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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nvoleved a descriptive survey to identif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determin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conducted from December 4 to December 20, 2019 (N=186).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 and affecting factors for turnover 
intention were identified by us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ean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 was 3.64 (5 total), the mean of self-esteem was 3.84 (4 total), and 
the mean of nursing professionalism mean was 3.89 (5 total). Nursing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and satisfaction with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major, but had a negative relationships with ag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and age were identified as influencing factors in turnover intention,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3.3%. Conclusion: A strategy to increas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o enhance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is necessary. Likewise, further analysis and programs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s and 
training systems should be implem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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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간호학과 입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문 에서 경쟁

률이 가장 높은 전공분야는 간호로 12.8:1이고, 4년제 학의 

수시 학생부전형에서는 3.69-36.0:1로 높게 나타났다(Veritas 

⍺, 2020). 이와 더불어 간호전공은 4년제 학에서 정규직 취

업률 85.7%이며, 전문 학은 정규직 취업률이 87.4%로 최상위

권인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9). 이는 최근 학생들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취업

이 유리한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졸

업과 동시에 실무에서 일할 기회가 많은 간호  졸업생의 경우 

복잡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실무현장에서 간호직에 한 신

념은 전반적인 간호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에 한 가

치관과 직결된다(Lee, 2016). 이를 확립하지 못하면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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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고 느끼며 갈등을 겪게 되므로(Lee, 

2016)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 학생이 긍정적이고 발전적

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Ko & Kim, 2011).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한 체계화된 견해

와 간호활동 과정 및 그 직업에 한 직업적 견해를 말하며, 간

호사에게 자신의 직업에 한 소명을 갖게 하고 양질의 간호

를 제공하게 하는 기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말한다(Weis & 

Schank, 2000).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실무현

장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전반적인 간호의 질과 간호의 미래발

전과 접한 관련이 있는데,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간호업무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라고 느끼고 갈등을 겪게 된다

(Ham, Kim, Cho, & Lim, 2011).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하여 간

호 학 신입생 시기부터 양질의 간호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관

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Ham et al., 2011). 임상실습을 경험

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히 임상실습 중 간호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실습을 경험한 경우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바람직한 영

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가 있다(Lee, 2016). 한편 임상실습만

족도가 높은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ark, Park, & Cho, 2016). 따라서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임

상실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은 간호사의 실무를 경험하고 간호전문직에 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전문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Park et al., 2016). 간호 학생은 임상실습

을 통하여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협동과 독창적인 간호활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간호전문인으

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기확신(전문직관)을 갖게 된다(Lee, 

2001).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을 키우는 임상실습은 주관적

인 실습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임상실습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적이고 책임감있는 학습은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하여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간호현

장의 전문적 역할에 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된다

(Yang & Moon, 2011). 반면에 임상실습에 한 불만족은 간

호전문직에 충실히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Kim, Kang, & Byun, 2017). 

간호사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Kwon & Yeun, 2007).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

동에 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의미한다(Rosenberg, 1962).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로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 신뢰, 돌봄을 받을 때 강화

된다(Lee, 200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전공학문과 직업에 

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학업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은 직

업에 한 확신과 개발을 추구하여 간호 학생의 정체감, 사회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친다(Tessema, Ready, & Yu,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 학생의 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

타났다(Lee, 2008).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성취율이 

낮고,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

에 한 열등감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사회 평가와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으

로 볼 때(Rosenberg, 1962) 임상실습에서의 부정적 경험의 반

복과 자존심의 손상, 간호현장에서의 역할갈등은 자아존중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Cowin & Hengstberger-Sims, 

2006). 따라서 간호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공학문에 한 

가치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히 부정적 임상실

습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과에서 간호 학생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

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교육방안으로 개인심리 차원의 

자아존중감 향상,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Oh & Kang, 2017).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간호직에 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 학생

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

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 자아존

중감,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 간의 상호 관

련성 및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

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

도와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

로서, 향후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

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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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파악한다.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

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의 차이를 파악한다.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와 간호전문

직관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

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에 소재한 3개 학교 간호

학과 3, 4학년을 상으로 간호학 실습교과목을 이수중인 학생

을 편의표집하였다. G*Power 3.1.9.2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위해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3

개(임상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의 조건에서 

필요한 최소표본수 119명과 더불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위해 

같은 조건으로 독립 변수 11개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크기

가 178명으로 산출되었으나 미회수, 탈락과 불충분한 자료를 

감안하여 약 220명에게 배포하였고 198부를 수집하였다. 이 중 

12부가 자료 불충분으로 탈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와 Kang (1984)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Kim과 Kim (2004)이 수정 ․ 보완한 31

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3

문항), 실습내용(6문항), 실습지도(9문항), 실습환경(7문항), 

실습시간(3문항), 실습평가(3문항)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

분되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

다’=5점)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004)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는 .94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Rog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의 정도

와 자아승인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인 문

항 5개, 부정인 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

는 4 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각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지 않

다’에 1, ‘매우 그렇다’에 4를 주고, 부정 문항 3, 5, 8, 9, 10문항

은 역산하여 계산했고,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

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Han, Kim과 Yun (2008)이 요인분석을 통

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5점 Likert 척도(‘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부정적 문항은 역

산 처리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

한다. Han 등(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

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2월 4일~12월 20일까지

이며, 각 학의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허

락을 받은 후 선정된 학의 지도교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시 본 연구목적과 내용에 동의한 간호학과 3~4학년

들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다. 설문

지 작성에는 약 12~1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소정의 감사선물

을 제공하였다. 

연구 상자에 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설문지 배

부 전에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연구참여 도중 중도탈락, 

부작용 또는 위험요소, 개인정보와 비 보장, 연구 문의 등이 

기술된 설명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

하는 간호 학생으로 부터 연구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시

행하였으며, 본 연구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목적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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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Female
Male

157
29

(84.4)
(15.6)

Age (year) 20~24
25~29
≥30

162
16
8

(87.1)
(8.6)
(4.3)

 23.0±3.68

Grade 3
4

 83
103

(44.6)
(55.4)

Motivation to 
select nursing

High school grade
Interest
High employment
Relatives recommendation
Others

13
67
68
30
8

(7.0)
(16.1)
(36.0)
(36.6)
(4.3)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Moderate
Dissatisfaction

 129
47
10

(69.3)
(25.3)
(5.4)

Clinical 
experience 
(week)

≤12
12~24
≥24

 20
 60
106

(10.8)
(32.3)
(57.0)

Role model No
Yes

 33
153

(17.7)
(82.3)

Professor of theory
Professor of clinical practice
Head nurse
Clinical nurse
Others

11
10
31
97
4

(5.9)
(5.4)
(16.7)
(52.2)
(2.1)

Region of 
university 

Kyunggi, Inchon
Kangwon

148
 38

(79.6)
(20.4)

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에 자유의사로 참여할 것,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

로 설명 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로 산출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

중감,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

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년, 간호학과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기간, 바람직한 간호사의 역할모

델 유무 및 상, 소속 학의 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l과 같다. 상자의 성별은 여자 157명으로 

84.4%, 남자 29명으로 15.6%이며, 평균 연령은 만 23.0세이고 

만 20~24세가 162명, 87.1%로 가장 많았다. 4학년이 55.4%로 

조사되었으며,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주변의 권유가 36.6%, 높

은 취업률이 36.0%로 비슷했고, 적성에 따른 경우가 16.1%, 고

교성적을 고려한 경우가 7.0% 순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69.3%, 불만족이 5.4%로 응답하였다. 

임상실습기간은 24주 이상이 57.0%, 12~24주가 32.3%, 12주 

미만이 10.8%로 나타났다. 닮고 싶은 바람직한 역할모델 간호

사가 있다고 응답한 상자는 82.3%였다. 역할모델 상으로 

실습기관의 담당 간호사로 응답한 상자가 52.2%, 실습기관

의 수간호사로 응답한 상자는 16.7%로 나타났다. 소속된 

학의 지역분포는 경기, 인천 지역이 79.6%, 강원 지역이 20.4%

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간호

전문직관의 정도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최  5점 중 평균 3.64±0.53이고, 하부요인으로 ‘실

습교과’ 3.88±0.68로 가장 높았고, ‘실습환경’ 3.81±0.63, ‘실

습평가’ 3.74±0.71. ‘실습지도’ 3.55±0.64, ‘실습시간’ 3.53± 

0.86, ‘실습내용’ 3.44±0.50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최  4점 중 평균이 3.84±0.65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최  5점 중 평균이 3.89±0.55

였고, 하부요인 중 ‘간호의 독자성’이 4.11±1.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역할’ 4.10±0.73, ‘간호의 전문성’ 4.07±0.74, 

‘전문직 자아개념’ 3.98±0.58이었으며 ‘사회적 인식’이 3.48±0.75

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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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 (N=186)

Categories n M±SD Range M±SD Rang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ubjects of practice
Contents of practice
Instruction of practice
Environments of practice
Time of practice
Evaluation of practice

31
 3
 6
 9
 7
 3
 3

112.75±16.53
11.63±2.05
20.63±2.97
31.99±5.73
26.66±4.42
10.60±2.59
11.23±2.14

 31~155
 3~15
 6~30
 9~45
 7~35
 3~15
 3~15

3.64±0.53
3.88±0.68
3.44±0.50
3.55±0.64
3.81±0.63
3.53±0.86
3.74±0.71

1~5
1~5
1~5
1~5
1~5
1~5
1~5

Self-esteem 10 38.41±6.51 10~40 3.84±0.65 1~4

Nursing profession
Professional self-concept
Social awareness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role
Nursing identity

18
 6
 5
 3
 2
 2

69.93±9.86
23.90±3.49
17.38±3.75
12.22±2.23
 8.21±1.47
 8.22±2.13

18~90
 6~30
 5~25
 3~15
 2~10
 2~10

3.89±0.55
3.98±0.58
3.48±0.75
4.07±0.74
4.10±0.73
4.11±1.06

1~5
1~5
1~5
1~5
1~5
1~5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임상실습 만족도는 연령(F=5.96, p=.003), 전공만족도(F=17.39, 

p<.001), 바람직한 역할모델(t=3.16, p=.002), 소속 학의 지

역(t=-3.5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기간(F=4.86, p=.009)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군 간의 차이

를 볼 수 없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한 사후 검정에

서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24세 이하인 간호 학생보다 25~ 

29세인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 전공만족도를 

만족으로 응답한 군(3.78±0.52)이 보통(3.30±0.42)과 불만족

(3.41±0.38)한다고 답한 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있는 군이 역할모델이 없는 군보

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고, 소속 학이 경기나 인천에 있는 

학생보다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 

연구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년(t= 

-2.10, p=.037), 간호학과 선택 동기(F=4.74, p=.001), 전공만

족도(F=11.91, p<.001), 임상실습기간(F=4.25, p=.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4학년이 3학년보다, 임상실습기간이 

길수록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한 사후 검증에서 간호학과 선택동기 중 적성에 따라 선택한 

학생들이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 선택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전공만족도에서 만족(3.98±0.61)과 보통

(3.56±0.60)이라고 응답한 군이 불만족으로 응답한 군(3.33± 

0.78)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연령(F=4.42, p=.013), 간호학과 선택동기

(F=2.48, p=.046), 전공만족도(F=18.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에 한 사후 검증에

서 24세 이하인 학생들(3.91±0.55)과 25~29세인 간호 학생

(3.93±0.41)이 30세 이상의 간호 학생(3.33±0.49)보다 간호

전문직관 점수가 높았고,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고 답한 

군(4.03±0.51)이 보통(3.58±0.44)과 불만족(3.39±0.64)으로 

답한 군보다 유의하게 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

택동기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적성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

한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았으나 사후 검정에서 군 간

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간호

전문직관의 관계 

연구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

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임

상실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r=.56, p<.001).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

직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5. p<.001). 자아

존중감과 임상실습 만족도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29, p<.001).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1, p<.001). 연령과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7, p=.024). 

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임상실습 만족도,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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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Female
Male

3.60±0.52
3.81±0.57

-1.95
(.053)

3.85±0.62
3.79±0.81

0.49
(.624)

3.90±0.54
3.83±0.59

0.59
(.554)

Age (year) 20~24c

25~29b

≥30a

3.62±0.52
4.00±0.47
3.28±0.55

5.96
(.003)

a, c＜b

3.84±0.64
3.83±0.75
3.81±0.84

0.01
(.990)

3.91±0.55
3.93±0.41
3.33±0.49

4.42
(.013)

a＜b, c

Grade 3
4

3.56±0.53
3.70±0.53

-1.71
(.088)

3.73±0.66
3.93±0.54

-2.10
(.037)

3.85±0.55
3.92±0.55

-0.89
(.377)

Motivation to 
select nursing

High school gradea

Interestb

High employment
Relatives 
Others

3.61±0.52
3.73±0.56
3.59±0.57
3.55±0.36
3.72±0.52

0.89
(.473)

3.35±0.82
4.03±0.59
3.87±0.58
3.64±0.68
3.56±0.77

4.74
(.001)
a＜b

3.82±0.66
4.05±0.50
3.81±0.54
3.79±0.55
3.67±0.64

2.48
(.046)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a

Moderateb

Dissatisfactionc

3.78±0.52
3.30±0.42
3.41±0.38

17.39
(＜.001)
a＞b, c

3.98±0.61
3.56±0.60
3.33±0.78

11.91
(＜.001)
a＞b, c

4.03±0.51
3.58±0.44
3.39±0.64

18.87
(＜.001)
a＞b, c

Clinical 
experience 
(week)

≤12
12~24
≥24

3.71±0.44
3.46±0.55
3.72±0.52

4.86
(.009)

3.67±0.56
3.69±0.67
3.96±0.63

4.25
(.016)

3.84±0.43
3.84±0.58
3.92±0.55

0.56
(.574)

Role model Yes
No

3.69±0.52
3.38±0.54

3.16
(.002)

3.87±0.64
3.71±0.69

1.32
(.190)

3.92±0.53
3.74±0.59

1.72
(.088)

Region of 
university 

Kyunggi, Inchon
Kangwon

3.57±0.51
3.90±0.56

-3.57
(＜.001)

3.84±0.65
3.85±0.67

-0.07
(.945)

3.86±0.55
4.00±0.55

-1.47
(.142)

Table 4. Correlation of Nursing Profession with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ge, and Satisfaction on Major
(N=186)

Variable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ge Satisfaction on 
major

Nursing 
profession

r (p) r (p) r (p) r (p) r (p)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1 .29 (＜.001) .00 (.977) .35 (＜.001) .56 (＜.001)

Self-esteem 1 -.01 (.887) .34 (＜.001) .45 (＜.001)

Age 1 -.13 (.089) -.17 (.024)

Satisfaction on major 1 .41 (＜.001)

Nursing profession 1

존중감을 연속변수로, 일반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연령, 전공만족도, 간호학과 선택 동기, 바람직한 

역할 상 유무을 더미 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정규성 검토와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의 전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

석한 결과,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공선성 통계량 공차는 

0.797~1.000 분산팽창계수가 1.000~1.264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회귀모형의 Durbin-Watson 수

치는 1.807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β= 

.43, p<.001), 자아존중감(β=.27, p<.001), 연령(β=-.16, p=.004), 

전공만족도(β=.14, p=.023)로 나타났다. 4개 변수의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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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 (n=18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51 .26 5.73 ＜.00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44 .06 .43 6.94 ＜.001

Self-esteem 0.23 .05 .27 4.55 ＜.001

Age -0.18 .06 -.16 -2.88 .004

Satisfaction on major 0.17 .07 .14 2.30 .023

Adj. R2=.43, F=36.30, p＜.001

SE=Standard error.

43.3%였다. 즉,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은 높아졌다(Table 5).

논 의

본 연구 상인 간호 학생은 각 학년의 임상실습을 마친 후

의 3학년과 4학년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평

점이 3.64점이었다. 이는 600시간 이상 임상실습을 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Lim과 Jo (2016)의 연구에서의 3.48보다 

높아, 24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을 가진 상자가 57.0% 정도

인 본 연구 상 간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어, 

본 연구 상 간호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경험이 임상실습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하부 요인으로 실습교과가 3.88로 가장 높았고, 실습환경 

3.81, 실습평가 3.74, 실습지도 3.55, 실습시간 3.53, 실습내용 

3.44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교과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Lim과 

Jo (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반면에 Jung (2012)의 연구

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실습지도이고 실습환경이 가장 낮은 영

역이었고, Koo와 Im (2013)의 연구에서도 실습환경이 가장 낮

은 항목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습환경에 한 만족도는 높

았으나 실습지도, 실습내용 등은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간호

학 인증평가 등의 각종 평가제도에 의해 실습환경은 개선되

었으나, 각종 평가로 인한 교수의 업무량 증가와 학생 수의 증

가로 인해 실습지도와 실습내용 등에서는 오히려 만족도가 떨

어진 결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습지

도와 실습내용은 실습지도교수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

므로 간호 학교수가 더 실습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

평가제도 등의 교육 이외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설문지 항목 중 ‘임상실습 평가기준을 학생에게 미리 알려

준다’, ‘실습 중에 실시되는 집담회 시간은 실습경험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의 점수가 높은 것은 실습지도자의 실습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습 중 때때로 할 일이 

없음을 느낀다’의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간호 상자의 권리 인

식과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찰위주의 실습으로 점점 환자 

상으로 실습 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Lee, 2016) 시뮬레이션 실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연령, 전공만족도, 

바람직한 역할모델 유무, 소속된 학의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30세 미만의 간호 학생보다 30세 

이상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에서 30세 이상의 간호 학생을 분류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고, 30세 이상의 간호 학생들이 임상실습하는데 어떤 어

려움이나 장애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 군, 보통인 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Kim 등(2017)의 연구와도 일치한

다. 간호 학 임상실습은 간호 학생이 임상실무현장에서 전

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관찰하고, 간호학 전공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간호학 전공 분야가 진로나 직업

에 한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감정을 갖고 있으면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 높을 수 있으므로

(Koo & Im, 2013), 저학년부터 간호학 전공에 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사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체계적인 교육

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있다고 답한 간호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가장 많은 상은 실습기관 간호사로 52.2%

였고, 그 다음은 실습기관 수간호사로 16.7%로 나타나, 실습지 

간호사들이 간호 학생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 4학년을 상으로 한 본 연구 간호 학생의 자아존

중감은 4점 만점에 3.84점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전 학년을 

상으로 한 Choi와 Ha (2009) 연구의 3.58점과 경력간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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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연구한 Kim 등(2007)의 연구에서의 3.50점보다 다소 높

았는데, 신규간호사를 상으로 한 Son과 Kim (2019)의 연구에

서는 2.82점으로 많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간호 학생들이 

신규간호사가 돼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 학생이 간호사로서 임

상수행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Choi, 2009) 

신규간호사의 자아존중감 저하로 임상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

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간호사는 졸업 

후 학생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미숙

하고 자신이 행하는 업무에 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인관계

나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처하지 못하

여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므로(Cowin & Hengstberger-Sims, 

2006), 간호 학생으로서는 실습을 통해 간호상황에 처하

는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직접간호실습이 어려운 현재의 실습환경을 

체할 수 있으면서 간호업무 처능력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

제상황과 연계된 시뮬레이션, 증강현실(Virtual Reality, VR) 

등을 이용한 각 과목별로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

가 있다(Lim, 2019). 그리고 인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실질

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때부터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봉사동아리활동 및 나눔운

동 등에 참여하는 교과외 활동도(Kim & Kwon, 2018) 권장할 

필요가 있다. 

연구 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보

통과 불만족인 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고교성적보다 적성과 취

미에 의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고등학교에서 진로 지도할 때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

을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중 평균 평점이 3.89

점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4학년을 상으로 한 Lee (2016)의 연

구결과인 3.8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부 영역으로 간호

의 독자성이 4.11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인식이 3.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Lee (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의 독자성과 간호 역할(4.10점), 간호의 전문성

(4.07점) 등이 높게 나온 것은 간호 학생들이 간호전문직에 

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매우 고무적

이라 할 수 있다. Choi와 Ha (2009)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마

찬가지로 간호사는 상담자와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

적으로 간호를 수행하는 것으로 독자성에 한 인식은 높으나, 

의사와 동료 입장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이미지에 

한 인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생은 처음에는 간호 전문직에 해 외부인과 유사

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에 

한 관점이 차츰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에 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이를 자기 이미

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인다(Chitty, 2001). 이는 간호 학

의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므로, 간호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간호학생이 전문적 간호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사회적 이미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

는 것은 간호 전문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이에 간

호사의 보조적 역할보다는 독자적 역할을 확 시켜 나가고, 간

호교육 교과과정 속에도 확 된 간호사 역할을 교육하고 보여

주는 내용을 확 하고, 간호의 본질을 올바르게 중에게 알리

고 왜곡된 간호의 이미지를 바르게 심어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Choi & Ha, 

2009).

연령,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도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차

이가 있었다. 30세 이상의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30세 미만

인 간호 학생들 보다 낮았는데, 30세 이상 간호 학생들은 임

상실습만족도도 낮았으므로 이 간호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임상실습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 학생들이 간호전문직관도 높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Lee, 2016)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개

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고 만족하는 정도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서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학과수업에 헌신적이라고 

하였다(Jamelske, 2009). 이러한 전공만족도는 전공 관련 학업

수행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간호 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항을 미친다고 하였다(Jamelske, 

2009). 본 연구 상 학생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자아존중감도 높고, 간호 전문직관도 높았

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학

생들은 자아존중감도 낮고 임상실습만족도도 낮으며 간호전

문직관도 낮으므로 이런 학생들을 상으로 지도교수의 관심

과 상담제공이 필요하다(Oh & Kang, 2017).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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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간호전문직관

이 높게 나타난 Lee (2016)의 결과, 그리고 Park 등(2016)의 결

과와 일치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

게 나타난 Oh와 Kang (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으면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므로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 연령, 전공만족도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43.3%였다.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간

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로 자아존중감(Oh & 

Kang, 2017), 전공만족도(Ham et al., 2011), 간호사 이미지

(Oh & Kang, 2017; Ham et al., 2011), 임상실습 만족도(Park 

et al., 2016; Lee, 2016) 등이 있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일부 

지지되었다. 특히, 본 연구 상인 간호  학생의 경우 간호전

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변

화를 기 할 수 있으므로 추후 학과에서는 실습교육환경의 개

선을 위해 임상실습만족도 항목 중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을 집

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습 중에 할 일 이 없다’고 

느끼는 문제는 간호 상자의 권리 인식과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찰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 학

기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실습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분

석한 내용을 토 로 개선함으로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여 실습 환경 향상을 위한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는 전

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교수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전공

만족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과에서는 간호전

문직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선배 간호사와의 만남, 간호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보는 방안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Oh & Kang, 2017).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연령과 관련하여 30

세 이상의 간호 학생들을 위한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지속적으로 적용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도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Ham 등(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적 

소명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간호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전문인으로서의 가치로 변화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부정적 이미지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을 토론해 보는 수업 등을 통해 

부정적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처방안, 의사소통 기술, 독자적 

간호활동이 강조된 문제해결 교수법(Choi & Ha, 2009) 등 

학차원의 학과 지원 및 노력방안이 필요하며, 학과에서도 간호

학 만족도 측정을 학년마다 실시하여 간호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Oh & Kang, 2017). 

이상으로,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 연령,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은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습교육개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

이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3개 지역 

3개 간호 학을 연구자가 편의 추출하였기에 학이 지역을 

표하기에 무리가 있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할 필

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이 지역별 간호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

도와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

로서, 향후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

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실무에서 요구되는 간호전문직관을 확

립하기 위하여 간호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였다. 이에 매 학기 구체적인 항

목으로 구성된 실습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

로 실습환경 향상을 위한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비교

과과정으로 간호 학 신입생부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Vol. 27 No. 2, 2020  151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ORCID
Cho, Kyung Sook https://orcid.org/0000-0001-7922-6966

REFERENCES

Chitty, K. K. (2001). Professional nursing: Concepts and challengers 

(3rd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Cho, K. J., & Kang, H. S. (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

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Choi, J., & Ha, N. 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
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1), 54-63.
Cowin, L. S., & Hengstberger-Sims, C. (2006). New graduate nurse 

self-concept and retention: A longitudinal survey. Interna-

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1), 59-70.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5.03.004

Ham, Y. S., Kim, H. S., Cho, I. S., & Lim, J. Y. (2011). Affecting fac-
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536

Han, S. S., Kim, M. H., & Yun, E. K.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Jamelske, E. (2009). Measuring the impact of a university first-year 
experience program on student GPA and retention. Higher 

Education, 57(3), 373-391. 
Jung, J. S. (2012).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s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3-61.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053

Kim, H. S., Yim, H. W., Lee, J. Y., Cho, H. J., Jo, S. J., & Lee, W. C. 
(2007).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the de-
pression stati of some clinical nurse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9(2), 125-134. 
https://doi.org/10.35371/kjoem.2007.19.2.125

Kim, M. Y., Kang, E. H., & Byun, E. K. (2017). Influencing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3), 1699-1710.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3.1699

Kim, Y. H., & Kwon, Y. C. (2018).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

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
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15-224.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15

Ko, Y. J., & Kim, I. K.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
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62-71.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62

Koo, H. Y., & Im, H. S. (2013).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
el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

ciation, 13(1), 311-321.
https://doi.org/10.5392/JKCA.2013.13.01.311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9, Dec. 31). 2018 Statis-

tical yearbook of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tri-
eved June 30, 2020, from 
https://kess.kedi.re.kr/mobile/publ/view?searchYear=20
19&publSeq=58&menuSeq=3645&itemCode=02&survSeq=
2019#detail

Kwon, Y. M., & Yeun, E. J.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 
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Lee, S. E. (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nd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
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

ety of Nursing Education, 7(2), 333-348. 
Lee, S. H. (2016).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Un-
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Lee, S. H., Kim, S. Y., & Kim, J. 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

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2), 219-231.
Lee, H. I. (2008).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1), 97-107.
Lim, K., & Jo, E.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

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
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

tion Society, 17(4), 556-566. 
https://doi.org/10.5762/KAIS.2016.17.4.556

Lim, L. S. (2019, May). The present condition of virtual/increased real-

ity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in nursing and medical educa-

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Seoul, Korea.

Oh, E. J., & Kang, H. S. (2017).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nurse's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fresh-
m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5), 745-760. 
https://doi.org/10.22143/HSS21.8.5.42 

Park, B. J., Park, S. J., & Cho, H.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https://kess.kedi.re.kr/mobile/publ/view?searchYear=2019&publSeq=58&menuSeq=3645&itemCode=02&survSeq=2019#detail


152 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조 경 숙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
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
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220-227. 
https://doi.org/10.5762/KAIS.2016.17.7.220

Rosenberg, M. (1962).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 135-152. 
https://doi.org/10.1016/0022-3956(62)90004-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
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on, J. E., & Kim, S. H. (2019). The influence of job stress, self-es-
teem, and resilience on the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
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5 

(2), 151-160. 
https://doi.org/10.22650/JKCNR.2019.25.2.151

Tessema, M., Ready, K., & Yu, W. (2012).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 34-44. 
Veritas ⍺. (2020, July 1). Competition rate for nursing department 

entrance examination. Retrieved July 1, 2020, from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
165853 

Weis, D., & Schank, M. J.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
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2 

(2), 201-204.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Yang, N. Y., & Moon, S. Y.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16-225.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2.216

https://doi.org/10.1016/0022-3956(62)90004-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