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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associationsbetweengender-stereotypes

andacademicandemploymentstress

amongmaleandfemalenursingstudents

Lee,Yun-Kyung

Advisor:Prof.Han,MiAh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Objectives:Thenumbersofmalenurseweresteadily increased.This

studywastoexaminetheeffectsofgenderstereotypes(GS)onacademic

andemploymentstressamongmaleandfemalenursingstudents.

Methods:Total414nursing students(109maleand305female)were

sampledfrom twonursingcollegeinGwangju.Datacollectedfrom March

5th to 17th 2015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Descriptive analyses,

t-tests,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e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analyseswereconductedtorevealtheassociationbetweenGS

andacademicandemploymentstress.

Results:OverallGSscorewas2.4±0.47.AndGSscoresofmalestudents

(2.6±0.48)weresignificantly higherthan thescoreoffemalestudents

(2.4±0.45).Theaveragescoresofacademicstressweresimilarbetween

malestudent(2.1±±0.46)andfemalestudents(2.2±0.47).Theaveragescore

ofemploymentstresswassimilarbetweenfemalestudents(2.4±0.49)and

malestudents(2.3±0.52).Inmultiplelinearregressionanalysis,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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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 in male nursing

students(β=0.125,p=0.009).Inthecaseoffemalestudents,totalGS (β

=0.118,p=0.017)andoccupationalGS (β=0.121,p=0.046)werepositively

associated with academic stress.And occupationalGS were positively

associatedwithemploymentstressinmalestudents(β=0.108,p=0.031).In

thecaseoffemalestudents,socialGS(β=0.156,p=0.008)werepositively

associatedwithemploymentstress.

Conclusions: G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nd

employmentstressinbothmaleandfemalestudents.Andtheassociation

GS andstresswerevariedbysubcategoryofGS andsex.Assessment

andappropriatemanagementofGSmightbehelpfultodecreaseofstress

innursingstudents.

Key words:Academic;Employment;Gender;Gender-identity;Gender

stereotypes;Sex;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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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최근 의료수 의 발달 건강 개념의 변화에 따라 간호 문성에 한 인식

이 확 되면서,간호사가 여성에 국한된 직업이라는 고정 념에서 벗어나 흥

미나 성에 따라 남녀 모두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사회 분 기가 형성되었

다(An& Chu,2011).그리고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안정 인 직장을 선

호함으로 인해 간호직을 선택하는 남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Ahnetal.,

2009).2004년 829명(0.4%)이던 남자 간호사가 격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4,074명이 배출되었고,2012년 우리나라의 등록된 남자 간호사는 5,183명으로

체 면허 간호사 29만 6.533명 1.8%를 차지한다(Leeetal.,2012). 국

간호 학 재학생 수는 간호학과,간호 학이 늘어남에 따라 2000년 10,237명

에서 2013년 36,247명으로 증가하 으며,이 남학생이 2000년 662명(1.8%)

에서 2011년 7,968명(13%)으로 12배 증가하 다(Kim etal.,2014).

이처럼 간호학과에 남학생의 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자 간

호 학생들은 남자인 자신과는 련이 없다고 생각해 온 일부 간호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질감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하 다(Kim,2004).남학생들

은 간호학을 선택한 후 여성 지배 인 교과과정 학과 분 기 뿐만 아니라

여학생 심의 환경으로 인해 성역할에 련된 심리 갈등과 인간 계의 어

려움을 겪는다고 하 다(Leeetal.,2005). 한 기본간호학 실습과 성인간호

학 총론을 공부하게 되면서 남자 간호학생의 경우 긴장감이 있었고,실습 장

소에서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 다

(Kim,2004).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여 히 간호사란 여성을 표하는 직업

으로 인식하며,남성과 여성에서 기 되는 직업이나 성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는 경향이 남아 있다(Packetal.,2014).

이처럼 남성이나 여성을 인지 는 평가할 때 그의 개인 인 특징이나 능력

에 계없이 생물학 인 사실에 의거해 사회 으로 규정된 남성 ,여성

특성으로 평가하는 것을 성 고정 념이라고 한다(Lee& Kim,2003).성 고정

념은 생물학 과 사회 문화 차이,성 역할 정체감 수 을 악하는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Nam & Kim,2005;Ahnetal.,2001;

Jeon& Yeom,2014),성 고정 념의 평균 수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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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남성성이 강할 경우 사회심리 성 고정 념이 높았으며,여

성성이 강할 경우 직업 외형 성 고정 념이 높았다(Ahnetal.,2001).

이러한 성 고정 념은 사회문화 기 를 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에서

정 이기도 하지만,경직되고 단순화된 시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역할

을 이해하는 것은(Yunetal.,2010)어떤 상황에 한 반응을 제한하거나,융

통성 없는 반응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 들이 발

생할 수 있다(Joo,2005).간호분야와 련해서는 간호직을 수행하는데 성에

한 고정 념이나 편견으로 심한 스트 스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

다(Ahnetal.,2009).

기존에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임상실습,생활스트 스 등 스트 스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Yangetal.,2014;Song,2012),남자 간호 학생이

나 남자 간호사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성정체감,학교 응,직무스트 스

등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Kim etal.,2014;Packetal.,2014).간호

학생들이 당면한 스트 스를 하게 응하지 못하면 신체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학업 성취도 하 의욕

상실이 발생되어 간호사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Song,2012).따라서

간호 학생에서 학업이나 진로,취업과 련된 스트 스가 일상생활과 학교

생활에 부정 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Parketal.,2002),간호 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 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학업이나 취업 스트 스 련요인을 악한 연

구를 살펴보면,종교,간호학 선택 동기, 공만족도 등이 학업 스트 스를

높이는 요인이며(Yangetal.,2014),연령,학과성 ,등록 부담도 등이 취

업 스트 스를 높이는 요인이었다(Yoo& Shin,2013). 한 자기효능감이 낮

은 경우 일상생활 스트 스를 높인다고 하 으며,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학업 취업 스트 스에 한 스트 스 수 이 낮

은 것을 보여주었다(Packetal.,2002).이처럼 간호 학생을 상으로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남녀 간호 학생의 성 고정 념

과 련된 학업 취업 스트 스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

구는 남녀 간호 학생의 성 고정 념이 학업 취업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실태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한 성 고정 념의 하부 역

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학업 취업스트 스와의 련성을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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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방법

A.연구 상 자료수집방법

연구 상은 G 역시에 소재한 2개 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하

다.2개의 간호학과의 총 학생 수는 신입생을 제외하고 남학생 약 135명,여

학생 약 700명 정도로 2-4학년을 상으로 하 다.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7까지 으며,각 학의 학과장님의 동의를 구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하 다.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학생을 상으로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기입 후 회수하 다.

총 428명이 참여하 으며 이 설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

여 총 414명(남학생 109명,여학생 305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자료

수집 연구진행에 해 조선 학교병원의 기 생명윤리 원회(IRB)의 심의

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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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사변수

1.일반 특성

성별,학년(2,3,4),종교(있음,없음),부모님과 동거여부,한 달 평균 용돈

(10만원 이하,11-30만원,31만원 이상),가정경제상태(하, ,상),아버지

어머니 교육수 ( 졸이하,고졸, 졸, 학원졸,기타)을 조사하 다.

2.건강행태

평생흡연경험(있음,없음),음주빈도(술을 마시지 않는다,1-2회/주,3회 이상

/주),운동 상태를 조사하 다.운동은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주 몇 회하는지 조사한 후,하지 않는다,1-2회,3회 이상으로 분류하 다.

3.학교 련 특성

지난 학기 성 (≤3.0,3.1-3.5,3.6-4.0,≥4.1),임상실습경험(유,무),간호

(학)과 진학 동기(본인 스스로 선택,성 에 의해 결정,가족의 권유,선생님,

선배,친구의 권유,취업의 용이성,기타), 재 공(학과)재선택 여부(있음,

없음),진로,취업 련 상담 로그램 참여여부(있음,없음),졸업 후 희망 취

업분야(병원간호사, 문간호사,공무원/공단,보건교사, 학원 진학,기타)를

조사하 다.

4.성 고정 념

성 고정 념 측정을 하여 Kim(1993)이 작성한 총 33문항 5 척도의 질문

지를 사용하 으며,하부 역으로 가정 성 고정 념 9문항,사회 성 고정

념 3문항,직업 성 고정 념 5문항,외형 성 고정 념 4문항,심리

성 고정 념 7문항,지 성 고정 념 5문항의 6가지 역으로 구성된다.가

정 성 고정 념은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고 여자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육아나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등의 가정생활에서

의 고정 념이며,사회 성 고정 념은 정치는 남성의 역할이며 여성은 사

회활동보다는 육아나 가사를 돌 야 한다는 등의 사회활동과 련된 고정

념이다.직업 성 고정 념은 남자는 기 의 장이나 행정직,여자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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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나 간호사와 같은 직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외형

성 고정 념은 남자에 비해 여자는 외모가 요하고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심리 성 고정 념은 남자는 모험심이 강하고 극

이며 여자는 소극 인 태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지 성

고정 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학 능력,창의력 등 다방면에서 유능하다

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Kim,1993;An& Chu,2011).5 만 에 부정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고 평균 수가 높을수록 보수 이고,낮을수록

진보 인 성 고정 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Kim(199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0-0.83이며 본 연구에서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α=0.89이었고 하부 역별 신뢰도는 각각 0.72,0.67,0.74,0.53,

0.71,0.88이었다.

5.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성공 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단이며 얻

고자 하는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 감을 의미한다

(Kim etal.,2014).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etal.(1982)이 개발하고

Hong(1995)이 수정 작성한 일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총 23문항의 5

척도를 사용하 으며 일반 자기효능감 17문항,사회 자기효능감 6문항의

하부 역으로 구분되어진다.5 만 에 부정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고 자기효능감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sα=0.86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7이다.하부 역별 신뢰도는 각각 0.86,0.70이었다.

6.학업 스트 스

학업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Schaufelietal.(2002)에 의해서 개발된

MBI-SS(Maslachburnoutinventory-studentsurvey)척도를 Shin(2012)이 번

역하여 한국 학생을 상으로 사용한 총 15문항의 4 척도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정서 소진,냉소주의,효능감 감소 등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4 만 에 부정 진술문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고 총 이 높을수록 학

업 스트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α=0.87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0.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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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취업 스트 스

취업 스트 스 측정도구 Jung & No(2001)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Shin

(2012)이 수정하여 한국 학생을 상으로 사용한 총 14문항의 4 척도를

사용하 다.미취업에 한 불안,취업에 한 자신감 상실,일상생활에서 부

정 정서의 3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4 만 에 부정 진술문은 역환

산하여 계산하 고 총 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α=0.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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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성 고정 념,자기효능감,학업 취업 스트 스

정도는 평균,표 편차로 산출하 으며 각 변수들과 남녀학생간의 차이는 카

이제곱검정으로 산출하 다.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에 따라 성 고정 념의

정도나 심리사회 문제에 한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Jwa,2014)성별

에 따라 층화분석을 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 취업 스

트 스의 차이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상자의 성 고

정 념,자기효능감 학업 취업 스트 스의 계는 상 분석으로 산출

하 다.성 고정 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 취업 스트 스에 미치는 향

정도를 규명하기 해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련성이 있었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다 회귀분석 시 모델 Ⅰ에는 체 성

고정 념을 투입하 고,모델 Ⅱ에서는 성 고정 념 하부요인의 향력을 평

가하기 해 세부항목인 가정 성 고정 념,사회 성 고정 념,직업 성

고정 념,외형 성 고정 념,심리 성 고정 념,지 성 고정 념으로

나 어 투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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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결과

A.일반 특성 분포

총 414명으로 남학생은 109명(26.3%),여학생이 305명(73.3%)이었다.연령은

18-24세는 346명(83.6%),25-29세 44명(10.6%)이며 30세 이상 24명(5.8%)으로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학년은 2학년은 165명(39.9%),3학년이

153명(37%),4학년 96명(23.2%)이 으며 학년별 남학생의 분율이 여학생에

비해 2학년 37.5%,3학년 36.6%,4학년은 31.5% 다.종교가 있는 경우 213

명(51.4%)이 고,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40명(58.0%)이었다.한

달 평균 용돈으로 10만원 미만 사용하는 경우 43명(10.3%),11-30만원 사용

하는 경우는 225명(54.3%),31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146명(35.3%)이었다.

남학생(58명,53.2%)과 여학생(167명,54.8%)모두 한 달 평균 용돈을 11-30

만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가정경제상태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

236명(5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음 128명(30.9%),높음 50명(12.1%)의 순

서로 남녀 학생 비슷한 분율이었다.아버지의 교육수 으로는 고졸 181명

(43.7%), 졸 179명(43.2%), 졸이하 33명(8.30%), 학원졸 19명(4.6%)이

으며,어머니의 교육수 으로는 고졸 228명(55.1%), 졸 134명(32.4%), 졸

이하 32명(7.7%), 학원졸 18명(4.3%)이었다(Table1).



- 9 -

Table1.Generalcharacteristicsofnursing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Total

(N=414)

Male

(N=109)

Female

(N=305)
p

Age(year) 18-24 346(83.6) 86(78.9)260(85.2) 0.001

25-29 44(10.6) 20(18.3) 24(7.9)

≥30 24(5.8) 3(2.8) 21(6.9)

Grade 2 165(39.9) 45(41.3)120(39.3) 0.809

3 153(37.0) 41(37.6)112(36.7)

4 96(23.2) 23(21.1) 73(23.9)

Religion Yes 213(51.4) 52(47.7)156(51.1) 0.463

No 201(48.6) 57(52.3)149(48.9)

Livingwithparents Yes 240(58.0) 60(55.0)180(59.0) 0.251

No 174(42.0) 49(45.0)125(41.0)

Averageallowance ≤10 43(10.4) 15(13.8) 28(9.2) 0.393

amonth(₩10,000) 11-30 225(54.3) 58(53.2)167(54.8)

≥31 146(35.3) 36(33.0)110(36.1)

Economicstatus Low 128(30.9) 36(33.0) 92(30.2) 0.749

Middle 236(57.0) 59(54.1)177(58.0)

High 50(12.1) 14(12.8) 36(11.8)

Father'seducationlevel ≤Middleschool 33(8.0) 9(8.3) 24(7.9) 0.903

Highschool 181(43.7) 46(42.2)135(44.3)

College 179(43.2) 49(45.0) 30(42.6)

Graduateschool 19(4.6) 4(3.7) 15(4.9)

Mother'seducationlevel ≤Middleschool 32(7.7) 9(8.3) 23(7.5) 0.881

Highschool 228(55.1) 58(53.2)170(55.7)

College 134(32.4) 35(32.1) 99(32.5)

Graduateschool 18(4.3) 6(5.5) 12(3.9)

Valuesareexpressedas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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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Healthbehaviorofnursing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Total Male Female p

Lifetimessmokingexperience No 352(85.0)58(53.2) 294(96.4)＜0.001

Yes 62(15.0)51(46.8) 11(3.6)

Drinkingfrequency Never 190(45.9)28(25.7) 162(53.1)＜0.001

1-2/week 201(48.6)70(64.2) 131(43.0)

≥3/week 23(5.6)11(10.1) 12(3.9)

Exercise Didn't 243(58.7)33(30.3) 210(68.9)＜0.001

1-2/week 113(27.3)49(45.0) 64(21.0)

≥3/week 58(14.0)27(24.8) 31(10.2)

Valuesareexpressedasfrequency(%).

B.건강행태

흡연을 경험한 남학생은 51명(46.8%),여학생은 11명(3.6%)으로 남학생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01).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여학생 162명(53.1%),1주일

에 1-2회 술을 마시는 경우 남학생은 70명(64.2%)으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

았다(p＜0.001).일주일 동안 땀을 흘릴 정도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는 여

학생은 210명(68.9%)이며,1주일에 1-2회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49명(45%),1

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학생은 27명(24.8%),여학생은 31명(10.2%)이

으며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Table2).



- 11 -

C.학교 련 특성

지난 학기 성 은 3.1-3.5인 경우 남학생은 40명(36.7%),여학생은 103명

(33.8%)이며 3.6-4.0인 경우 남학생 18명(16.5%),여학생 111명(36.4%)으로 여

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2).임상실습을 경험한 남학생은 55명(50.5%),

여학생은 142명(46.6%)이었다.간호(학)과 진학 동기로는 본인 스스로 선택했

다는 경우 191명(46.1%),가족의 권유는 104명(25.1%),취업이 용이하기 때문

에 진학한 경우 74명(17.9%),선생님,선배,친구의 권유로 진학한 경우 24명

(5.8%),성 에 의해 결정 21명(5.1%)이었다. 재 공(학과)재선택 하겠다

고 답한 경우 277명(66.9%)이 으며,진로,취업 련 상담 로그램 참가한

이 없는 경우 299명(72.2%)이었다.졸업 후 희망 취업분야로는 병원간호사

181명(43.7%),공무원/공단 85명(20.5%), 문 간호사 83명(20%),보건교사 32

명(7.7%), 학원 진학 23명(5.6%),기타 10명(2.4%)이었고 기타 취업분야로

는 모름 5명,의료선교사,간호장교, 한체육회간호사,의사,창업 등 각 1명

씩 이었다(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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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Majorrelatedcharacteristicsofnursingstudents

Variables Categories Total Male Female p

Academicscore

(fullmark=4.5)

≤3.0 78(18.8)45(41.3) 47(15.4) 0.002

3.1-3.5 144(34.8)40(36.7)103(33.8)

3.6-4.0 137(33.1)18(16.5)111(36.4)

≥4.1 55(13.3) 6(.5) 44(14.4)

Experienceofclinical

practice

Yes 197(47.6)55(50.5)142(46.6) 0.258

No 217(52.4)54(49.5)163(53.4)

Reasonsformajor

selection

Myself 191(46.1)51(46.8)140(45.9) 0.949

Correspondtoscore 21(5.1) 5(4.6) 16(5.2)

Recommendation

offamily
104(25.1)25(22.9) 79(25.9)

Recommendation

ofothers
24(5.8) 7(6.4) 17(5.6)

Highemploymentrate 74(17.9)21(19.3) 53(17.4)

Reselectionofmajor Yes 277(66.9)73(67.0)204(66.9) 0.540

No 137(33.1)36(33.0)101(33.1)

Participationcounseling

programs

Yes 115(27.8)34(31.2) 81(26.6) 0.188

No 299(72.2)75(68.8)224(73.4)

Futureemploymentfields Hospitalnurse 181(43.7)50(45.9)131(43.0) 0.302

Advancedpractice

nurse
83(20)18(16.5) 65(21.3)

Official/Corporation 85(20.5)27(24.8) 58(19.0)

Healthteacher 32(7.7) 6(5.5) 26(8.5)

Graduateschool 23(5.6) 4(3.7) 19(6.2)

Other 10(2.4) 4(3.7) 6(2.0)

Valuesareexpressedas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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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Descriptionofgenderstereotype,self-efficacy,academicand
employmentstress

Variables Total Male Female p

Genderstereotype 2.4±0.47 2.6±0.48 2.4±0.45 0.093

Domestic 2.3±0.61 2.6±0.67 2.2±0.56 ＜0.001

Social 1.8±0.72 2.0±0.76 1.7±0.69 0.021

Occupational 2.8±0.60 2.8±0.59 2.8±0.61 0.608

Physical 2.8±0.72 2.8±0.73 2.8±0.72 0.985

Psychological 2.4±0.61 2.5±0.65 2.4±0.59 0.005

Intellectual 2.3±0.84 2.5±0.84 2.2±0.83 0.035

Self-efficacy 3.3±0.48 3.4±0.52 3.3±0.46 0.113

General 3.4±0.51 3.4±0.55 3.3±0.49 0.849

Social 3.1±0.53 3.1±0.53 3.1±0.53 0.990

Academicstress 2.2±0.47 2.1±0.46 2.2±0.47 0.520

Employmentstress 2.4±0.50 2.3±0.52 2.4±0.49 0.748

Values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D.성 고정 념,자기효능감,학업 취업 스트 스

정도

성 고정 념은 평균평 (5 만 )2.4±0.47 이었고,남학생은 2.6±0.48 ,

여학생 2.4±0.45으로 경계역 수 의 차이가 있었다(p=0.093).하부 역의 평균

평 은 외형 성 고정 념 2.8±0.72 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 성 고정 념

2.8±0.60 ,심리 성 고정 념 2.4±0.61 ,가정 성 고정 념 2.3±0.61 ,

지 성 고정과념 2.3±0.84 ,사회 성 고정 념 1.8±0.72 으로 가장 낮았

다.성 고정 념의 하부 역에서 외형 성 고정 념과 직업 성 고정 념

을 제외하고 남학생의 평균평 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자기효능감은 평균

평 (5 만 )3.3±0.48 이었고,하부 역의 평균평 은 일반 자기효능감

3.4±0.51 ,사회 자기효능감 3.1±0.53 이었다. 상자의 학업 스트 스 평

균평 (4 만 )은 남학생 2.1±0.46 ,여학생 2.2±0.47 이며,취업 스트

스 평균평 (4 만 )은 남학생 2.3±0.52 ,여학생 2.4±0.49 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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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일반 특성에 따른 학업 취업 스트 스

학업 스트 스와의 련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른 학업 스

트 스는 2학년은 2.1±0.44 ,3학년은 223±0.45 ,4학년은 2.4±0.50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1),종교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종교가 있다

2.1±0.45 ,종교가 없다 2.3±0.48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그러

나 남학생의 경우 연령,학년,종교 등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취업 스트 스와의 련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 2.5±0.49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3±0.54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p=0.034),연령,학년,종교,한 달

평균 용돈 등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여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18-24세는 2.4±0.47 ,25-29세는 2.6±0.60 ,

30세 이상 2.1±0.60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9),학년에 따른 취

업 스트 스는 2학년은 2.3±0.50 ,3학년은 2.3±0.44 ,4학년은 2.5±0.52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5).종교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종교가 있

다 2.3±0.44 ,종교가 없다 2.4±0.54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9)

(Tabl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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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Academicandemploymentstressbygeneral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Male p Female p Male p Female p

Age 18-24 2.2±0.46 0.149 2.2±0.47 0.087 2.3±0.52 0.839 2.4±0.47 0.009

25-29 2.4±0.57 2.3±0.42 2.4±0.59 2.6±0.60

≥30 2.1±0.20 2.0±0.48 2.3±0.21 2.1±0.60

Grade 2 2.1±0.41 0.291 2.1±0.44 ＜0.001 2.3±0.47 0.314 2.3±0.50 0.005

3 2.2±0.48 2.2±0.45 2.4±0.56 2.3±0.44

4 2.3±0.61 2.4±0.50 2.5±0.56 2.5±0.52

Religion Yes 2.2±0.51 0.444 2.1±0.45 0.005 2.4±0.53 0.895 2.3±0.44 0.039

No 2.2±0.46 2.3±0.48 2.3±0.53 2.4±0.54

Living

withparents
Yes 2.2±0.51 0.232 2.2±0.44 0.109 2.3±0.54 0.034 2.3±0.46 0.531

No 2.3±0.47 2.3±0.51 2.5±0.49 2.4±0.54

Averageallowance

amonth

(₩10,000)

≤10 2.0±0.47 0.095 2.3±0.64 0.708 2.2±0.52 0.571 2.4±0.52 0.633

11-30 2.3±0.45 2.2±0.44 2.4±0.46 2.4±0.48

≥31 2.2±0.52 2.2±0.46 2.4±0.62 2.3±0.51

Economicstatus Low 2.2±0.52 0.916 2.3±0.47 0.369 2.2±0.58 0.054 2.4±0.47 0.118

Middle 2.2±0.46 2.2±0.46 2.4±0.43 2.3±0.50

High 2.3±0.52 2.1±0.50 2.1±0.68 2.2±0.50

Father's

educationlevel

≤Middleschool 2.4±0.67 0.457 2.1±0.52 0.273 2.4±0.55 0.364 2.2±0.66 0.383

Highschool 2.2±0.49 2.3±0.45 2.4±0.46 2.4±0.49

College 2.1±0.45 2.2±0.47 2.3±0.57 2.4±0.46

Graduateschool 2.4±0.35 2.0±0.52 2.2±0.29 2.4±0.53

Mother's

educationlevel

≤Middleschool 2.3±0.30 0.837 2.2±0.52 0.722 2.4±0.58 0.454 2.2±0.43 0.626

Highschool 2.2±0.53 2.3±0.46 2.3±0.47 2.4±0.49

College 2.1±0.48 2.2±0.47 2.4±0.61 2.3±0.47

Graduateschool 2.3±0.35 2.2±0.61 2.4±0.37 2.5±0.41

Values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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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Academicandemploymentstressbyhealthbehavior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Male p Female p Male p Female p

Lifetimes smoking
experience

No 2.2±0.47 0.958 2.2±0.47 0.264 2.4±0.56 0.405 2.4±0.50 0.222

Yes 2.2±0.50 2.1±0.57 2.3±0.48 2.2±0.35

Drinking

frequency

Never 2.3±0.57 0.355 2.2±0.46 0.059 2.3±0.59 0.441 2.4±0.51 0.268

1-2/week 2.2±0.46 2.2±0.46 2.4±0.50 2.3±0.48

≥3/week 2.1±0.40 2.5±0.64 2.2±0.54 2.6±0.44

Exercise Didn't 2.3±0.58 0.562 2.2±0.47 0.247 2.5±0.50 0.047 2.4±0.50 0.204

1-2/week 2.2±0.41 2.1±0.50 2.2±0.51 2.3±0.49

≥3/week 2.1±0.48 2.2±0.44 2.4±0.54 2.5±0.42

Values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F.건강행태에 따른 학업 취업 스트 스

평생흡연경험,음주빈도,운동 상태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남녀 학생 모두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운동 상태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여학생인 경

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하지 않는다 2.5±0.50 ,

1주일에 1-2회 운동을 하는 경우 2.2±0.51 ,1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 2.4±0.54 (p=0.04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평생흡연경험,음주

빈도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남녀 학생 각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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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학교 련 특성에 따른 학업 취업 스트 스

남학생의 경우 지난 학기 성 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3.0이하 2.2±0.41 ,

3.1-3.5는 2.2±0.48 ,3.6-4.0은 2.3±0.43 ,4.1이상은 2.1±0.4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689).여학생의 경우 지난 학기 성 에 따른 학업 스트 스

는 3.0이하는 2.4±0.44 ,3.1-3.5는 2.3±0.47 ,3.6-4.0은 2.1±0.46 ,4.1이상

은 2.1±0.4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임상실습경험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실습을 경험한 경우 2.3±0.47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2).간호(학)진학 동기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성 에 의해 선택

2.5±0.57 ,취업의 용이성 2.3±0.47 ,가족의 권유 2.3±0.45 ,선생님,선배,

친구의 권유 2.2±0.44 ,스스로 선택 2.1±0.4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2). 재 공(학과)재선택 여부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2.5±0.4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졸업 후 희망 취

업 분야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병원 간호사 2.2± 0.47 ,공무원/공단

2.4±0.50 ,보건교사 2.2±0.44 , 학원진학 2.0±0.36,기타 2.4±0.26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05),진로,취업 련 상담 로그램에 참가유무에

따른 학업 스트 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의 경우 재 공(학과)재선택 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있음이

라고 답한 경우 2.5±0.60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33).졸업 후

희망 취업 분야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문간호사 2.5±0.37 ,공무원/공단

2.5±0.60 ,기타 2.6±0.63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9).여학생의 경

우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실습을 경험한 경우 2.4±0.48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20), 재 공(학과)재선택 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 스는 있음이라고 답한 경우 2.5±0.52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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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Academicandemploymentstressbymajorrelated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Academic stress Employment stress

Male p Female p Male p Female p

Academicscore
(fullmark=4.5)

≤3.0 2.2±0.41 0.689 2.4±0.44 0.001 2.3±0.54 0.141 2.5±0.42 0.235

3.1-3.5 2.2±0.48 2.3±0.47 2.5±0.46 2.4±0.44

3.6-4.0 2.3±0.43 2.1±0.46 2.1±0.60 2.3±0.60

≥4.1 2.1±0.45 2.1±0.45 2.4±0.37 2.3±0.60

Experienceof
clinicalpractice

Yes 2.2±0.52 0.722 2.3±0.47 ＜0.001 2.3±0.56 0.947 2.4±0.48 0.020

No 2.2±0.45 2.1±0.45 2.3±0.50 2.3±0.50

Reasonsfor
majorselection

Myself 2.2±0.48 0.549 2.1±0.45 0.002 2.3±0.53 0.713 2.3±0.52 0.250

Correspond
toscore

1.9±0.47 2.5±0.57 2.3±0.31 2.6±0.47

Recommendation
offamily

2.2±0.44 2.3±0.45 2.5±0.51 2.4±0.41

Recommendation
ofothers

2.2±0.50 2.2±0.44 2.4±0.46 2.3±0.50

Highemployment
rate

2.3±0.56 2.3±0.47 2.4±0.60 2.4±0.52

Reselectionof
major

Yes 2.2±0.50 0.504 2.1±0.42 ＜0.001 2.3±0.47 0.033 2.3±0.47 0.001

No 2.2±0.45 2.5±0.46 2.5±0.60 2.5±0.52

Participation

counseling

programs

Yes 2.2±0.44 0.940 2.1±0.45 0.076 2.4±0.60 0.817 2.4±0.47 0.930

No 2.2±0.50 2.3±0.47 2.3±0.49 2.4±0.50

Future

employment

fields

Hospitalnurse 2.2±0.45 0.878 2.2±0.47 0.005 2.3±0.47 0.009 2.4±0.49 0.451

Advancedpractice

nurse

2.2±0.54 2.1±0.46 2.5±0.37 2.3±0.50

Official/Corporation 2.2±0.49 2.4±0.50 2.5±0.60 2.4±0.47

Healthteacher 2.4±0.39 2.2±0.44 1.9±0.57 2.3±0.57

Graduateschool 2.2±0.80 2.0±0.36 1.8±0.44 2.2±0.46

Other 2.0±0.56 2.4±0.26 2.6±0.63 2.4±0.58

Valuesareexpressedasmean±standard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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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성 고정 념,자기효능감,학업 취업 스트 스

의 상 계

성 고정 념과 학업 스트 스의 상 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293(p=0.002),

여학생의 경우 r=0.182(p=0.001)으로 양의 상 계가 있었다.성 고정 념의 하

역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정 성 고정 념 r=0.406(p=＜0.001),사회 성 고

정 념 r=0.384(p=＜0.001),직업 성 고정 념 r=0.272(p=0.004),여학생의 경우

가정 성 고정 념(r=0.164,p=0.004),사회 성 고정 념(r=0.145,p=0.011),직

업 성 고정 념(r=0.192,p=0.001)으로 양의 상 계가 있었다.학업 스트 스

와 자기효능감의 상 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571(p=＜0.001),여학생의 경우

r=-0.449(p＜0.001)으로 음의 상 계가 있었다.

성 고정 념과 취업 스트 스의 상 계수는 남학생 r=0.261(p=0.006),여학생

r=0.165(p=0.004)으로 양의 상 계가 있었다.학업 스트 스와 취업 스트 스의

상 계수 남학생은 r=0.636(p＜0.001),여학생 r=0.437(p=＜0.001)로 양의 상

계가 있었다.성 고정 념의 하 역에서 남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 스에서는

가정 성 고정 념(r=0.281,p=0.003),사회 성 고정 념(r=0.256,p=0.007),직

업 성 고정 념(r=0.302,p=0.001)으로 양의 상 계가 있었다.여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 스에서는 가정 성 고정 념(r=0.133,p=0.021),사회 성 고정 념

(r=0.224,p＜0.001),직업 성 고정 념(r=0.180,p=0.001)으로 양의 상 계가

있었다.취업 스트 스와 자기효능감의 상 계수는 남학생의 경우 r=-0.501(p

＜0.001),여학생의 경우 r=-0.406(p＜0.001)으로 음의 상 계가 있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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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8.Correlationsbetweengenderstereotype,self-efficacy,academic

andemploymentstress

Variables
Academicstress Employmentstress

Male Female Male Female

Genderstereotype 0.293(0.002) 0.182(0.001) 0.261(0.006) 0.165(0.004)

Domestic 0.406(＜0.001) 0.164(0.004) 0.281(0.003) 0.133(0.021)

Social 0.384(＜0.001) 0.145(0.011) 0.256(0.007) 0.224(＜0.001)

Occupational 0.272(0.004) 0.192(0.001) 0.302(0.001) 0.180(0.002)

Physical 0.043(0.661) 0.106(0.064) 0.009(0.930) 0.073(0.202)

Psychological 0.148(0.125) 0.078(0.174) 0.135(0.162) 0.067(0.243)

Intellectual -0.065(0.503) 0.095(0.099) 0.070(0.468) 0.073(0.202)

Self-efficacy -0.571(＜0.001)-0.449(＜0.001) -0.501(＜0.001)-0.406(＜0.001)

General -0.585(＜0.001)-0.458(＜0.001) -0.483(＜0.001)-0.388(＜0.001)

Social -0.442(＜0.001)-0.263(＜0.001) -0.421(＜0.001)-0.285(＜0.001)

Academicstress 0.636(＜0.001) 0.437(＜0.001)

Dataareexpressedascorrelationcoefficient(p-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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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9.Theeffectsofgenderstereotypeonacademicstress

Genderstereotype
Male

a
Female

b

β(SE) p β(SE) p

ModelⅠ Total 0.063(0.044) 0.153 0.118(0.049) 0.017

ModelⅡ Domestic 0.125(0.037) 0.009 0.069(0.049) 0.232

Social 0.035(0.025) 0.413 0.009(0.037) 0.872

Occupational 0.031(0.039) 0.545 0.121(0.038) 0.046

Physical 0.018(0.034) 0.733 -0.025(0.037) 0.662

Psychological -0.069(0.050) 0.291 -0.052(0.056) 0.461

Intellectual -0.008(0.034) 0.891 0.049(0.039) 0.475

aadjustedvariable:self-efficacy
b
adjustedvariable:grade,religion,academicscore,experienceofclinicalpractice,reasonsformajor

selection,reselectionmajor,hopeemploymentandself-efficacy

I.학업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 취업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고정 념을 독립변수

로 투입한 모델 Ⅰ과 성 고정 념 하부 역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델 Ⅱ로

분석하 다.학업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의 경우 하부 역

별 성 고정 념 가정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가 증가하

다(β=0.125,p=0.009).여학생의 경우 체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

트 스가 증가하 으며(β=0.118,p=0.017),하부 역별 성 고정 념 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가 증가하 다(β=0.121,p=0.046)

(Tabl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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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0.Theeffectsofgenderstereotypeonemploymentstress

Genderstereotype
Male

a
Female

b

β(SE) p β(SE) p

ModelⅠ Total 0.049(0.047) 0.262 0.074(0.055) 0.162

ModelⅡ Domestic 0.049(0.039) 0.307 -0.036(0.054) 0.559

Social -0.027(0.030) 0.533 0.156(0.041) 0.008

Occupational 0.108(0.041) 0.031 0.087(0.043) 0.180

Physical -0.073(0.036) 0.153 0.012(0.042) 0.838

Psychological -0.072(0.053) 0.266 -0.073(0.063) 0.333

Intellectual 0.064(0.036) 0.291 0.017(0.043) 0.816

aadjustedvariable:livingwithparents,exercise,re-selectionmajor,hopeemployment,academic

stressandself-efficacy
b
adjustedvariable:age,grade,religion,experienceofclinicalpractice,re-selectionmajor,academic

stressandself-efficacy

취업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의 경우 하부 역별 성 고정

념 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β=0.108,p=0.031),여학생의 경우 사

회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가 증가하 다(β=0.156,p=0.008)

(Table10).



- 23 -

IV.고찰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학생으로 성 고정 념이 학업 취업 스트 스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연구로서 남학생의 경우 가정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가 높았으며 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취

업 스트 스가 높았다.여학생의 경우 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가 높았으며 사회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가 높았

다.

성 고정 념 평균 수는 5 만 에 남학생 2.6 ,여학생 2.4 으로 남

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 수가 높아 보수 인 성향을 보 다.성 고정

념에 해 일반 학생을 상으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연구에서 남학생 3.12

,여학생 2.73 이었으며(Nam & Kim,2005),Ahnetal.(2001)의 연구에서

도 남학생 3.09 ,여학생 2.48 으로 일반 학생이 간호 학생보다 성 고정

념 수가 높았다.간호 학생들이 일반 학생에 비해 성 고정 념의 수

가 낮은 이유는 여성 심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한 남성이 다

른 공을 선택한 남성보다 성 고정 념이 낮으며,성 구분을 월하여 직업

을 선택하려는 결과라고 단된다(Pack& Lee,2009). 한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성 고정 념이 더 진보 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Nam & Kim,2005)와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 다(Lee& Kim,2003). 통 인 성 고정

념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특권과 신을 정당화 시키는 기능을 하며

여학생의 경우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여 여학생의 성 고정 념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단된다(Jwa,2014).

성 고정 념의 하부 역 외형 성 고정 념이 남녀 학생 모두 2.8 으

로 가장 높아 보수 인 성향을 보 는데,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와

(Pack& Lee,2009;Lee,2004)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른

하 역의 성 고정 념에 비해 외형 성 고정 념이 더 높았다(Lee& Kim,

2003).이는 간호학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반에서 외모를

시하는 사회풍토가 반 된 결과라고 단된다(Jo& Bang,2003).사회 성

고정 념이 남학생 2.0 ,여학생 1.7 으로 다른 성 고정 념의 하부 역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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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수에 비해 낮아 진보 인 성향을 보 다.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와(Lee& Kim,2003)남자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 성 고정

념이 가장 낮았다(An& Chu,2011).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

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한 일련의 제도 인 변화 속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한 고정 념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Kim,

2008).

학업 스트 스 평균 수는 4 만 에 남학생 2.1 ,여학생 2.2 으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의 일반 학생을 상으

로 한 Yoo& Shin(2013)의 연구에서의 학업 스트 스 남학생 2.21 ,여학생

2.25 으로 본 연구와 비슷했다.

성 고정 념과 학업 스트 스와의 련성을 살펴보면,남학생의 경우 가정

성 고정 념이 증가할수록 학업 스트 스가 증가하 다(β=0.125,p=0.009).

여학생의 경우 체 성 고정 념이 증가할수록(β=0.118,p=0.017),직업 성

고정 념이 증가할수록 학업 스트 스가 증가하 다(β=0.121,p=0.046).선행

연구에서 성 고정 념은 학업에 직 으로 그리고 자기개념(self-concept)을

통해 간 으로 향을 끼친다고 하 다.성 고정 념이 높을 경우 사회에

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 으로 생각하여 학업 성취에 부정 인 향을

수 있다고 하 다. 한 자기개념은 신체 ,사회 ,감정 인 개념과 련해

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짓는 가를 의미하여,성 고정 념에 의해서 향

을 받을 수 있다.이러한 자기개념은 사회 ,심리 인 성숙과 학업 성취에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Igboetal.,2015).남자 간호 학생의 경우 학

업과 실습환경에서 성에 한 인식 고정 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

고(Jung& Pack,2011),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생계를 책임지고 장래에 가족

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낄수록,여학생의 경우 성에 따라 직업

의 종류를 한정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학업 스트 스가 높았다.

취업 스트 스의 평균 수는 4 만 에 남학생 2.3 ,여학생 2.4 으로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의 일반 학생을 상으

로 한 Yoo& Shin(2013)의 연구에서의 취업 스트 스 남학생 2.40 ,여학생

2.47 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성 고정 념과 취업 스트 스와

의 계를 살펴보면,남학생의 경우 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β=0.316,

p=0.031),여학생의 경우 사회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가 증



- 25 -

가하여(β=0.156,p=0.008),성 고정 념의 하부 역 직업이나 사회 인 역

할과 련된 고정 념이 취업 스트 스와 연 성이 있었다.성 고정 념이

높을 경우 직업의 선택에 있어 제한된 폭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Igboetal.,2015),남학생의 경우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등

의 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단된다.

여학생의 경우 취업이나 사회 역할은 남성의 몫이고 가정 내의 역할과 활

동이 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취업 스트 스가 높았다.

일반 특성과 학업 스트 스와의 련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학년,

종교,임상실습 경험,간호학과 진학 동기 등과 유의한 련성이 있었다.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학업 스트 스가 증가하 는데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학과의 경우 공과목 학업 이외에 임상실습에

한 추가 인 교육이나 과제 등이 더 많아져 학업 스트 스가 가 될 수 있

다고 하 다(Yangetal.,2014).취업 스트 스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동

거여부,졸업 후 희망취업 분야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여학생의 경

우 연령,학년,임상실습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남학생의 경우

졸업 후 희망취업 분야에서 공단이나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 스트 스

가 높았으며 Packetal.(2002)의 연구에서 보건소를 희망하는 경우 학업

취업 스트 스가 높았다. 한 여학생의 경우 임상실습을 경험한 경우 취업

스트 스가 높았으며,이는 이론과 실제 임상환경의 차이,실습에 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Cho,2005).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 학을 상으로 하 으므로 체 남녀 간호 학

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 본 연구는 개인이 성에 따른

역할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성 고정 념과 련된 학업 취업 스트 스를

평가하 는데,이는 간호사나 간호학생에 한 보호자,병원의 분 기 등에

의해서도 향을 받기 때문에(Jeon& Yeom,2014)향후 간호 학생이 생활

하는 지역사회나 학교,병원 등에서의 성 고정 념을 반 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자면,간호

학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남자 간호학생을 포함해 남녀 간호 학생

을 상으로 성 고정 념과 련된 학업 취업 스트 스를 악함으로써

남녀 간호 학생들이 성역할과 련된 스트 스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기

자료를 악한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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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남녀 간호 학생에서 성 고정 념은 학업 취업 스트 스와

련성이 있었으며,이러한 련성은 성 고정 념의 하부 역에 따라 다양

했다.성 고정 념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한 장기 이며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하다(Kim

& Min,2006).간호 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 스는 의욕상실,학업 성취도

하,학업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

해 스트 스 감소를 한 방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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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요약 결론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학생으로 성 고정 념이 학업 취업 스트 스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G 역시에 소재한 2개 학교의 신입생을 제외하고 2-4학년 간호학과 학생

을 상으로 하 으며,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17까지 다.

총 428명이 참여하 으며 이 14명을 제외하여 총 414명(남학생 109명,여

학생 305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자료의 분석은 SPSS18.0 로그

램을 이용하 고 기술통계,층화분석,t-검정,분산분석,상 분석과 다 회귀

분석을 통해 성 고정 념과 학업 취업 스트 스의 련성을 악하 다.

성 고정 념은 평균평 (5 만 )남학생은 2.6±0.48 ,여학생의 2.4±0.45

으로 경계역 수 의 차이가 있었다(p=0.093).학업 스트 스 평균평 (4

만 )은 남학생 2.1±0.46 ,여학생 2.2±0.47 ,취업 스트 스 평균평 (4

만 )은 남학생 2.3±0.52 ,여학생 2.4±0.49 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

다.

남녀 간호 학생의 성 고정 념이 학업 스트 스에 미치는 향요인을 악

한 결과,남학생의 경우 가정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가 증

가하 다(β=0.125,p=0.009).여학생의 경우 체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

업 스트 스도 증가하며(β=0.118,p=0.017),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 스가 증가하 다(β=0.121,p=0.046).취업 스트 스에 미치는 향

요인을 악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직업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β=0.108,

p=0.031),여학생의 경우 사회 성 고정 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가 증

가하 다(β=0.156,p=0.008).

결과 으로 남녀 간호 학생의 성 고정 념이 학업 취업 스트 스와

련이 있었다.향후 간호 학생의 성 고정 념과 이와 련된 스트 스의 평

가와 리가 이 진다면 스트 스 감소에 도움이 되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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