Education

College 183  49.5
University  74  20.0
RNBSN  74  20.0
Graduate university  39 105.0

Religion

Christian 134  36.2
Buddhist  42  11.4
Catholic  44  11.8
None 136  36.8
Other  14  38.0

Marital status
Married 111  30.0
Single 259  70.0

Clinical experience
(years)

Less than 1  45  12.2
1-5 147  39.7
5-10  84  22.7
More than 10  94  25.4

Clinical experience
in current unit (years)

Less than 1  83  22.4
1-2 109  29.5
2-5 101  27.3
More than 5  77  20.8

Level of appointment
Staff nurse 317  86.6
Nurse manager  5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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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 1
x2  .564** 1
x3  .608**  .731** 1
x4 -.110*  .275**  .024 1
x5  .737** -.463** -.142** -.482** 1
x6 -.351**  .637**  .491**  .451** -.558** 1
x7 -.095 -.499** -.269** -.400  .659** -.658** 1
x8  .013  .046  .030 -.017 -.035  .018  .003 1
x9  .025  .042  .042 -.017 -.035  .009  .009  .937** 1

x10  .031  .025  .047 -.003 -.037  .051 -.072  .356**  ..370
x1:Nursing professionalism, x2:Role conflict, x3:Ability of job performance, x4:Burnout, x5:Job satisfaction, x6: Turnover Intention,  
x7:Organizational commitment, x8:Age, x9: Total clinical experience, x10:Clinical experience in current unit
* p<.05       ** p<.01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B S.E β t Adj R2 F

Constant 11.160 3.250  3.43*

.679 199.89*
Ability of job performance   .386  .016 .811 23.71*
Job satisfaction   .297  .086 .140  3.47*
Organizational commitment   .185  .095 .086  1.99*
Turnover intention   .225  .120 .084  1.97*

* p<.05

년제 간호대 졸이 49.5%(183명), 종교는 없음이 36.8%(136명), 

기독교 36.2%(134명)로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이 70.0% 

(259명)였다. 간호경력은 1~5년 미만이 39.7%(147명)로 가장 

많았고, 부서경력은 1~2년 미만이 29.5%(109명), 2~5년 미만이 

27.3%(101명)으로 1~5년 미만이 56.8%(210명)였다<Table 1>.

간호사의 전문직관과 관련요인과의 상관성

간호사의 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 3.30점, 직무만족 2.89점, 

업무수행능력 3.52점, 조직몰입 2.80점, 이직의도 3.41점, 소진 

3.13점, 역할갈등 3.2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s Mean SD

Dependent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3.30  .70

In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2.89  .59
Ability of job performance 3.52 1.18
Organizational commitment 2.80  .75
Turnover intention 3.41 1.04
Burnout 3.13  .57
Role conflict 3.25  .73

간호사의 전문직관과 관련 요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 업무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 역

할갈등과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 간호사로서의 근무경력, 현 

부서에서의 경력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95~ .608로 .80이

하로 나타나 요인 간에는 독립적임이 확인되었으나 간호경력과 

연령의 상관관계수가 .937로 요인 간 다중공선성이 있음이 확

인되어 연령을 제외한 변수를 분석에 이용하였다<Table 3>.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사의 전문직관 예측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 

업무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과 일반적

인 특성 중 현 부서에서의 경력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사 전문직관 예측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99.89, p<.05), 이모형의 설명력을 나타

내는 결정계수(adj R2)는 .679로 설명력은 67.9%였다. 간호사

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업무수행능력(β

=.811), 직무만족(β=.140), 조직몰입(β=.086), 이직의도(β=.0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 중 업무수행능력이 간호사의 전

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전문직관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67.9%였다<Table 4>.

회귀분석의 가정은 다중공선성 진단, 잔차, 특이값으로 나

누어 진단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증

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07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428~.73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도 1.368~2.337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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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잔차

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증결과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의 가정

도 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었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여 회귀분석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

여 건전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전문직 태도 또는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 이직

의도, 소진, 역할갈등, 간호경력, 부서경력 등의 요인들을 영

향요인으로 분석하였으나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만이 간호전문직관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요인들은 전문직관을 6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전문직관 정도는 평점 3.30점(5점 척도)으로 비교

적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첫째 요인은 업무수행능력(β=.811)으로 평점은 

3.52점(5점 척도)으로 중간이상이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전문직자아개념과 업무수행능력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박보근, 2001)와 유사한 결과이다. 업무수

행능력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

난 것은 독자성과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갖고 간호활동을 수행

하면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세분화와 함께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

는 시점에서 간호영역의 독자적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는 것

은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Hallin & Danielson, 2008)을 본 연구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간호영역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업무수행능력의 

관계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업무 수행능

력의 관계를 규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전문직관의 두 번째 영향 요인으로는 직무만족으로(β

=.140) 그 정도는 평점 2.89점(5점 척도)으로 보통수준이었다. 

그러나 직무만족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주옥 등(1995)의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 

태도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평점 2.88점(5점 척

도)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간호 전문직 태도와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박성

원, 2003)의 2.98~3.10점 보다는 낮았다. 이는 직무만족에 영

향을 주는 개인의 욕구나 동기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직

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특히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근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직무를 완수함과 동

시에 대상자에게 보다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Hampton & Hampton, 2004),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

안 모색은 결국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의 세 번째 영향 요인은 조직몰입(β=.086)으로, 

평점 2.80점(5점 척도)이었다. 이는 임상에 재직 중인 수간호

사 이하 간호사 290명을 대상으로 한 임향숙(1998)의 임상간

호사의 전문직관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연구에서는 평점 2.28

점(5점 척도)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낮은 결과이다. 

그러나 전태준(2006)은 사회체육지도사가 전문 직업성 정체성

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도 전문직 자아개념은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Chiok(2001)도 

싱가포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성과와 직업만족, 조직몰입,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몰입과 간호성과 및 직업 만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과도 유사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전문직관 형성이 개인과 조

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하여 조직몰입 수준을 높일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임상간호사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전문

직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전문직관의 네 번째 영향 요인은 이직의도로 나타났으

며(β=.084), 평점 3.41점(5점 척도)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인 임상간호사 284명을 

대상으로 한 김주선(2001)의 전문직자아개념과 이직의도에 관

한 연구에서의 평점 2.99점(5점 척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어 이직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 간호계의 실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직의도와 

직무만족 간에 역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문직

관이 높은 간호사가 직무만족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소진 정도는 본 연구에서는 평점 3.13점(5점 척도)

으로 중간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소진이 전문직관과 역 상

관관계가 있으나 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영역에서 전문직관과 소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희소하여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나 간호사의 소

진과 직업만족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Demerouti et al., 

2000; Kunaviktikul et al., 2000)는 소진과 직업만족관계는 역

상관 관계로 소진이 높을수록 간호직업에 대한 만족도 낮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Demerouti et al., 2000). 본 연구에

서 직업만족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

되었으므로, 간호사에게서 소진의 원인을 찾고 소진을 감소시

키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간호사의 전문직관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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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역할갈등은 평점 3.25점(5점 척도)

으로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간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연구에서 직무의 모호함과 

과중함은 직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직무갈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Chen et al., 2007)와  

Kunaviktikul 등(2000)의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보통의 역할갈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만족과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업무수행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였으며, 이 

요인들로 간호사의 전문직관을 67.9% 설명할 수 있었다. 간호

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수행능력이었

고 그 다음으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순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부분 

간호전문직 태도 또는 전문직 자아개념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시

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하기 위해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한 서술적 인과

관계연구이다.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대학병원 2곳에서 근무

하는 간호사로 본 연구자가 해당 병동 수간호사와 간호사에

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자료수집

은 2007년 8월 15일부터 2007년 10월 7일 까지 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

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전문직관은 평균 3.30점이었고 관련요인으로는 업

무수행능력 3.52점, 직무만족 2.89점, 이직의도 3.41점, 조직

몰입 2.80점, 소진 3.13점, 역할갈등 3.25점으로 나타났다.

• 간호사의 전문직관과 관련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

과 전문직관은 직무만족, 업무수행능력, 조직몰입과 순 상관

관계(r=-.095~ .608, p<.01),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과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61~ .564, p<.01), 간호전문직

관 예측요인은 업무수행능력(β=.811), 직무만족(β=.140),조직

몰입(β=.086), 이직의도(β=.084) 순이였고, 이들 요인은 간호

사의 전문직관을 67.9% 설명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병원 관리자나 의료진 외에 간호와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간호사의 건전하고 긍정

적인 전문직관 확립과 향상 및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요인들의 중재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

의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 외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많은 요인을 찾기위한 확대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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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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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level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factors affecting 
it, In addition, it can serve as a fundamental resource for development of appropriate strategies for nursing 
professionalism. Method: This study was performed on 370 nurses working at two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 Data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4.0. 
Result: The estimated regression model of nursing professionalism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199.89, p=.000). 
Major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observed as ability of job performance (β=.811), job 
satisfaction (β=.140), organizational commitment (β=.086), and turnover intention (β=.084). These four factors 
explained 67.9% of nursing professionalism.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other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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