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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was the descriptive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the pro
fessional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and general psychiatric nurs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71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and 120 general psychiatric nurses, who are working at a psychiatric
hospital, a psychiatric mental health center, and public health center in Gwangju City
and Chonnam Province from January 16 to February 10，2002.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y Arth니r (199ᄋ) and
was adapted by Sohng & Noh (1996) was used. And for measuring the job satis
faction, the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y Slavitt, Dinash & Stamps (1978)
and was adapted by Kim (1998) was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In the difference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and general psychiatric nurses (the maximum average score was 4)，each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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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as follows: 2.88 for the group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2.69 for the
group of general psychiatric nurs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tatistically.
2. In the difference of the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and
general psychiatric nurses (the maximum average score was 5)，each score was
as follows: 3.32 for the group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3.21 for the
group of general psychiatric nurs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tati
stically.
3. In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for all groups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r= .498,
p<.00이 ) and general psychiatric nurses (r= .581, p<.0001).
Key words : self-concept, job satisfactio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i. 서

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론

21C 건강관리체계가 요구하는 간호사의 역
할은 일반간호사보다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1. 연구의 필요성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김모임，1992)，정신

1995년 12월에

보건간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수행은 과거 어

제정된 것을 계기로，정신보건정책은 정신질

느 때 보다도 더 자율성의 확보와 함께 전문

환자의 장기간 입원수용위주에서 탈피하여 정

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전문간호사의 기능

신질환의 조기발견，및 조기치료 및 만성정신

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전문가를

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내 관리체계의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

확립으로 전환되었다( 이주훈，1997). 즉 정신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 지각을 말하며(Geiger

정신질환자의 인권옹호，단기입원，사회복귀의

& Davit, 1988),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지역사회정신보건，정신사회 재활 등을 강조

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하고 있으며, 보건소가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한다(Arthur, 1990).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

전문적인 교육과 사회화의 유형이 바뀌고 간

다( 보건복지부, 1998). 이에 따라 정신간호현

호분야내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긍정적인

장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정신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한층

보건간호사는 정신건강증진，정신장애의 예방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김춘길, 노춘희，

과 조기발견，치료기간의 단축，조기퇴원과 사

1999).

회복귀 촉진,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에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신보건

대한 자아개념과 자존감，자신감이 향상되어

활동을 시행하게 되어( 이정숙，배강숙, 김화순，

직무만족도가 높고，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

서향순，1998) 정신보건간호사의 역할에도 중

여하는 반면，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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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만족도가 낮아 전문직 역할수행을 하

직 자아개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는데 장애요인이 된다(Arthur, 1990).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나.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직무
전문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직 자아개념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
다.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전문

펴보면, 정신보건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파

관한 연구는 정 신 보 건 간 사 수련과정 전 후

악한다.

로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한 이광자와 김경희

(1999 )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직
3. 용어의 정의

무만족도란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조
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나 경험에 대하여 가

가. 정신보건간호사(P s y c h ia tric M ental H ealth

지고 있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상태로 직

N u rs e ： P .M .H .N )

무 및 직장의 전체적 상황에 만족하는 정도를

정신보건간호사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말한다(Locke, 1976). 간호사가 자신의 직무에

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대해 갖는 만족은 간호사 자신의 만족 뿐 만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아니라 환자간호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정신

병원에서

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1년(이론 150시간， 실습 850 시간)

동안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정신병원에 근무

정신보건간호사의 1급이나 2 급의 자격을 취득

하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간호사를 대상으

한자로 현재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로 연구한 김태현(1998) 의 연구 외에 일반정

정신보건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를 말한다

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김

(이정숙 등, 2000).

현순(1989)과 현미영(1990)의 연구가 있었다.

나. 일반정신간호사(General P sychiatric N u rse ：

이에 본 연구는 정신병원，정신보건센터. 보
건소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

G.P.N)

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전문직 자아

일반정신간호사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개념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정신

자로 현재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 간

보건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주역이 되는 정신

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이다.

보건간호인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다. 전문직 자아개념(P ro fe s s io n a l S e lf- C o n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c e p t)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2. 연구의 목적

스스로의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Arthur, 1990)
본 연구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

본 연구에서는 Arthur(1990 )가 개발한 간호사

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직무만족도를 파악하

의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 (Professional Self-

기 위하여 실시되었고，구체적인 연구목표는

concept of Nurses Instrument)를 송경 애와 노

다음과 같다.

춘희(1996) 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가.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전문

-

143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제10권 1호, 2005 년

라. 직무만족도(D e g re e of th e J o b S a tis 

반적 특성에 관한 11문항, 전문직 실무영역 16

fa c tio n )

문항 중 지도력 4 문항，융통성 7문항，기술 5
문항이며 만족감 영역 7문항, 의사소통 영역 2

직무에 대한 태도의 하나로서 조직구성원이

문항 등 3 개영역의 2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자신의 직무나 경험에 대해 갖는 유쾌하고 긍
정적인 정서상태로 그의 직무 및 직장의 전체

도구의 측정수준은 Likert형 4 점 척도로서

적 상황에 만족하는 정도이다(Locke, 1976).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 정

본 연구에서는 Slavitt, Stamps, Piedmont, &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송

Hasse (1978) 가 개발한 직무만족도구를 김태

경애와 노춘희(1996 ) 의 연구에서 Chronbach’s

현(1998 ) 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

alpha 값이 .85 이었고，본 연구에서는 .90 이었

정한 점수를 말한다.

다.
나. 직무 만족도
직무만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lavitt 등

n . 연 구 방법

(1978) 이 개발하고 김태현(1998) 이 활용한 도
구를 기초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

1. 연구 설계

후 간호사 20 명에서 예비조사를 거쳐 재수정

본 연구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적 위치 5

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를 파악하

문항，의사와의 관계 2 문항 , 상호작용 2 문항，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율성 3 문항，행정 3 문항， 업무요구 3 문항，

2. 연구 대상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 및 가족관의 관계 2 문항 등 7 개영역의

도구의 측정수준은 Likert형 5 점 척도로서
본 연구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소재하는 국 • 공립 정신병원과 보건소，정신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김태현(1998)

보건센터, 정신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정신

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 값이 .87 이었

보건간호사 기명과 일반정신간호사 120명이

고，본 연구에서는 .90 이었다.

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3. 연구 도구
자료수집 기간은 2002 년 1월 16 일부터 2 월
가. 전문직 자아개념

10일까지 26 일 간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편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Arthur(1990)

의표집하여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가 근

가 개발하고 송경애와 노춘희(1996 )가 번안하

무하는 병원 간호과를 방문하여 연구취지를

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대상자의 특성

설명한 후 간호과장과 간호감독의 도움을 얻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간호사 20 명에게 예비

어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거나 전화로 연

조사를 거쳐 재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

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우편으로 설

의 문항은 자가보고 형식으로써 대상자의 일

문지를 보내어 회수하였다. 250 부를 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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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76.1%)이었고, 일반정신간호사의 경우에는

것 중 191부를 회수하여 회수율 76.4 %이었

과반수이상이 미혼(65%) 이었다. 학력은 정신
보건간호사의 경우 대학졸업자{49.3% )가 많았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으며，일반정신간호사는 전문대졸업자(70% )가
많았다. 종교는 정신보건간호사，일반정신간호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한 후 SAS를 이용하

사 두 군 모두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었다.

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

근무기관은 정신보건간호사의 경우 정신병

과 같다.

원(67.6 %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보건소 •
정신보건센터 (23.9%) 였고，일반정 신간호사는

가.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일반

대부분 정신병원 (91.7 % )에서 근무하고 있었

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나.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전문

다. 정신 간호직 근무경력은 정신보건간호사

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는 평균과 표준

(50.7 %)와 일반간호사<86.9%) 모두 ‘5 년 이

편차로 산출하여 Mest로 분석하였다.

하’ 가 가장 많았다. 월평균수입은 정신보건간호

다 .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사의 경우 ‘150만원 이하’(57.4%)，*151-200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만원’(32.8%) 순이었고> 일반정신간호사은 ‘150

분석하였다.

만원 이하 ’(86.9%) ， ‘ 151-200만원，
(12.2%)순

6. 연구의 제한점

간호사(46.5 % )와 일반정신간호사{41.2%) 모두

이었다. 정신 간호직 선택의 동기는 정신보건

적성과 흥미가 가장 많은 선택의 동기가 되었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다.

정신분야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2. 전문직 자아개념

정신보건간호사나 일반정신간호사로 확대하여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 신간호사의 전문직

해석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자아개념을 파악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전
문직 자아개념은 최대평균평점 4 점 만점에, 정
신보건 간호사군이

1 . 연 구 결고F

2.88 점， 일반정 신간호시군

이 2.69 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11.91，严 .001).

1.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일반적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 평균평점은 정

특성

신보건간호사<2.97 점)와 전문적 실무영역이 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

장 높았고, 만족감영역 2.84 점，의사소통영역

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여 산출한

2.15 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실무영역

결과는 < 표 i >과 같다. 연령은 정신보건간호

0=2.76 ，/ ，
=.041), 만족감영 역(户 2.31，p=.022)

사의 경우 30 대(50.7 % )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신간호사는 20 대(66.7 % )가 가장 많았다. 결
혼은 정신보건간호사의 경우 과반수이상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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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정신보건간호사

일반정신간호사

N

%

N

계

%

N

%

21~30세

17

23.9

80

66.7

97

50.8

31~40세

36

50.7

32

26.7

68

35.6

41세 이상

18

25.4

8

6.6

26

13.6

미혼
ᅳ
기론

17

23.9

78

65.0

95

49.7

54

76.1

42

35.0

96

50.3

전문대학

28

39.4

84

70.0

112

58.6

대학( 학과)

35

49.3

32

26.7

67

35.1

8

11.3

4

3.3

12

6.3

ᄋ

56

78.9

85

70.8

141

73.9

15

21.1

35

29.2

50

26.1

정신병원

48

67.6

110

91.7

158

82.7

근무기 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17

23.9

0

0.0

17

8.9

6

8.5

10

8.3

16

8.4

정신

5년 이하

36

50.7

99

86.9

135

70.7

간호직

6 〜 10년

12

16.9

15

12.5

27

14.1

근무경력

11 이상

23

32.4

6

0.6

29

15.2

150만원 이하

35

57.4

93

86.9

128

76.2

151 〜 200만원

2.

32.8

13

12.2

33

19.6

201만원 이상

6

9.8

1

0.9

7

4.2

적성 흥미

33

46.5

49

41.2

82

43.2

자기발전의 기회

13

18.3

22

23.5

46

24.2

7

9.8

20

16.8

27

14.2

18

25.4

28

18.5

35

18.4

연 령

결혼

학 력

대학원
종 교

기타

월평균
수입

간호직

주위 권유

선택동기

기 타

표 2.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역

정신보건간호사
M

士 SD

일반정신간호사
M

士 SD

t

P
.041

2.97 ±0.35

2.76 ±0.41

2.76

지도력

2.92 ±0.39

2.73 ±0.43

3.08

.002

융통성

3.06 ±0.35

2.84 ±0.43

3.91

.000

기술

2.93 ±0.40

2.72 ±0.47

3.07

.002

만족감

2.84

士 0.53

2.66 ±0.55

2.31

.022

의사소통

2.15

士 0.58

2.20 ±0.61

-0.53

.597

전문직 자아개념

2.88 ±0.31

2.69 ±0.38

11.91

•001

전문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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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신보건 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일반정신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영역

M

M

士 SD

士 SD

t

P

전문적 위치
의사와의 관계

3.38 ±0.72

3.32 ±0.74

0.57

.569

3.38 ±0.66

3.09 ±0.75

2.73

.007

행정

3.20 ±0.66

3.18 ±0.61

0.11

.915
.069

업무요구

3.44 ±0.59

3.29 ±0.57

1.83

상호작용

3.36 ±0.79

3.32 ±0.62

0.28

.777

자율성

3.03 ±0.62

2.97 ±0.61

0.68

.500
.005

.153

환자 및 가족과의 관계

3.54 ±0.72

3.24

士 0.67

2.85

직무만족도

3.32 ±0.52

3.21 ±0.50

2.06

3. 직무만족도

표 4.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직무만

직무만족도

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 표 3>와 같다. 직무만

정신보건간호사 일반정신간호사
(n=120)
(n=71)

족도는 최대평균평점 5 점에，정신보건간호사
전문직
자아개념

군이 3.32 점, 일반정신간호사군이 3.21 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498(p<.0001)

•581O<.0001)

2.06，p = .153).
직무만족도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은 정신보

W. 논

의

건간호사군의 경우 환자 및 가족과의 관계영
역이 3.54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정신간호

최근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은 예방과 치료

사군의 경우 상호작용영역이 3.32 점으로 가장

적인 재활을 통한 사회적 기능의 회복으로 전

높았다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

환되고 있으며 정신간호실무현장 역시 지역사

역은 환자 및 가족과의 관계영역 ( 戶 2.85 ，p=

회로 이동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정

.005), 의사와의 관계영역(?=2.73 ，p=.007) 이

신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었다.

는 분야별 전문간호사로서 정신보건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간호실무에서 정

4.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의

신보건간호사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전문직 자아개념의 향상으로 직

관계는

무만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와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
도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여, 정신보건간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학교교육기간

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 두 군 모두 전문직 자

과 계속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발달하게 되며，

아개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간호 전문직의 교육，실무, 연구와 관련된 상

나타났다 ( 정신보건간호사 : r= .498, pc.OOOl，

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자아전환의 과정 (Leddy

일반정신간호사: r=.581, pc.OOOl).

& Pepper, 1985)으로，특히 교육은 전문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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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손은

다. 또한,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

진, 1996; 안인주，1990). 본 연구 결과 전문직

사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자아개념의 정도에 있어서 정신보건간호사군

기회가 미비하고, 보건소나

(2.88 점)이 일반정신간호사군(2.69 점)보다 높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들은 새로운 정신보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정신보건센터에

있었다

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정신보건사업

0 = 1 1 .9 1 ，尸 .001). 이는 이광자와 김경희

에 참여하였으나 희생과 봉사만으로는 과다한

(1999 ) 의 연구에서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업무스트레스에 힘들어한다. 결국 열악한 근

실시 전 보다 수련과정을 마친 후에 정신보건

무조건을 감수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가 향상된

어렵게 되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보건

새로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현저히

간호사가 일반정신간호사보다 높은 전문직 자

줄었기( 이종국，공지현，이기원，장화순，이봉

아개념의 결과를 나타낸 것은 정신보건간호사

원(2001)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정

의 경우 이론150시간，실무 850 시간의 1년의

신보건간호사의 양적인 수의 배출에 필적할

수련교육을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이 향상된

만한 질적인 인력관리와 이에 타당한 보상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정신보건간호사가

따를 때 동기가 부여되어 정신보건 간호의 전

수련과정을 이수 한 후 이에 관한 추후관리가

문화가 촉진되며 아울러 환자의 간호의 질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직무만족도 하위영역의 평균평점이 가장 낮

위해서는 정신보건간호사의 추후관리를 위한

은 영역은 두 군 모두에서 자율성(정신보건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호사군: 3.03 점, 일반정신간호사군: 2.97 점)으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구성영역 중 가장

로 나타났는데，정신과 간호사가 근무하는 실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두 군 모두 전문

무현장은 간호사 개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이

직 실무영역으로 정신보건간호사군이 2.97 점,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율성 영역이 가장

일반정 신간호사군이 2.76 점 이 었으며 통계 적으

낮게 나타난 결과를 감안할 때 자율성을 신장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76, 严 .041). 이

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직

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무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에서 전문적 실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사료된다.

낸 윤영미 (1997 ) 의 연구결과(2.78)， 송경애 ,

직무만족도 하위영역에 있어서 두군 간의

노춘희 (1996 )의 연구결과(2.83)，이현교(2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은 환

의 연구결과<2.84)와는 일치하였다.

자 및 가족과의 관계영 역냐= 2.85 ，严 .005), 의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정신보건간호사(3.32 점)

사와의 관계영역(f=2.73, p= .007 )으로 정신보

와 일반정신간호사(3.21 점)는 통계적으로 유의

건간호사가 일반정신간호사보다 더 만족하는

한 차이가 없었다(농
=2.06,

153). 이러한 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신병

과는 정신보건간호사가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원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이에 따른 직급이나 급

간호사의 직무만족정도를 비교한 김태현(1998)

여 등의 보상이 적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정신보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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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와 직무만족도를 파악하

호사가 1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 기술
을 습득함으로서 환자와 가족과의 신뢰관계

여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형성이 더 용이해지고 의사들 또한 정신보건

주역이 되는 정신보건간호인력 개발에 도움이

간호사를 분야별 정신간호사로 인정해 주기

되는 기조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서 근
무하고 있는 정신보건간호사 기명과 일반정신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 신간호사 두 군 모

간호사 120명으로 총 191명이었다.

두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는 순상관관
계(r= .498 ，pc.OOOl，r=.581, /><.0001)를 보

연구도구는 Arthur(1990) 가 개발하고 노춘

여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

희와 송경애0 9 9 6 ) 가 번안한 간호사의 전문직

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일반

자아개념 측정도구와 Slavitt 등 (1978) 이 개발

서보경(1995 )의

하고 김태현(1998) 이 활용한 직무만족도구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명화

다.

(2000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와 같은 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사의 전문

과를 통해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무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직 자아개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있었다. 그러나 정신보건간호사의 상관계수가

최대평균평 점 4 점 에 정신보건간호사군이

일반정신간호사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

2.88 점，일반정신간호사군이 2.69 점으로 통

는 정신보건간호사가 일반정신간호사보다 더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91,

높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으나 그에

p= .001). 전문직 자아개념의 하위구성영

비해 현실적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직

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전

무에 대한 만족감은 일반정신간호사와 별다른

문직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정신보

2.97 점, 일반정신간호사군이 2.76 점이었

건간直사가 환자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실무영 역으로

정신보건간호사군이

다.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물론 전문직 자아개념

나.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直사의 직무

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직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최대평균평

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점 5 점에 정신보건간호사군이 3.32 점，일

인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반간호사군이 3.2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f= 2.06，^= .1 5 3 ). 직
무만족도의 하위구성영역 중 가장 높은

V. 결론 및 제언

점수를 나타낸 영역은 정신보건간호사의
경우 환자，가족과의 관계영역으로 3.54 점，
일반정신간호사의 경우 상호작용영역으로

1. 결 론

3.32 점이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정신병원，

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정신보건센터, 보건소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

파악한 결과，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

무하고 있는 정신보건간호사와 일반정신간호

간호사 두 군 모두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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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행정대학

다 ( 정신보건간호사: r= .4 9 8 ，pc.0001 ，일

원 석사학위논문.
윤영미(1997). 병원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반정신간호사: r= .5 8 1 ，^<.0001).

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 최신의학,

2. 제 언

40(11), 55-67.
이정숙，배강숙, 김화순, 서향순(1998). 만성정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정신보건간호사의

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소 중심사례관리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증진되기 위해 정신보

실무모형. 정신간호학회지, 7(1), 104-121.

건간호사들의 추후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정숙, 김수지, 고규희, 공수자，김수진，김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신보건을 위한

희，박후남，이강오，정순아 외(2000). 정

간호전문화에 따른 행정의 제도적 뒷받침이

신건강간호학( 하). 서울: 현문사.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이종국, 공지현，이기원, 장화순，이봉원(2001).
정신보건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소진 현
황과 대책. 용인정신의학보, 8(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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