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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의 향요인을 악하기 하여 시도된 설명  상 계 

연구이다. B시에 소재한 3개, D시에 소재한 2개의 300병상 미만의 재활 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92명에 한 자료를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집하여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문직 자율성은 
평균 3.03 , 자기효능감은 3.43 , 문직 자아개념 3.25 으로 나타났으며, 문직 자율성과 문직 자아개념의 계는 순 
상 계를 보 으며, 자기효능감과 문직 자아개념의 계도 비교  강한 순 상 계를 나타냈다. 문직 자아개념의 
체 설명력은 46.9%로 나타났고, 문직 자아개념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으로 33%의 설명력을 나타냈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문직 자아개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표 화된 문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research was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working at rehabilitation hospita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2 nurses working at three
rehabilitation hospitals with less than 300 beds in B City and at two in D City from May 1 to 30, 2015, and then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8.0 program. They scored 3.03 for professional autonomy, 3.43 for self-efficacy, and
3.25 for professional self-concept on average; professional autonom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was strong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generally accounted for 46.9% and the self-efficacy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unting for 33%.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help rehabilitation hospital nurses improve
their self-efficacy and develop standardized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to give them pride and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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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근성 제고

를 해 재활병상을 확보하고자 재활병동과 재활병원 신

설을 증 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 재활간호 분야는 
1990년 이후에 한간호 회 보수교육으로 선정되어 

심이 증가하 으며, 1997년에 한국재활간호학회가 발족
되어 재활간호실무의 발 을 해 다양한 활동을 개하

고 있다[2]. 재활은  근 치료가 매우 요하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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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들과 상호 력하여 환자에게 최 의 안녕을 제공

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최 한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재활 문병

원이란 각종 질병  후천 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상으로 환자들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정진료과목을 문으로 하는 병원을 의미한다[3]. 재
활 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직 간호제공, 기능
유지와 합병증 방, 치료 상황에서 교육과 실무기술 사
용, 매일의 스 과 재활요원 활동조 , 치료  환경마

련, 상자와 가족의 교육과 변자, 옹호자로서의 역할
[4]등으로 일반병동 간호사의 주 업무와는 달리 보다 다
차원 인 역할을 이행하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재활이라
는 끊임없는 치료를 지속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돌 자 에 한 교육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차
원 인 역할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 문병원 

간호사는 업무에 한 자 심, 보람, 문직업인으로서

의 지심 등에 한 직무만족도가 낮다[5]. 이러한 불만
족 요인은 문직 자아개념과 연결되며, 웍이 특별히 

요구되는 의료 상황에서 문직 자아개념은 의료서비스

의 질과 생산성에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직 자아개념은 문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한 정신  지각으로,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해 갖고 
있는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6]. [6]는 문직 자아개념을 
문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의 세 가지 역으로 구분
하 고, 문  실무는 다시 세부 역으로 지도력, 기술, 
융통성으로 나 어 평가하 다. 문직 자아개념은 문
직에 한 지식, 가치, 그리고 기술에 한 자아평가를 
통해 구축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만족

하고 환자에게 만족스러운 돌 을 제공할 때 문직에 

한 지식, 가치, 그리고 기술에 한 자아평가를 통해 
구축되는 문직 자아개념이 증진될 수 있다[7]. 간호사
의 문직 자아개념은 의료 장에서 다양한 의료 문인

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 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양질
의 간호를 제공하며, 간호사의 사회  치를 공고히 하

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8]. 따라서 타 문직과 필 할 

만한 문직 자율성이나 문직 자아개념을 소유하는 것

이 요하며, 간호사 스스로 자아가 건강해야 하고, 간호
직에 한 올바른 념과 태도 형성, 확고한 지  확립을 

간호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한다[9]. 
자기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으로 하

여  기술이나 역할을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건강

리 문가의 훈련에 유용함을 나타낸다[10]. [11]는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효과 으로 일을 처리하고 실패

에도 잘 직면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출물을 얻어내고 직

무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하 다. 이러한 자
기효능감과 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의 문직에 한 

자율성이 부여될수록 향상되며, 문직 자율성은 문직
의 필수요건으로 문 간호의 독자성 확보와 간호의 질

 보장에 요한 변수이다[12]. 간호사의 문직 자율
성이 결여되면 자기 자신의 자율성이 타인의 평가에 과

도하게 반응하게 되며, 처방된 것만을 수행하게 되고, 권
에 해서는 순응 내지 맹종하며, 좋은 인상을 주기 
해 하는 우유부단, 주 , 지체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가 된다[13]. 한 간호사의 역할에서 문직 자

율성이 없다면 그 역할은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

로 비 문 이 되는 것이다[14].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임상간호사, 환자실

과 같은 특정 병동 간호사를 상으로 업무수행, 자기효
능감, 우울, 직무만족도와 문직 자아개념과의 련성
을 다룬 연구가 부분으로, 응 실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Sung 등[27],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

한 Yoon[23], 투석실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Lim 등
[26]이 있었고, 그 외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한 

Kim 등[24], Yang 등[28], Yeom 등[29]등이 있었다. 그
러나 아직 문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재활 문병원 간호사는 재활이라

는 특수한 환경에서 보다 다차원 인 역할이 요구되므

로, 무엇보다 문직 에 을 맞춘 련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재활 문병원 간호사

를 상으로 문직 자율성과 자기효능감, 문직 자아

개념간의 계를 확인하고,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여 재활 문병원 간호 문직의 신

장과 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 로그램

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재활 문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문직 자율성과 자기효능감, 문직 자아개념간의 계
를 확인하고,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함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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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자의 문직 자율성, 자기효능감, 문직 자아
개념의 정도를 악한다.

3)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를 악한다.
4) 상자의 문직 자율성, 자기효능감, 문직 자아
개념의 계를 악한다.

5) 상자의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활 문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문직 

자율성과 자기효능감, 문직 자아개념간의 계를 확인
하고,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

기 한 설명  상 계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자는 B 역시 소재 3개, D 역시 소재 

2개의 300병상 미만의 재활 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사 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로그램을 이
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  .05, 효과 크기는 
간 크기인 0.25, 검정력은 0.78로 설정하여 계산하 을 

때, 190명이었다. 설문지의 배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한 후 응답이 부 한 8부를 제외하고 최
종 으로 192부를 분석하 다. 자료수집방법은 해당병
원의 간호부서에 연구자가 개별 하여 본 연구의 목

과 차를 설명하 고, 참여를 동의하는 B 역시 소재 

3개, D 역시 소재 2개의 병원장, 간호부서장  병동단
 수간호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 그리고 선정기
에 맞는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견되는 이
익과 잠재  험, 연구가 래할 수 있는 불편 등에 
해 설명하 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자발 으로 서면 동

의한 상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여 직  

기입하게 한 후에 회수하 다. 자료수집은 2015년 5월 1
일부터 5월 30일까지 다. 

2.3 연구 도구

2.3.1 전문직 자율성 측정도구

Schutzenhofer[15]가 개발한 문  자율성 도구를 

Han 등[16]이 번역하고, Kim[17]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 다. 본 도구는 개인  발달 6개 문항, 환자간호 역할 
3개 문항, 문직 발달 2개 문항으로, 총 11개 문항, 
Likert 5  척도로 최소 11 에서 최  55 으로 수가 

높을수록 문직 자율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Kim[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 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83 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Sherer 등[18]이 개발한 일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를  Yang[19]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
구는 총 14개 문항, Likert 5  척도로 최소 14 에서 최

 7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86 이었다.  

 
2.3.3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

Authur[20]이 개발한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 도구
를 Song 등[21]이 번역하고, Kim[22]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 다. 문항 구성은 문직 실무 16개 문항, 만족
감 7개 문항, 의사소통 4개 문항으로, 총 27개 문항, 
Likert 5  척도로 최소 27 에서 최  135 으로 수

가 높을수록 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부정 인 문항은 역산하 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90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

와 백분율, 평균으로 산출하 다. 문직 자율성, 자기효
능감, 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최소값, 최 값, 평균평
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t-test, ANOVA와 Scheffé test로 분석
하 고, 문직 자율성, 자기효능감, 문직 자아개념과

의 계를 악하기 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별 다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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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
Gender Male 6(3.1)

Female 186(96.9)
Age(yr) 20-29 80(41.7) 32.72

30-39 80(41.7)
≥40 32(16.7)

Religion None 46(24.0)
Christian 24(12.5)
Catholic 25(13.0)
Buddhist 97(50.5)

Marital Single 118(61.5)
status Married 74(38.5)
Academic Diploma 121(63.0)
Background Bachelor 64(33.3)

Master 7(3.6)
 Work type 3 shift 126(65.6)

2 shift 14(7.3)
Fixed Work 31(16.1)
Full-Time 21(10.9)

Total career(yr) <3 30(15.6) 8.30
3-<7 74(38.5)
7-<10 20(10.4)
≥10 68(35.4)

Career in present <1 45(23.4) 2.38
Hospital(yr) 1-<3 70(36.5)

3-<5 52(27.1)
≥5 25(13.0)

Position Staff Nurse 149(77.6)
Charge Nurse 43(22.4)

Monthly Wage 200-<300 33(17.2)
(10Thousand Won) 300-<400 159(82.8)
I get a job Yes 68(35.4)
rehabilitation nurse No 124(64.6)
whether interest
I get a job Yes 35(18.2)
whether No 157(81.8)
nursing education
rehabilitation
Frequency of 1-3 25(71.4)
education received 4-6 4(11.4)
(n=35) ≥7 2(5.7)

No response 4(11.4)
Nurse an  Yes 84(43.8)
independent area No 108(56.3)
relatively low
Need to develop  Yes 182(94.8)
task standardization No 10(5.2)
system
Regular education Yes 123(64.1)
related to No 69(35.9)
rehabilitation 
nursing 
Frequency of 1-2/month 120(97.6)
education (n=123) 3-4/month 2(1.6)

≥1/week 1(0.8)
 Need to develop Yes 136(70.8)
 regular education No 12(6.3)
 program I recognize it 44(22.9)

but don't care 
for it.

Desired number per 1 94(69.1)
month (n=136) 2 30(22.1)

≥3 12(8.8)
Reason that area independent nursing is weak (n=84):     
staff; limited independent acts, An excess of unnecessary workload, Acts only based on doctors' or 
seniors' directions, Insufficient manpower, Poor standardization system for rehabilitation nursing, Insuffici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nursing, Focusing on rehabilitation therapy, Others, No respons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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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Min-Max
professional autonomy Professional development factor 3.54±0.57 1-5

Personal development factor 2.92±0.65 1-5
Patient care role factor 2.82±0.58 1-5

               Total 3.03±0.50
self efficacy 3.43±0.45 1-5
professional self concept Professional practice 3.26±0.44 1-5

Satisfaction 3.00±0.62 1-5
Communication 3.45±0.45 1-5

               Total 3.25±0.40

Table 2. The professional autonomy, self efficacy degree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Participants    (N=192)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해 살펴보면 성별의 경

우에는 여자가 96.9%로 압도 으로 높았고, 연령의 경
우에는 평균 32.72세로 20-30세 미만이 41.7%, 30-40세 
미만이 41.7%로 동일하게 나왔고, 40세 이상이 16.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50.5%로 과반수 이상 이

었고,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이 61.5%로 부분이었으며, 
학력의 경우 문 학 졸업이 63.0%로 과반수 이상 이
었고, 학교 졸업(4년제 학사학  취득 포함)이 33.3%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의 경우 3교  근무가 

65.6%로 부분이었고 고정 근무가 16.1%의 순으로 나
타났다.
간호사 총 경력의 경우에는 평균 8.30년으로 3-7년 

미만이 38.5%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이 35.4%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근무경력의 경우에는 평균 

2.38년으로 1-3년 미만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5년 미만이 27.1%, 1년 미만이 23.4%의 순으로 나타
났다. 직 의 경우 일반간호사가 77.6%로 부분을 차
지하 고, 월수입의 경우에는 200-300만원 미만이 
82.8%로 압도 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사  재활간호에 심이 있어서 입사했는지 여부

의 경우에는 그 지 않다는 응답이 64.6%로 부분이었
고, 입사  재활간호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의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1.8%로 압도 으로 높

게 나타났다.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교육 횟수는 1-3
회가 71.4%로 부분을 차지하 고 다음으로 4-6회가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독자 인 간호 역이 낮은 편

인지 여부의 경우 아니라는 응답이 56.3%로 과반수 이

상 이었고, 독자 인 간호 역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에 그 이유로는 재활치료 심이라서가 2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호부 힘이 약하다, 독자  행  제한 

9.5%, 불필요한 업무량 과다, 의사, 상사 지시에 의해서
만 행하므로 각각 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업무표 화 체계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의 경우 개발할 필요가 있

다는 응답이 94.8%로 압도 으로 높았고,  병원에서 

재활간호와 련된 정규 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부의 

경우 받고 있다는 응답이 64.1%로 부분이었다. 
정규 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교육 횟수는 1달

에 1-2회가 97.6%로 압도 으로 높았고,  병원에서 간
호사를 상으로 한 정규 인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지

속 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의 경우에는 필요

하다는 응답이 70.8%로 부분을 차지하 고, 인식하지
만 없어도 상 없다는 응답이 22.9%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 달 기  원하는 횟수

로는 1회가 69.1%로 부분이었고 다음으로 2회가 
22.1%, 3회 이상이 8.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전문직 자율성, 자기효능감 및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상자의 문직 자율성은 평균평  3.03±0.48로 
간 정도 고, 자기효능감은 평균 평  3.43±0.45로 간 
보다 약간 높은 정도 다. 문직 자아개념은 평균평  

3.25±0.40으로 간정도 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따른 문직 자아개념에 

해 살펴보면 연령(F=13.549, p<.001), 결혼상태(t=-4.359, 
p<.001), 근무형태(F=7.101, p<.001), 간호사 총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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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Scheffé)
Gender Male 6(3.1) 3.48±.25 1.462 .145

Female 186(96.9) 3.24±.40

Age(yr) 20-29a 80(41.7) 3.10±.33 13.549 p<.001
30-39b  80(41.7) 3.39±.39 c>a
≥40c 32(16.7) 3.49±.45 c>b

Religion None 97(50.5) 3.23±.35
Christian 46(24.0) 3.31±.43 .365 .779
Catholic 24(12.5) 3.29±.35
Buddhist 25(13.0) 3.23±.43

Marital Single 118(61.5) 3.15±.37 -4.359 p<.001
status Married 74(38.5) 3.40±.40

Academic Diploma 121(63.0) 3.21±.40 1.884 .155
Background Bachelor 64(33.3) 3.31±.36

Master 7(3.6) 3.12±.66

 Work type 3 shifta 126(65.6) 3.18±.37 7.101 p<.001
2 shiftb 14(7.3) 3.13±.34 c>a,b
Fixed Workc 31(16.1) 3.52±.43
Full-Timed 21(10.9) 3.31±.42

Total career(yr) <3a 30(15.6) 3.08±.35 9.600 p<.001
3-<7b 74(38.5) 3.14±.31 c>a
7-<10c 20(10.4) 3.25±.43 d>b
≥10d 68(35.4) 3.43±.43

Career in present Hospital(yr) <1a 45(23.4) 3.12±.40 3.228 .024
1-<3b 70(36.5) 3.23±.40 d>a
3-<5c 52(27.1) 3.33±.36
≥5d 25(13.0) 3.36±.45

Position Staff Nurse 149(77.6) 3.19±.39 15.719 p<.001
Charge Nurse 43(22.4) 3.45±.37

Monthly Wage 200-<300 33(17.2) 3.02±.40 9.513 p<.001
(10Thousand Won) 300-<400 159(82.8) 3.29±.40

I get a job rehabilitation nurse Yes 68(35.4) 3.30±.37 1.464 .145
whether interest No 124(64.6) 3.22±.41

I get a job whether nursing Yes 35(18.2) 3.41±.41 2.665 .008
education rehabilitation No 157(81.8) 3.21±.39

Frequency of education (n=35) 1-3 25(71.4) 3.41±.45 .368 .695
4-6 4(11.4) 3.54±.24
≥7 2(5.7) 3.24±.08
No response 4(11.4) 3.54±.24

Nurse an independent area Yes 84(43.8) 3.23±.43 -.549 .583
relatively low No 108(56.3) 3.26±.37

Need to develop task Yes 182(94.8) 3.25±.40 1.006 .316
standardization system No 10(5.2) 3.12±.41

Regular education related to Yes 123(64.1) 3.27±.39 .991 .323
rehabilitation nursing No 69(35.9) 3.21±.42

Frequency of education (n=123) 1-2/Month 120(97.6) 3.27±.39 .009 .991
3-4/Month 2(1.6) 3.24±.25
≥1/Week 1(.8) 3.29±.

Need to develop regular Yes 136(70.8) 3.29±.41 2.629 .075
education program No 12(6.3) 3.25±.38

I recognize it but 44(22.9) 3.13±.36
don't care for it.

Desired number per month 1 94(69.1) 3.27±.42 .812 .446
(n=136) 2 30(22.1) 3.36±.38

≥3 12(8.8) 3.20±.37

Table 3. Professional self concept according to Participant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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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B SE  ß  t  p Adj. R²
(Constant) 1.506 .180 8.368 .000
Self efficacy .508 .052 .578 9.755 <.001 .330
Professional development factor .230 .044 .328 5.225 <.001 .412
Monthly Wage .224 .056 .217 4.009 <.001 .455

Marital status .110 .045 .134 2.445 <.05 .469
Adj. R² =.480, F=43.203, p<.001 

Table 5. The factor of impact on the level of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rehabilitation hospital nurses       (N=192)

(F=9.600, p<.001),  직장 근무경력(F=3.228, p<.05), 
직 (t=15.719, p<.001), 월수입(t=9.513, p<.001), 입사 
 재활간호 교육(t=2.665, p<.01)에 따라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 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보다 기
혼자가 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고 고정 근무하는 

집단이, 간호사 총 경력이 길수록,  직장 근무경력이 

길수록 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책임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문직 자아개념이 더 높

았고, 월수입이 많을수록 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
났으며, 입사  재활간호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
이 문직 자아개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연령은 20-30세, 30-40세 미만보다 40

세 이상이, 근무형태는 3교  근무, 2교  근무보다 고

정 근무 집단이, 간호사 총 경력은 3년 이하보다 7-10년
이, 3-7년 이하보다 10년 이상이,  직장 근무경력은 1
년 이하보다 5년 이상이 문직 자아개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전문직 자율성,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아

개념과의 관계

문직 자율성과 문직 자아개념은 r=.468(p<.01)의 
정(+) 인 상 계를 보 고 자기효능감과 문직 자아

개념과도 r=.578(p<.01)의 정(+) 인 상 계를 보 다.
즉 문직 자율성이 높으면 문직 자아개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문직 자아개념도 높음을 알 수 

있다[Table 4].

Variables
Professional self concept

r p

Professional autonomy .468 <.01
self efficacy .578 <.01

Table 4.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 
autonomy, self 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Participants       (N=192)

3.5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문직 자아개념 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기 하여 일반  특성에서 문직 자아개념

에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연령, 결혼상태, 근무형태, 근
무경력, 직 , 월수입, 입사  재활간호 교육 7개를 가
변수 처리하여 단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다  

회귀분석 독립변수들에 한 가정을 검증하기 해 다

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 값이 
0.754~1.000의 범 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값은 1.000~1.325의 범
로 10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문

제는 없었다. 상자의 문직 자아개념 정도의 체 설
명력은 46.9% 로 나타났다.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체의 33.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문직 자율성  ‘ 문직 발달요
인’을 추가하 을 때 체의 41.2%, ‘월수입’을 추가하
을 때 체의 45.5%, ‘결혼상태’를 추가하 을 때 

46.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문

직 자율성 정도는 체 평균평 3.03±0.50으로, 하
역  개인  발달요인이나, 환자 간호역할 요인보다 
문직 발달요인이 평균평  3.54±0.57(척도범 :1-5)으로  
가장 높았다.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의 

하 역  문직 발달요인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성기 병원에 비해 일차간호 역의 비율이 비교  고, 
주로 환자의 운동 일정표를 확인하고, 안 여부를 악

하며, 앞으로의 만성기로 진행되는 과정에 직면함에 있
어 재활동기를 부여하고, 향후 재활치료의 반 인 방

향과 계획에 해서 설명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요하게 

반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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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병원에 비해 비교  응 상황이 고, 새로운 간
호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으므로 인해 새로운 사정도구

와 최신문헌을 통한 환자간호 방법을 용하는 데에는 

소홀하여, 재까지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환자간
호역할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로 사료된다. 따라
서 재활 문병원은 재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표

화된 간호업무체계와 최신 간호기술을 임상에 용시

킬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평균평

이 3.43±0.45(척도범 :1-5)로 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Yoon[23]의 연구에서 평균평  3.22±0.44

(척도범 :1-5)와는 비슷한 정도 고, 소병원 임상간

호사를 상으로 한 Kim 등[24]의 연구에서 평균평  

3.12±0.39(척도범 :1-5), 강원도 소재 일개 임상간호사
를 상으로 한 Lee[25]의 연구에서 평균평  

3.15±1.06(척도범 :1-5)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다소 높
은 정도 다. 이는 재활 문병원의 경우 주로 경력간호

사가 많고, 평균연령이 32세로 비교  높으며, 성기 

타 병원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비 이 게 차지한다. 즉 
경력간호사일 경우 자신의 임상실무에 한 다양한 경험

과 경력이 개인의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간 이상

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
을 극 활용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을 정규 으로 진행한다면 간호사에 한 신뢰

와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재활 문병원 간호사로서의 

지와 자부심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체 

평균평  3.25±0.40으로, 하 역  의사소통이 평균

평  3.45±0.45(척도범 :1-5)로 가장 높았다. 투석실 간
호사를 상으로 한 Lim 등[26]의 연구에서도 평균평  

2.68±0.27(척도범 :1-4)로, 하 역  의사소통이 

2.77±0.3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는 유사했
다. 이는 재활 문병원의 경우 만성 환자들로 단기간의 

성과를 기 하기 어려운 치료 과정을 지속함에 있어, 의
료진과의 의사소통과 면담을 통해 재활치료의 동기를 끊

임없이 부여하고, 돌 을 제공하는 보호자에게 교육을 

통한 돌  지식과 기술증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경우 간

호사의 다양한 역할  옹호자와 교육자의 역할이 주요

하게 반 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특히 재활은  근의 
치료와 환자간호가 진행되므로, 타 부서 직원과의 신뢰
와 존 하는 계가 이루어질 때 보다 높은 문직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문직 

자아개념을 분석한 결과 연령, 결혼상태, 근무형태, 간호
사 총 경력,  직장 근무경력, 직 , 월수입, 입사  재
활간호 교육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인 경우, 
 직장 근무경력이 길수록, 책임간호사인 경우, 월수입
이 많을수록, 입사  재활간호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문직 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Yoon[23]
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인 경우, 연 이 

높을수록, 일반간호사보다 책임간호사인 경우가 문직 
자아개념이 높았고, 투석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Lim 
등[26]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이 길수록 문직 자아개
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는 유사했다. 이
는 부분의 임상간호사들은 자신의 임상실무경력이 쌓

일수록 자신감과 직 가 향상되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활 문병원의 경우 입사 

 재활간호 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반 한 재활간호 문교육

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활 문

병원 간호사들만의 특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 인 

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

과 자기효능감, 문직 자율성의 하 역  문직 발

달요인, 월수입, 결혼상태의 순으로 총 46.9%의 비교  

높은 설명력을 보 다. 그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
인은 ‘자기효능감’으로 체의 33.0%의 설명력을 보
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Yang[28]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간호직 만족도 
역이 문직 자아개념의 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가 유사했으며, 월수입과, 결혼상태의 경우 부
분의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월수입이 

많을수록, 기혼자 일수록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문직 

자아개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 이
는 한 우와 임상경력이 쌓일수록 실무에 한 다

양한 경험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문직 자아개념도 함

께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재활 문병원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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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간호사의 비율이 비교  많고, 일정수  이상의 임상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장 으로 활

용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한 개별 , 조
직  노력을 통해 단기간의 성과를 기 하기 어려운 상

황에 처해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다 나은 최상의 재

활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비된 문인으로
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 해 본다.  
본 연구는 국 표본단 의 추출이 아닌 과 횡단  

조사연구로 인한 인과성 검증의 한계 등의 제한 이 있

다. 그러나 기존의 문직자아개념 련 선행연구들이 
종합병원 는 소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연구하는데 

을 둔 것과는 달리, 선행연구가 미흡한 재활 문병

원 간호사를 연구 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문직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문직 자

아개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 로그램을 개발  그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문직 자아개념 

향요인을 규명하여 문직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키고, 나아가 재활 문병원 간호사만의 특색있고 차

별화된 교육  재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직 자율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직 자아개념이 유의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체 33%의 
설명력을 보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
문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

인 방안을 마련하고, 재활 문병원 간호사로서의 지

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표 화된 문교육 로그램

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문직 자아개념을 함양할 수 있

도록 지속 인 노력과 다양한 로그램 개발  타당도 

검증을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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