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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간 학생  첫 상실습  경험한 후 달라진 전문직 , 직무만족, 역할갈등  변  악하  

간 학생  상 실습  향상  한 료  제공하 고 시도 었다. 첫 상실습 후 간 학생  전무직

(t=-2.184, p=.031), 직무만족(t=-2.068, p>.001)  상승하 다. 그러나 정적  역할갈등(t=-3.729, p>.001) 역시 

상승하 다. , 간 학생  첫 상실습  통해 비간 전문   전문직  우고 신  업무에 해 

만족감  느꼈다. 그러나 간 학생  첫 상실습  통해 상에  실적  간 사 역할  경험한 후,  심

각하게 신  미래 직업에 한 고민  하는 것  알 수 었다. 특  역할갈등  하 역  개  내 갈등

(t=-3.729, p>.001), 역할 (t=-5.720, p>.001)에  심각한 갈등  느끼므 , 간 학생  한 업무 과 직 표

안 마 에 해 간 계  상실무  전 에 걸쳐 가 필 할 것  사료 다.

주제어 : 간 학생, 상실습, 전문직 , 역할갈등, 직무만족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provide nurse students with basic materials to improve their clinical 

practices, and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ir view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role 

conflicts. After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s,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t=-2.184, p=.031) and job 

satisfaction (t=-2.068, p>.001) increased but role conflict (t=-3.729, p>.001) increased as well.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jobs, building up nursing professionalism through clinical practices. However, they had also 

acquired time on thinking about their future jobs more deeply than before practices and realizing their roles in 

real sense. In particular, they felt stress in some of subcategories, personal inner conflicts (t=-3.729, p>.001), 

role obscurity (t=-5.720, p>.001)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standards on their job and task in nurse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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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언론은 종합병원 간호 트의 신규간호사에 한

군기잡기, 속칭 “태움”문화에 한 고발기사를 보도하

다. 이를 계기로 간호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고질

인 간호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간호계 조직문

화의 병폐가 사회 이슈로 조명되었다[1]. 이에 간호교

육계는 임상상황의 특이성을 고려함과 동시에이런 부정

조직문화에 한 원인과 근본 책에 한 논의가 필

요하다. 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갖기 해서는 간호교

육부터 근본 변화가 불가피하다.

재까지 간호교육은 질 간호에 목 을 두고, 그에

한 교육 노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임상실습의 경우,

간호학생이 임상환경에 응하고 간호사로서 확고한 역

할인식을 획득해 굳건한 직업 을 세우는데필수 인 요

소이다[2]. 그러나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조직 문화를

처음 하는 교육 장이므로 학생에게 향을 주는 요

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병원들은 경 효율성 향상을 해 다방면으로

각고의 노력 이다. 특히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조직에

한 헌신, 충성심 등이 성공경 의 요한 요소로 간주

되어 각 병원들은 문인력 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문인력의 확고한 문직 은 환자만족 심 병원

의 근본요건으로 자리매김하 으며 병원경쟁력의 선결

요인이다[4]. 즉, 조직 내확고한 문직 을 가진 구성원

이 많을수록 구성원 모두에게 정 향을 미쳐 구성

원이 조직에 더욱 몰입하게 하고, 높은 수 의 직무만족

을 느끼게 된다. 이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질 간호 수

향상과 병원 경쟁력 상승을 가져온다[5].

간호학생이 자신에 한 이해가 확고하면 임상상황에

서 발생하는 긴장, 정체성 혼란 등에 극 응할 수 있

다. 이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간호술기에 한 자신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간호수행의 독립성을유지하고 높은

수 의 임상수행능력을 나타낸다[6]. 그러나 임상실습 교

육과정을 경험하는 부분의 간호학생은 정체성의 혼란

을 겪는 시기에 있으며[7], 아직은 공교육을 이수 이

라 문직업인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성숙한직업 태

도를 보이기는 무리가 있다[6]. 특히 문직 의 경우,

문성을 띤 문직업인 모델을 통해 발 하는 습성이 있

어 학교 내 교육자를 통해 갖춰지기 시작해 임상 장의

선배 간호사에게서 향을 받게 된다[8]. 한 문직

은 환경 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론과 실습의

격차로 인한 혼란, 실습상황의 복잡성, 의료진과 환자와

의 계형성 어려움, 어렵게 형성한 환자와의 계가 빠

른 병상 회 율로 인해 좌 되는 등 다양한 실 문제

를 간호학생이 경험할 때 부정 향을 받는다[9]. 그러

므로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의 문직 이 임

상실습을 통해 어떤 변화과정을 겪는지 지속 으로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통 인 간호개념 바탕에 내재한 친 과 보살핌은

간호사에게 끝없는 감정노동을 요구한다. 더불어 병원의

비용 감 차원의 인력감축,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과 ,

사기 하, 환자 의료진의 감정 요구에 처 등 간호

사는 다 의 감정 갈등을 느낀다[10]. 이에 부분의

임상간호사들은 이상과 실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

고, 실 충격과 함께 소진을경험한다. 이로인해일부

간호사는 이직, 결근과 같은 부정 행태의 태도를 취하

기도 한다[11]. 이런 임상 장의 부정 상황은 막연한

이상을 갖고 첫 임상실습을 한 간호학생들에게 선배간

호사의 역할갈등, 고민을 자신의 미래에 투 하게 한다.

한 간호학생은 이상 형태의 근무환경과 동떨어진

실, 동료들로 인한 업무 갈등, 자신의 지식 임상술기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내 갈등, 법 문제를

포함한 윤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느끼고 역할갈등

을 경험한다[10]. 더불어 간호학생은 학습자와 일하는 자

두 가지 역 안에서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12].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정

으로 갈등 리를 하거나 실부정 혹은 실습교육 자체

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수동 태도

를 취하는 등의 선택을 한다[13].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겪는 역할갈등의 각 요소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한 찰이 필요하다. 재까지 부분의

역할갈등에 한 연구는 임상 장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8].

이에 본 연구는 생애 처음 간호학생으로서 임상실습

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상으로 문직 , 직무만족, 역

할갈등을 첫 임상실습 후로 비교해 간호학생이 올바른

가치 을 세우고 문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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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1 연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후 달라

진 문직 , 직무만족, 역할갈등의 변화를 악하여 간

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 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

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상   료수집

본연구는첫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을 상

으로 문직 , 직무만족, 역할갈등이 첫 번째 임상실습

을 후로 변화하는 것을 평가하기 해 시행되었다.

상자는 G시의 일개 학의 간호학과 3학년을 상

으로 총 103명이었으며, 연구목 을 설명한 후, 참여의사

를 서명으로 동의받았다. 최종분석은 자료 서명 미비

등을 제외한 9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사 자료수집은 첫 임상실습을 바로 앞둔 2015년 12

월 첫 주에 시행되었으며, 사후 자료수집은 첫 임상실습

지인 수술실, 내과, 외과 실습이 끝난 2016년 6월에 시행

되었다.

2.3 측정도

2.3.1 간 전문직

간호 문직 은 윤은자, 권 미, 안옥희[14]가 개발한

도구를 한진수[15]가 수정·보완해 18문항으로 축소한 도

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18문항으로 Likert 5 척

도로 수가 높을수록 문직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윤은자, 권 미, 안옥희[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64이었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McCormick과 Tiffin[16] 이 개발한 도구

직무만족에 련된 5개 문항을 추출하여 김종재[17]

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 5문항

으로 Likert 7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문직 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21이었다.

2.3.3 역할갈등

역할갈등은 송 미[18]가 교사의 역할 갈등을 측정하

기 해 개발한 도구를본 연구자와 1인의 간호학교수가

간호학생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총20문항으로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역할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송 미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0,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s alpha .866이었다.

2.4 

본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해 분석하 고,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 고, 임상실습

후의변수에 한차이는 응표본T검정(paired t-test)

을 실시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사 , 사후변수차이

는 One-Way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상  적 특

상자의 평균나이는 21.65±2.80세, 간호학 선택 이유

는 ‘본인의 희망’ 41.1%, ‘주변인의 권유’ 54.7%, ‘기타’

4.2%순이었다. 임상실습에 한 스트 스는 ‘지식부족’

71.6% 로 지식부족에 한스트 스를 상당수 학생이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나, 실습 실무 지식에 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실습 동안 기 ”는 ‘간호사 역할 학

습’ 70.5%, ‘직 환자 간호’ 26.3%, ‘의료진과 계형성’

3.2%로 간호학생 부분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본연의임

무를 한 교육을 기 하고 있었다<Table 1>.

3.2 변수차 검정

문직 은 사 평균 3.71±0.39 , 사후평균 3.82±0.49

으로 사후에 0.46 이 상승했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t=-2.184, p=.031). 하부 역은 사회 인식

(t=-5.450, p>.001), 간호독자성(t=3.475, p=.001)이 유의

한 차이를 보 다. 하부 역을 살펴보면 간호사에 한

사회 인식은 임상실습 후 높아지는 반면 간호독자성은

실습 후 오히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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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Classification M(SD) or n(%)

Age 21.65(2.80)

Sex Female 95(100)

Selected reason for

Nursing

My hope 39(41.1)

Advice of the

associated people
52(54.7)

etc 4(4.2)

Type of personality

Very positive 5(5.3)

Positive 74(77.9)

Negative 13(13.7)

etc 3(3.2)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with staff
7(7.4)

Practice 9(9.5)

Lack of knowledge 68(71.6)

Adapted to the

clinical practice
11(11.6)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3(3.2)

Moderate 53(55.8)

Very low 39(41.1)

Ordinary impression of

nurses

Very professional 25(26.3)

Lack of profession 3(3.2)

Negative 67(70.5)

Expectations for clinical

Practice

Direct patient care 25(26.3)

Relationships 3(3.2)

Learning nurse role 67(70.5)

직무만족은 사 평균 3.42±0.71 , 사후평균 3.58±0.71

으로 사후에 0.16 이 상승하 다(t=-2.310, p=.023).

역할갈등은 사 평균 2.78±0.39 , 사후평균 2.88±0.44

으로 0.10 상승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

(t=-2.068, p=.041). 역할갈등의 하부 역은 모든 역에

서 사후 평균 수가 높아졌으며, 특히 개인 내 갈등

(t=-3.729, p>.001), 역할모호성(t=-5.720, p>.001)은 통계

으로 유의하 다<Table 2>.

<Table 2> The difference of pre-post test between

the variables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Nursing Professionalism 3.71(0.39) 3.82(0.49) -2.184 .03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90(0.45) 3.94(0.53) -.544 .588

Social awareness 2.34(0.34) 3.53(0.68) -5.450 >.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0(0.57) 4.15(1.53) -1.644 .103

Roles of nursing service 3.85(0.68) 3.87(0.66) -0.227 .821

Originality of nursing 4.13(0.85) 3.67(1.13) 3.475 .001*

Job Satisfaction 3.42(0.71) 3.58(0.71) -2.310 .023*

Role Conflict 2.78(0.39) 2.88(0.44) -2.068 .041*

Intra role conflict 2.64(0.52) 2.76(0.62) -1.536 .128

Intra person conflict 2.99(0.53) 3.21(0.54) -3.729 >.001*

Inter role conflict 2.89(0.46) 2.98(0.52) -1.515 .133

Role Ambiguity 2.62(0.57) 3.05(0.78) -5.720 >.001*

3.3 적 특 에  사전변수 차

일반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변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문직 은 일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직무만족은 간호학 선택 이유(F=4.434, p=.015), 평소

자신의성격(F=2.860, p=.041), 학업성취정도(F=6.235, p=.003),

평소 간호사 이미지(F=5.670, p=.005)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간호학생이 간호학을 자신이 희망하여 선택

한 경우, 평소 정 인 성격인 경우, 학업성취정도가 높

은 경우, 평소에 간호사 이미지가 좋은 경우 직무만족이

높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아

직은 임상실습 이므로 실 인 간호사의 직무가 반

되었다기보다 간호교육을 받는 동안 형성된 이상 형태

의 간호사 직무에 한 만족함을 의미한다.

역할갈등은 임상실습 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3.4 적 특 에  사후변수 차

일반 특성에따른사후변수차이를검증한결과,

문직 은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무만족은 간호학 선택이유가 ‘자신의 희망’인 경우

‘주변인의 권유’보다 직무만족을 더 높게 느끼고 있었다

(F=5.058, p=.008). 평소의 간호사 이미지는 ‘매우 정

인 문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자가 ‘ 문직으로 부

족’과 ‘부정 ’으로 응답한 상자에 비해 직무만족이 높

았다(F=4.778, p=.011).

역할갈등은 “학업성취정도”가 집단 간에 차이를 보

다(F=5.058, p=.008). 특히 ‘학업성 이 좋음’이 ‘보통’과

‘매우 낮다’ 보다 상승해 학업성취정도가 좋을수록 간호

학생은임상실습이후역할갈등을심하게느 다<Table 4>.

4. 

본 연구는 첫임상실습을 앞둔간호학과 3학년을 상

으로 문직 , 직무만족, 역할갈등이 첫 번째 임상실습

을 후로어떻게변화하는지 알아보기 해시행되었다.

한 처음으로 임상 장을 경험한 간호학생의 실제 인

결과를 분석해 으로써 간호교육 장에 변화가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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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fference of pre-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assification

Nursing

Profession

alism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M(SD) M(SD) M(SD)

Selected

reason for

nursing

My hope
3.76

(0.41 )

3.64

(0.72)

2.76

(0.41)

Advice of the

associated

people

3.65

(0.37 )

3.23

(3.75)

2.82

(0.34)

etc
3.88

(0.34 )

3.42

(0.71 )

2.50

(0.77)

F(p)
1.273

(.285)

4.434

(.015) *

1>2.3

1.388

(.255)

Type of

personality

Very positive
4.01

(0.26)

3.88

(0.82)

2.66

(0.81)

Positive
3.72

(0.39)

3.48

(0.68)

2.80

( 0.37)

Negative
3.54

(0.41)

2.96

(0.67)

2.73

(0.38)

etc
3.61

(0.33)

3.19

(1.07)

2.96

(0.15)

F(p)
1.911

(.133)

2.860

(.041) *
.463

(.708)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with staff

3.47

(0.23)

3.04

(0.44)

2.60

(0.34)

Practice
3.85

(0.41)

3.73

(0.67)

2.65

(0.23)
Lack of

knowledge

3.62

(0.47)

3.46

(0.69)

2.81

(0.41)
Adapted to the

clinical practice

3.71

(0.39)

3.15

(0.91)

2.83

(0.39)

F(p)
1.522

(.214)

1.838

(.146)

1.024

(.386)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4.09

(0.49)

4.23

(0.70)

2.60

(0.08)

Moderate
3.67

(0.34)

3.56

(0.70)

2.72

(0.40)

Very low
3.72

(0.44)

3.16

(0.64)

2.88

(0.38)

F(p)
1.687

(.191)

6.235

(.003) *

1>2.3

2.098

(.129)

Ordinary

impression

of nurses

Very

professional

3.77

(0.33)

3.72

(0.72)

2.69

(0.57)
Lack of

profession

3.69

(0.41)

3.36

(0.67)

2.80

(0.32)

Negative
3.71

(0.39)

2.42

(0.62)

3.03

(0.16)

F(p)
.797

(.454)

5.670

(.005) *

1>.3

1.253

(.290)

Expectations

for clinical

practice

Direct patient

care

3.70

(0.32)

3.39

(0.67)

2.77

(0.42)

Relationships
3.68

(0.30)

3.38

(1.21)

2.80

(0.52)
Learning nurse

role

3.71

(0.42)

3.43

(0.72)

2.79

(0.38)

F(p)
.017

(.983)

.034

(.697)

.038

(.963)

* p>.05 , ** Scheffe’s test

<Table 4> The difference of post 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assification

Nursing

Professionali

sm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M(SD) M(SD) M(SD)

Selected

reason for

nursing

My hope
3.84

(0.46)

3.83

(0.66)

2.92

(0.41)

Advice of the

associated

people

3.82

(0.53)

3.37

(0.69)

2.87

(0.45)

etc
3.68

(0.32)

3.71

(0.54)

2.65

(0.74)

F(p)
.192

(.825)

5.058

(.008) *

1>2,3**

.711

(.494)

Type of

personality

Very positive
4.07

(0.27)

3.37

(0.61)

2.68

(0.68)

Positive
3.84

(0.51)

3.68

(0.70)

2.86

(0.43)

Negative
3.68

(0.46)

3.14

(0.70)

3.05

(0.46)

etc
3.51

(0.19)

3.23

(0.35)

3.08

(0.20)

F(p)
1.237

(.301)

2.690

(.051)

1.250

(.296)

Stress from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

n with staff

3.48

(0.41)

3.18

(0.48)

2.72

(0.38)

Practice
3.94

(0.53)

3.53

(0.59)

2.79

(0.65)
Lack of

knowledge

3.85

(0.49)

3.70

(0.56)

2.90

(0.44)
Adapted to the

clinical

practice

3.79

(0.47)

3.11

(0.99)

2.96

(0.28)

F(p)
1.389

(.251)

3.156

(.029)

.559

(.644)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4.00

(0.61)

4.33

(0.71)

3.50

(0.73)

Moderate
3.81

(0.54)

3.59

(0.74)

2.77

(0.39)

Very low
3.82

(0.49)

3.49

(0.64)

2.99

(0.44)

F(p)
.185

(.832)

2.001

(.141)

6.175

(.003) *

1>2,3**

Ordinary

impression

of nurses

Very

professional

3.86

(0.43)

3.59

(0.66)

2.90

(0.52)
Lack of

profession

3.82

(0.52)

3.62

(0.67)

2.88

(0.43)

Negative
3.59

(0.21)

2.38

(0.95)

2.86

(0.29)

F(p)
.388

(.679)

4.778

(.011)*

1,2>3**

.023

(.977)

Expectations

for clinical

practice

Direct patient

care

3.83

(0.46)

3.65

(0.65)

2.92

(0.48)

Relationships
4.05

(0.43)

4.19

(1.05)

2.65

(0.86)
Learning nurse

role

3.81

(0.51)

3.52

(0.71)

2.88

(0.44)

F(p)
.344

(.717)

1.471

(.235)

.509

(.603)
* p>.05 , ** scheff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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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간호학을 선

택하게 된 이유”에 해 “주변의 권유”가 54.7%, “자신이

희망”한 경우가 41.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

호직의 높은 취업률이 반 된 결과이다[14]. “성격타입”

에 해 “ 정 ”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83.2%로 “부정

”이라고 응답한 상자 13.7%보다 많았다. 간호학생의

성격이 정형이더 많은 것은 고취할 만한것으로, 이들

이 미래에 질병을가진 상자를 간호해야 한다는 , 더

불어 환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수 있다는 에서 매

우 장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 스”에

해 “지식부족”이 71.6%로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에

자신의 부족한 지식에 한 부담을 느 다. 이에 학교 교

육이 임상 장에 합한 교육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8]. 더불어 장지도자의 한정서 지지도

필요할 것이다.

“평소 간호사 이미지”에 한 응답은 “부정 ”이

70.5%, “ 정 ”이 26.3%, “ 문성이 부족하다”로응답한

경우가 3.2%로 간호학을 공하는 학생 다수가 간호

사에 해 정 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환자와 보호자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간호

사에 한 이미지를 낮게 평가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일반

인보다 동료의료인이 간호사에 한 부정 이미지가 높

아 그 원인에 한 면 히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7, 21]. 이에 해 선행연구자는 이례 으로 그 원인으

로 매체의 향을 들었다. 즉, 매체에 표 된 간

호사의 이미지가 문성보다는 보조 혹은주변인으로 표

되기 때문으로 지 하며 간호사가 체계화된 리시스

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한

다[7]. 그러므로 간호학생을 상으로 하는 간호직 문

성 인식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문직 은 사 3.71 에서 사후 3.82

으로 사 에 비해 사후에 0.46 상승하 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진로 비행동에 한 연구의 3.71

[19], 간호학생 상의 간호 문직 향연구의 3.83과 비

슷한 수치이다[20]. 문직 의 하부 역은 임상실습

에 비해 실습 후에 부분 상승하 다. 이는 임상실습과

같은 실제 인 교육을 이수함과 동시에 차 으로 수

높은 간호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확고히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확고한 간호정체성이 간호사의

역할변화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역량의 바탕이 되

므로 확고한 문직 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

조한다[21]. 특히 하부 역 사회 인식은 선행연구에

서도 모두 높은 수를 보인다. 이는 간호에 한 요성

이 사회 으로 인식되어 간호사에 한 상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특이하게 하부 역 간호독자성은 사후에

3.67 으로 오히려 사 에 비해 0.46 하락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임상실습과 교과서의 교육내용과의 괴리감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사료된다[19, 23]. 그러므로 간호학생

이 진료보조업무 역시 간호독자성을 갖추고 보건업무 종

사자간의 력 계에서 비롯된 업무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직무만족은 사 3.42 (7 만 )에서 사

후 3.58 으로 0.16 증가했다. 이를 감염 리간호사

상의 연구 2.99 (5 만 )과 비교하기 해 환산하면

사 2.44 , 사후 2.56 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낮은 수

이다[24].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은 본 연구 상자가 간

호학생인 까닭에 아직은 간호업무를 직 수행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해 선행연구들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환자실 간호사와 같이 업무에 난이도가 높

고, 직 간호에 참여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음을 보

고한다[25, 26] 즉,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해서

는 환자와 하는 시간을 늘리고, 고난도의 간호업무

를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업

무에 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27].

간호학생의 역할갈등은 사 보다 사후에 유의하게 높

아졌다. 이는 임상실습이 간호학생에게 간호사의 역할에

해부정 인 향을끼쳤음을의미한다(t=-2.068, p>.001).

본 연구에서역할 갈등은임상실습후 2.88 으로 간호학

생 상 연구 3.49 [28], 감염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

3.67 [24]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

이는 것은 본 연구 상자가 처음 임상실습에 투여되어

임상실습에 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임상의 실

괴리감을 아직은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선행연구자는 임상실습 경험이 증가할수록, 고학년

이 될수록 임상 장에 한 기 도가 상승하며, 고학년

이 될수록 간호사에 한 역할 동질성 추구에 한 갈망

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직업인으로서 갈등은 더욱 심화

되었음을 시사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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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갈등의하부 역 개인내갈등(t=-3.729, p>.001),

역할모호성(t=-5.720, p>.001)이 통계 으로 유의하 다.

개인 내 갈등은 개인의 내 욕구와간호업무와의 갈등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8]. 임상실습과 같은 낯선

환경에서 간호실습생으로서의 역할과 업무에 해 간호

학생은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역할모호

성은 업무의 불확실에서 느끼는 갈등이며 한 정보부족

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한다[18]. 실제 임상 장은 간

호학생이 시행해야 하는 업무기 이나 표 안이 마련되

어 있지 않은곳이 부분이다. 이에간호학생은 환자 직

간호에서부터 간호조무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에 참여

하게 된다. 더불어 병원 시스템에 한 정보를 제공받기

보다는 병동 치와 체계도 등 개략 인하드웨어 인 정

보만 제공받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 반에 간호업무가

유기 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한 악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을 한 업무기 과 표 안에

한 논의가 간호교육계 임상실무 장 반에 걸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특성에 따라 임상실습 집단 간의차이를 분

석한 결과 직무만족은 자신이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성

격이 정 인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을 때, 평소간호사

이미지가 좋을 때 직무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임상실습 후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직무만족에서 간호학선택 사유(F=5.058, p=.008),

평소간호사 이미지(F=4.778 p=.011)에서 차이를 보 다.

즉, 임상실습을 후로 성격이나 자신의 학업수 등의

개인 인 성향보다는 공학습을 견뎌낼 수 있는 내·외

의 동기가매우 요해지는 것을알 수있었다[6]. 즉, 간

호학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경우에 직무

만족이 높게 측정된 것이다. 이는 간호사에 한 어린 시

의 막연한 열망이 차 으로 자신의직업으로 구체화

되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업무에 해만족하거나 자신

의 공 선택에 한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평소 간호사 이미지는 학생 스스로 내부에서

형성한 경우도 있으나 매체 혹은주변인의 간호사에

한 이미지가 투 되기도 한다[7]. 그러므로 매체에

노출되는 간호사에 한 모습이 정 이고 문 인 모

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간호단체의 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역할갈등의 경우 학업성취정도가 “매우 좋다”가 “보

통”과 “매우 부정 ”인 경우보다 역할갈등을 더 높게 느

다. 즉, 자신이학업을 해다방면의 노력을하고좋은

성 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역할이 자신의 기

에 부응하지 못함이 반 된결과로 보여 진다. 이는 간

호학 공 학업에 최선을 다 해온 학생들이 간호학에 흥

미를 잃게 하거나 간호사로서 직업 열망에 부정

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임상

실습 이후 간호 문직에 한 열망이 식지 않도록 간호

장의 간호사의 문 이미지를 강화해 간호학생의 갈

등요소를 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첫 임상실습을 경험을 한 후, 간호학생들

이 느끼는 문직 , 직무만족은 상승하여 임상실습 자

체가 간호학생에게 정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에 한 갈등

은 심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

의 직업에 해 바른 문직 을 세우며, 직무에 한 만

족감을 느끼면서도 간호사라는 직업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학업성취가 좋은 학생들이 더 갈등을 느끼는 것에

해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 모든 하부 역에서

역할갈등이 상승하므로 간호학생의 역할갈등을 여

수 있는 교육안의 마련 장과 간호교육자 모두가 동

참하여 간호학생의 업무표 안을 제시하여 간호학생의

갈등을 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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