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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간호지식과 경험, 기술, 확고한 간호가

치관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서원희(2006)는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간호

사는 자존감, 자신감 및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

으로 전문직 자아개념은 공식적인 학교교육과 계속적인 직장

생활을 통한 전문직 사회화를 통해 주로 향상되는데 간호학

생은 과중한 교과과정 이수와 임상실습, 환자에 대한 책임감, 

엄격한 행동규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올

바른 자아개념 형성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문직 자아개념을 올바로 형성시켜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강현옥, 2009; Arthur & Randle, 

2007).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

교하여 현재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전공교과, 교수-학생간의 관계,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

심,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

다(하혜숙, 2000). 즉, 간호학생은 대학생활 동안 간호학 및 

전공 교과목, 대인관계,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통하여 

전공만족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간호학생들이 전공

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향후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자

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긍

정적인 전문직관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였으므로

(Barron, West, & Reeves, 2007) 전문직 자아개념을 포함한 간

호학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

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직무만족도(최

진, 박현주, 2009)에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었고(권영미, 윤은자, 2007),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강현옥, 

2009; 서원희, 2006).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나 전문직관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었으며, 간호학생들이 지각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

공만족, 자아존중감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함으로써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수용성, 또는 자신과 

타인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요소이고

(Rosenberg, 1965), 자기효능감은 인간 행동변화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낼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Bandura, 1977)이다. 대학생 시

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여서 발달과업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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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수행하면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

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관련된 자기효능감 또한 개

인의 동기화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학

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일은 성공적인 대

학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

진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적응

(박선영, 2003)과 전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박

선영, 2003; 정미현, 신미아, 2006) 이들 두 변수는 간호학생

의 전공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호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

취, 사회적 적응 및 개인-정서적 적응, 그리고 대학생활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친 조절변수임이 확인되었으며(박선영, 2003),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고(장희정, 

양순옥, 이명옥, 2007),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직

무만족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음도 검증되었다(최은영, 김건

효, 2000). 그러므로 간호사 및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전문직 자

아개념을 높여 전공만족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

다고 하겠다. 아울러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검증하는 일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로서의 효과를 가지는지를 탐색해봄으로

써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규명하여 간호학과 전공만족도를 높이

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자

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전공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개념 틀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개념 틀은 

<Figure 1>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

개념에 상호작용하여 전공만족을 높인다는 가정 하에 간호학

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족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충북 J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이며, 먼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형식으

로 구성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는 본 

연구 목적과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응답한 내용의 비 성과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고, 본 연구에 동

의한 대상자로부터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은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설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인적 사유로 인해 본인이 원

치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연구로 인한 어떤 불이

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훈련된 연구보조

원 5명이 본 연구자로부터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문사항

에 대한 문제해결이 완료된 후 수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총 2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

으며, 회수율은 96.0%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7부를 

제외한 22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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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문직 직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신

적 지각으로, 특히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

과 견해를 말한다(Arthur, 1995). 본 연구에서는 Arthur(1995)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Instrument: PSCNI)를 송경애와 노춘희(1996)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간호학생에게 적합하도록 7문항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문항인 7문항은 점수를 역환산

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

통 4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는 최소 1점에서 최고 4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송경애와 노춘

희(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

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8이었다.

 전공만족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

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

로서(하혜숙, 1999), 본 연구에서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ㆍ보완한 하혜숙(1999)의 전

공만족도 척도 중 전공과는 관계없는 학교만족 7문항을 제외

하고 교과만족 2문항을 합하여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 하위요인 즉, 교과만족 7문항, 교수-학생 관계만족 

3문항, 일반만족 5문항, 사회적 인식만족 5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

록 전공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수

용성, 또는 자신과 타인의 능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

를 보이는 요소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

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

감 측정도구(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10문

항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최

소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정과 하나선(2009)의 선행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3이었고, 본 연구도구에서의 신

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다. 

 자기효능감

자신이 바람직한 기대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Bandura, 1977), 본 연

구에서는 Sherer, Maduux, Mercandante, Prentice-Dunn과 Jacobs 

(1982)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홍혜영(1995)이 수정보완한 도

구로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총 17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최소 1점에서 최고 5점까지 척

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

영(1995)의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

능감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

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였다.

•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

기효능감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윤미와 김복미(2008)의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절차에 의하

면, 첫 단계에서 독립변수(전문직 자아개념)와 종속변수(전공

만족도)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확인

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변수의 영향을 알아보았으

며,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R2값의 변화량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다중공선성 문제

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에서 각각 평균

을 빼는 중심화(zero centering)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변수들의 

곱으로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였다(김인순, 2009에 인용됨).

연구 결과

대상자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성별은 남학생이 20명(9.0%), 여학생이 203명(91.0%)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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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maj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N=223)

Variable Minimum Maximum Mean±SD

Professional self-concept 2.04 3.92 3.04±.43
  Professional practice 1.81 4.00 2.89±.44
  Communication 1.25 4.00 3.16±.55
  Satisfaction 1.71 4.00 3.12±.53
Satisfaction in major 1.95 4.93 3.91±.50
  Curriculum satisfaction 1.40 5.00 3.64±.50
  Relationship satisfaction 1.33 5.00 3.44±.79
  General satisfaction 1.00 5.00 3.91±.73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2.33 5.00 4.36±.61
Self-esteem 1.50 5.00 3.84±.59
Self-efficacy 1.62 4.08 3.44±.51

<Table 3> Correlations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maj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N=223)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in major Self-esteem

Satisfaction in major .56(<.001)
Self-esteem .61(<.001) .43(<.001)
Self-efficacy .54(<.001) .74(<.001) .40(<.001)

으며, 학년은 1학년이 77명(34.5%), 2학년이 58명(26.0%), 3학

년이 53명(23.8%), 그리고 4학년이 35명(15.7%)이었다. 종교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2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20
203

9.0
91.0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77
58
53
35

34.5
26.0
23.8
15.7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m
No religion

77
27
20
99

34.5
12.1

9.0
44.4

Grade
4.00 over
3.00-3.95
3.00 low

61
116

46

27.4
52.0
20.6

Living pattern
With family
Without family
Dormitory

48
44

131

21.5
19.7
58.8

Health state
Good
Moderate
Poor

110
104

9

49.4
46.6

4.0

Relationship
Good
Moderate
Poor

112
107

4

50.2
48.0

1.8

Clinical practice Yes
No

135
88

60.5
39.5

Admission Yes
No

48
175

21.5
78.5

Satisfaction in 
major

High
Moderate
Low 

78
133

12

35.0
59.6

5.4

기독교가 77명(34.5%), 가톨릭교가 27명(12.1%), 불교가 20명

(9.0%), 그리고 기타(없음 포함)가 99명(44.4%)이었다. 학업성

적은 평점평균 4.00 이상이 61명(27.4%), 3.00∼3.95가 116명

(52.0%), 그리고 3.00 미만이 46명(20.6%)이었으며, 거주형태

는 ‘자가’가 48명(21.5%), ‘자취’가 44명(19.7%), ‘기숙사’가 

131명(58.8%)이었다.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가 110명(49.4%), 

‘보통이다’가 104명(46.6%), ‘나쁘다’가 9명(4.0%)이었으며, 대

인관계는 ‘좋은 편이다’가 112명(50.2%), ‘보통이다’가 107명

(48.0%), ‘나쁜 편이다’가 4명(1.8%)순이었다. 실습경험은 ‘있

다’가 135명(60.5%), ‘없다’가 88명(39.5%)이었고, 입원경험은

‘없다’가 175명(78.5%), ‘있다’가 48명(21.5%)이었으며, 학과에 

대한 만족은 ‘보통이다’가 133명(59.6%), ‘높다’가 78명(35.0%), 

‘낮다’가 12명(5.4%)순이었다.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정도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

족,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3.04±.43점으로 의사소통 

영역이 평균 3.16±.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감 평균 

3.12±.53점, 그리고 전문적 실무영역 평균 2.89±.44점의 순으

로 나타냈다. 총 전공만족은 3.91±50점으로, 사회인식만족 평

균 4.36±.44점, 일반만족 평균 3.91±.73점, 교과만족 평균 

3.64±.50점, 관계만족 평균 3.44±.79점의 순이었으며, 자아존중

감 평균은 3.84±.59점, 자기효능감 평균은 3.44±.51점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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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major                                                                                                (N=223)

β Additional R2 R2 F p

Step 1
  Professional self-concept .56 .31 97.90 <.001
Step 2
  Professional self-concept .47 .31

.33 51.90 <.001
  Self-esteem .15 .01
Step 3
  Professional self-concept .48 .32

.33 34.60 <.001  Self-esteem .14 .01
  Professional self-concept⨯Self-esteem .03 .00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major                                                                                                (N=223)

β Additional R2 R2 F p

Step 1
  Professional self-concept .56 .31 97.90 <.001
Step 2
  Professional self-concept .55 .31

.32 49.71 <.001
  Self-efficacy .07 .31
Step 3
  Professional self-concept .55 .31

.31 33.08 <.001  Self-efficacy .07 .32
  Professional self-concept⨯self-efficacy .03 .00

전문직 자아개념,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성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

족(r=.56), 자아존중감(r=.61), 그리고 자기효능감(r=.5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공만족은 자아존중감(r=.43)과 자기효

능감(r=.7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은 자기효능감(r=.40)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

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 분석에서 제시한 절차

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조절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문

직 자아개념과 종속변수인 전공만족을 회귀 분석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제하였을 경

우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나타났

고, 세 번째 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상호작

용 항의 β값은 .0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아존중

감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검증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를 조절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전문

직 자아개념과 종속변수인 전공만족을 회귀 분석한 결과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조절

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투입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통제하

였을 경우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

하게 나타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전문직 자아개념과 자기효

능감 상호작용 항의 β값은 .0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나 자기효능감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간에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첫째,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

개념 정도는 5점 만점에 3.04점으로 서원희(2006)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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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보다 더 높았다. 영역별로는 의사소통 3.16점, 만족감 

3.12점, 그리고 전문적 실무 2.89점의 순으로 나타나 서원희

(2006)의 연구결과에서의 의사소통 2.94점, 전문적 실무 2.75

점, 만족감 2.62점, 강현옥(2009)의 4년제 간호학생과 3년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의사소통 3.00점, 전문적 

실무 2.70점, 만족감 2.50점이었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의사

소통’ 영역이 가장 높은 것은 일치되었지만 ‘전문적 실무’ 영

역이 가장 낮았던 것은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상이하였다. 이

것은 본 연구대상자들이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전문직과 의사

소통 관련과목을 이미 이수했거나 학과 내 선배와 후배 연결

모임제도의 활성화, 경청과 같은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의사소통영역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높

았지만 아직은 전문직업인이 아닌 학생의 신분이어서 전문적 

실무영역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이 부족하여 만족감에 대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낮았던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전공만족은 5점 만점에 3.91점으로 문인오와 이경완

(2010)의 연구에서의 3.61점,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미현과 신미아(2006)의 연구에서의 3.79점에 비해 전공만족

도는 더 높았지만 전공만족 문항 중에서 간호학과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4.36점으로 가장 높았던 것과 ‘관계만족’이 3.44

점으로 가장 낮았던 결과와는 일치되었다. 이것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교수-학생 관계만족 

정도는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간호학생의 관계만족을 높

이기 위해서는 멘토링(mentoring) 지도교수제를 도입하여 교수

와 학생의 착된 심층지도로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지도를 

통한 학생과의 긴 한 관계 형성과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4점으로, 최정과 하

나선(2009)의 연구결과에서 평균 3.58점, 정미현과 신미아

(2006)의 4점 척도로 구성된 연구도구로 측정한 결과에서의 

2.89점보다는 다소 높았으며, 황성자(2006)의 4점 척도로 측정

된 연구결과에서의 3.10점보다는 다소 낮았다. 대체로 간호학

생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었

으며, 이는 간호학생들이 사회생활에서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앞으로 자아존중감을 잘 유지시켜 주는 전략이 요구

된다고 하겠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44점으로 황성자

(2006)의 3.52점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바

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믿음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성공

적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가족, 교사, 동료, 친구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 하였으므로 대학생활 동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 성취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특히 학과교수와 선배의 간호 관련경험에 관한 언어적 

설득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Bandura, 1977).

그리고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및 전공만족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자아개념

은 세 변수들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간호전문직

관이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사회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권영미와 윤은자, 2007)와 자아존중감이 전공만

족도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되었다

(정미현, 신미아, 2006; 하나선, 최명숙, 2004; 황성자, 2006). 

또한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는 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자기 자

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대학교육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문직 자아개

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인데, 본 연구결과 그 조절효과의 타당성

이 검증되었다. 간호학생에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나 자신이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면 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

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어 간호전문직 

발전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권영미, 윤은자, 2007; 정미현, 

신미아, 2006),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 및 대학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임을 확인한 연구결과

(박선영, 2003), 학업을 병행하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

념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매우 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진과 박현주(2009)의 연구결과,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장희정 등, 

2007)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아지면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최은영, 김건효, 2000)와도 일치됨으로써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및 학업성취도

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해 주었다.

전문직 자아개념 발달은 간호전문직의 교육, 실무와 관련된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자아전환 과정으로 공식적인 학교 교

육기간 동안 발달하게 되므로 간호학생은 앞으로 간호사로서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높여

주는 것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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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참여에 시간, 노력,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

호학과 교수들은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지도자

다운 사고와 행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모델이 

되어 그들의 전문직 사회화 적응을 도와야 한다(박소연, 김진

경, 이택영, 2011). 그리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 및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카리스마

를 높여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하

나선, 최명숙, 2004). 그 이유는 카리스마는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조직생존에 중요한 가치를 구축시켜 주므로 리더십 훈

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리더십 자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

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

는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자원봉사활동인데, 박소연 등(2011)

의 연구결과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후에 자존감이 2.23점, 

자기효능감은 2.81점이 향상되었으므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원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이타주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사회성 발

달의 계기가 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도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학

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생의 자원봉사 참여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과 지원, 인센티브 제도의 적

극 활용 방안 등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오효근, 2005).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의의는 간호학생들의 자아존

중감과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

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절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의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서의 규범,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정립과 발

달을 위한 간호교육의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증진프로그램

(김경희, 김계하, 2009)과 ‘자기존중감 향상법’을 기초로 개발

된 자존감증진 인지행동프로그램(주혜주, 조경미, 2005; Mckay 

& Fanning, 2000)의 활용, 자원봉사활동 및 리더십 개발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 하

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간호

학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충북 J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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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였

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전공만족,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문

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간호학생

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

능감이 전문직 자아개념을 조절하여 전공만족을 높이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는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

과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개별적 단순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수준을 검증하던 연구에서 좀 더 발전

적으로 나아가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 역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대학 재학 시기에 간호전

공 관련 자원봉사활동과 리더십 개발,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전문직 자아개념을 높여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

고 타인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소속감과 전공만

족을 높이고, 특히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증진과 전공만족을 높여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

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이외에 

다른 조절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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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Kim, Myoung Sook1)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223 nursing students by means of a questionnaire.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howed moderating effects i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Conclusion: This finding suggests the importance of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Therefore,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promote self-esteem, self-efficacy,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for 
satisfaction in the nursing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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