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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과목으로서 용이 간호학과 신입
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연구 상은 K 학교 간호학과 
신입생으로 연구 목 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동의한 129명이 참여하 다. 연구 방법은 단일군 사후 사  실
험설계 연구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상자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한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
능감의 상 계를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t=2.36, p=.002)과 자기효능감(t=2.92, p=.004)을 상승시켜 주었고, 진로태도성숙과 자기
효능감의 상 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 계를(r=.609, p<.001) 보 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교과목으로 이용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응을 돕는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CT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법과 간호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a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for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contents. The effects of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for first year nursing students is to identify a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The study used a One Group Pre-post Test Design and the surveys were carried out form 5, March to 26, March, 2012. The 
participants were 129 students of nursing in K university. The data were obtained via questionnaires survey before and after taking the 
cours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using SPSS 15. As a result in analyzing the effect of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for first year nursing students,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was appeared to influence 
the self-efficacy. The scores of self-efficacy(t=2.36, p=.002)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the education. Also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in career attitude maturity(t=2.92, p=.004) after the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positive effects of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on first nursing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roduction 
program contents as a subject would be an efficient way for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nd I 
recommend that various professor teaching method and nursing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with utilizing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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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 시 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내에서 학생들의 최  심사이

며 화두는 취업에 한 것이다. 학 진학을 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미래의 자신의 직업을 고민하면서 학

과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  심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 경험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미래 직업에 

해 취업을 비하는 학생들이나 진로선택을 해

서 사회  환경과 ICT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 학과 학과를 선택 하는 신입생에게 학

과 입문에 한 교육은 매우 요하다. 학생활은 향

후 직업생활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어 진로 결정과 진

로 비 행동의 측면에서 매우 요한 시기이다. 즉, 

졸업 후 다양한 직업 세계로의 진출을 한 비 과

정으로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한 확고한 신념과 자

아개념의 발달이 요구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신입생을 한 학과입문교육 콘텐츠는 학

과의 특성을 보다 쉽고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

에 한 직업 활동과 역할을 확보해 나가는 자료를 

제공해  것이다. 

간호학 분야는 의료 역이라는 특수성과 간호사 수

요 증가에 따른 직업 획득의 용이성 등으로 학과 지

원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 이후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간호학과

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자신의 진로에 해 깊이 

생각할 기회나 여유 없이 상황에 맞추어 공을 선택

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는 체계 인 진로 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시기에 진로 탐색을 한 교육이 제

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직업 세계의 

다양화와 문화, 첨단 과학 분야의 속한 발달, 계

속되는 학문의 분화와 융합은 학생을 상으로 한 

지속 인 진로 상담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2]. 

그러므로 간호 학생이 올바른 직업 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어 취업 후에도 직장 생

활에 잘 응하고 문 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해서는 구체 인 공 련 학업, 진학 

 취업 등에 한 안내를 해야 한다. 한 간호의 미

래를 주도할 간호학생에게 정 이고 발 인 간호

직업 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라는 형식 인 틀 속에서 

정해진 학습내용을 받아들이면서, 수동 이고 의존

으로 부모와 교사 등 주변의 기 나 압력에 의해 학

습동기를 유지하다가 학에 들어와서는 성인으로서 

자기주도 인 학습동기를 확립해야 하고 진로와 취업

에 해서 극 으로 설계하고 실천해야 하는 발달

 단계에 있게 된다[3]. 학생의 학습발달과업에 도

움을 주기 해서는 학습효과를 극 화시키는 심리  

요인에서 가장 향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습동기

를 자기주도 으로 확립하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들

의 학업 련 동기조  략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다[3-4], [5]. 이런 에서 학생들에

게 학교생활에 잘 응하고 학업과 진로에 한 스트

스와 불안을 최소화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 주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교

수자의 요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재 국내 학

에서 간호학 련 학과입문교육을 실시하는 학에 

한 보고가 없고, 더불어 학과입문교육을 실시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변

화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개발과 용을 통하여 

학교생활 응과 진로 선택에 한 보탬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더 나아가 그 효과를 악하여 보

다 체계 인 입문교육을 제공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

본 연구에서는 ICT 융합화와 U-헬스 어의 활성

화를 해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용하고, 

연구 상자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한 후 간호입문교육 콘텐츠의 확  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간호학과 신입생

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이 학생들의 진로태도성

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한 것

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이 간호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둘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이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셋째, 간호 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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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를 규명한다. 

Ⅱ. 이론  배경
 

2.1. 학과입문

입문이란 용어의 사  의미는 ‘무엇을 배우는 길

에 처음 들어섬’ 는 ‘어떤 학문의 길에 처음 들어섬’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들이 학에 입

학하여 학생활과 간호학과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경

험을 본 연구에서는 학과입문이라고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신입생의 

학입문은 4년 동안의 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학 기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신입생으로서의 입문

과정에 한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6]. 학에서 어

떤 학문을 선택한다는 것과 일정기간 선택한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진출을 

비하는 아주 요한 과정이다.

간호학은 실천학문이며 이론  지식을 학습하는 강

의와 이를 실무에 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임상실습

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교육기 에

서는 이론은 물론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장에 직

 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

며, 학생 한 타 학과보다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자

해야 하고, 실습으로 인해 단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호학생

의 학과 응경험을 근거 이론 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간호학과 학생들의 응 기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몫’에 한 수동 이고 소극 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고, 응 후기에는 내면화된 자신의 이

상 인 간호사가 되기 해 ‘당연히 겪어야 할 몫’으

로 인식하여 극 이고 능동 으로 처한다는 의미

를 나타낸다[7]. 

간호학과 신입생은 공교육을 시작하면서 기 감, 

생소함과 흥미로움 등 설 는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 

그 후 학습을 계속하면서 인간을 상으로 인간의 건

강을 돌보는 간호에 한 뿌듯함과 타 공과 비교하

여 많을 것을 배우는 간호학 학문에 한 자부심을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학습량의 과다와 암기 주의 

학습 내용과 간호학 학문의 추상성이나 공서 이나 

평가에 한 부 감 등과 같은 부정  감정도 경험

하면서 체험하고 습득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8]. 

한, 타 공인 유아교육학과의 경우에 입문하면

서 학생들은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고등학교

와 다른 자유를 경험하지만 스스로 조 하고 단해

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독립된 성인으로의 불완 한 

이 과정을 거치고, 공에 입문하면서는 자신이 자

질이 있는지, 성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경험을 하면

서 친구, 선후배, 교수와의 인간 계를 형성하면서 여

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그 나름의 의미를 찾아가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다져가 자기주체성과 자아정

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처럼 간

호학과에 입문한 학생들도 같은 형태의 경험과 갈등

을 거치면서 공에 한 학과 응, 교우 계, 자아정

체감을 형성하여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

이런 결과는 간호학과의 응이 간호학생에게 정신

, 신체 으로 많은 에 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다 

원만한 응을 해서는 이들의 경험을 반 한 다양

한 재와 지지 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그러므로 간호학 학문의 길에 처음 들어서는 

학 신입생들에게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체계 으

로 개발하고 용할 필요가 있다. 

2.2.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에 한 결정성, 비성, 확신

성, 목 성, 독립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 인 개념으

로 자신의 진로선택  결정에 하여 계획 이고 독

립 이며 확고한 진로태도의 발달을 의미한다. 즉 성

숙한 진로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 인 진로를 탐

색하고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해와 단능력 뿐만 아

니라 개인  선호와 열정, 자신에 한 정  지각, 

성취감과 일에 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10].

개인이 진로  직업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 시 에서 순간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애 과정을 통해 변화, 발달해 가는 발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  학생의 시기는 진로

태도성숙에 있어 가장 요한 시기로 개인  진로의

사결정과 계획에 있어서 체계 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1]. 특히 자신의 미래에 한 

진로의 결정여부는 학생활에서 가장 요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는 공의 선택과 그에 따른 학업의 방



JKIECS, vol. 9, no. 3, 285-296, 2014

288

향과 직 으로 연 되어 있어 학생활 응을 좌우

하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부분의 학

생들이 학 입학 직 에 공을 선택하고 학생활

을 시작하여 자신의 성이나 진로 등에 한 고민들

로 학업이나 학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졸업과 동시에 병원 장에서 바로 일할 기회가 많

은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이념과 목표가 뚜렷하

지 않고, 바람직한 간호상의 부재시 자신의 직업 세계

에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12]. 특히 한 

확고한 직업의식과 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

을 지속 으로 개발하려는 의식과 자질의 결여는 직

업에 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거나 응 결여의 문제 

등을 일으켜 결국 이직율을 높이게 된다[12-13].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통해 간

호학과 신입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의 변화를 분석하고

자 한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자원  행동 차를 얼

마나 활용 할 수 있는가에 한 자신의 단, 는 신

념이라고 하 다[14]. 즉,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상황에

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

인  단이다[15].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과제의 수행을 해 필요한 

행 를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한 믿음과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수행을 매개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와 강한 상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14]. 한 특정

학문분야, 공  선택 그리고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역에서 결정 인 언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학

업  능력을 지각하고 극 으로 공학업에 임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각하는 것은 학업성취와 련이 많

으며 진로목표를 극 으로 계획하는 요인이 된다

[16]. 본 연구에서는 학과입문교육 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 한다. 

2.4.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개발과정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

월까지 4개월에 걸쳐 개발하 다. 내용구성을 해 2

명의 간호학과 교수가 비 원이 되었다. 간호학생들

을 10년 이상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신입생을 

상으로 공에 한 안내를 해서 어떤 내용이 필

요한 지를 잘 알고 있는 교수를 비 원으로 하 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학습에 념할 수 있는 최상

의 상태는 동기부여와 흥미를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

는 상태라는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문제를 사 에 

조사하여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 다. 

비 원회는 바로  학년인 2학년 학생을 상으

로 신입생일 때 어떤 들이 궁 했는지를 확인하 으

며, 매년 입시상담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공 련 질문을 정리하 다. 아울러, 선행연구[8-9]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공교육에 입문할 때의 경험 구조

를 악하여 교육내용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과 부정의 

경험을 학생들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

보제공에 우선순 를 두었다. 한 간호학과 공 교

과목 에 공입문 과목인 간호학개론과 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 으며, 간호학문과 직업에 한 이

해가 증진되어 공에 심과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

록 하 다. 교육내용의 최종안을 간호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011년 개발 후 변경 없이 2012년에도 같은 간호입문

교육 콘텐츠를 용하 다. 

2.5.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구성  용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과입

문을 수월하게 하기 해 개발되었으며, 4주간 1학

이 부여된 필수 교육과정이다. 이 간호입문교육 콘텐

츠는 간호학과 4학년 과정동안의 공 교과목을 이해

하고 학문 분야의 다양성  문성을 이해하여 신입

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한 강의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시간은 900분으로 구체 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콘텐츠의 구성 틀은 인간, 건강, 환경과 간호라는 

간호의 4개 메타 패러다임으로 하 으며[17], 인간을 

성장발달 단계별로 구분하여 신생아, 아동(청소년), 성

인, 여성, 노인으로 세분화하 고, 건강에서는 성기

와 만성기로 구분하 다. 환경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로 확 하 고, 간호는 기본간호와 문 간호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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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Methods Domain Sub domain Content
Duration

(min)

1 Lecture Orientation Introduction
Introduction & 

orientation
50

2 Lecture Human

Woman

Woman Nursing’s 

concepts & 

historical 

background

200

Child

Newborn, child, 

and 

Adolescence’s 

norm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and nursing

Elderly

Elderly’s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tasks, health 

problems, and 

nursing

Adult

Adult’s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tasks, health 

problems, and 

nursing

3 Lecture Health

Acute disease

Acute diseas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100

Chronic 

disease

Chronic diseas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4
Lecture and 

filed trip
Nursing

Basic nursing
Infection control : 

hand washing

100

Specialty
Professional 

Nurse

5 Lecture
Environmen

t

Hospital
Outpatient, ward, 

special unit 

200

Committee

Nursing 

committee and 

organization in 

world

Nurse
Nurse’s role and 

view

Community
Community 

nursing

6
Demonstrat

ion, Lecture

Attitude & 

communication
Nursing etiquette 50

하여 용하 으며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다. 

그 후에 학과 응을 한 학과 분 기, 공의 이

해(수업과 과제), 인간 계와 진로의 내용이 포함되도

록 하 다. 구성된 학과입문교육 내용의 용을 해 

4주 동안 매회 주제에 따라 련 공교수가 참여하

고, 강의, 시범 등의 활동을 실시하 다. 강의의 큰 

주제는 주차별 주제에 맞추었으며, 하  역에 학생

들에게 선배 간호사와 교수의 입장에서 ‘나의 간호

학 생활’ 이라는 주제를 두어 학과 응과 진로 탐색

의 노하우를 제공하도록 하 다. 

매회 학습내용은 워크북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작성

하도록 하 다. 아울러 로그램 종료 후, 학생들에 

한 성  여부는 포트폴리오 기록  소감을 참고하

여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 처리하 다.

표 1.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Table 1. Contents of 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그림 1. 콘텐츠 개념틀
Fig. 1 Content frame

Ⅲ.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이 간호 학생

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해 시도된 단일군 후설계(One Group Pre- 

post Test Design)에 의한 원시실험연구이다. 간호학

과 신입생들에게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 학

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비교함

으로써 간호입문교육 콘텐츠의 효과를 평가하 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은 2012년 3월 5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학과입문교

육 콘텐츠 용 ․후로 이루어졌다. 간호입문교육 

동안에는 정규 학사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

는 교양강좌, 유명인 청 특강과 사  체험학습 

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학과 차원에서는 간호입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과에 입문하는 신입생들에

게 진로와 학업을 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다. 4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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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교육이 끝나면 곧 바로 정규 학사과정이 진행되

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교  동질한 경험을 하는 4주

간의 교육이 끝나는 시 을 교육의 순수한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는 시 이라고 단되어 선정하 다.

3.2. 연구 상 

연구 상자는 지방소재 K 학교 간호학과에 입학

한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한 129명이었다. 본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로그램으로 계산하 을 때 단일군 실

험설계연구에서 평균비교 분석에 사용될 정 표본크

기 계산 결과, 효과크기 0.5, 검정력 0.80, 유의수 을 

0.05로 하 을 경우 최소 표본의 수는 34명이 필요하

다. 본 연구의 표본수 129명은 충분한 크기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은 실험 후에 변화가 없었고, 실험 

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체 상자  남학생은 

16명(12.4%), 여학생은 113명(87.6%)으로 더 많았으

며, 연령은 평균 18.4세로 최  18세에서 최고 21세까

지 분포하고 있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47.3%(61명)

이었으며, 있는 경우는 기독교가 34.9%(45명)로 가장 

많았다. 

공선택 동기는, 성이 맞아서 선택한 경우가 

47.3%(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률이 높아서 선택

한 경우가 35.7%(46명), 학교 성  17.0%(22명)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은 정시 83명(64.3%), 수시 40명

(31.0%), 정원외(농어 형) 6명(4.7%)으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과정  방법 

학과입문교육 시작  연구자가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목 과 자발 인 참여, 참여자를 한 비 보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 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교과목 수강과 련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는 것을 미리 고지하 다. 연구자의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상자에게는 자필 동의를 

받은 다음 연구를 진행하 다. 

신입생 129명이 연구에 참여하 으며, 설문지의 배

포  수거는 연구자가 직  수행하 다. 설문지는 

상자가 직  작성하도록 하 으며 단일군 사 -사후 

연구 설계의 특성상 유기명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연

구 목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비 을 유지할 

것임을 알렸다.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약 

15분 정도 으며, 설문 종료 후에는 설문내용이 노출

되지 않도록 설문지를 회수용 투에 넣어 회수하

다. 

표 2.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29)

Characteristics n % M±SD

Gender

   Male 16 12.4

   Female 113 87.6

Age(yr) 18.44±.67

Religion 

   Christian 45 34.9

   Catholic 17 13.2

   Buddhism 6 4.7

   None 61 47.3

Reason to choose nursing

   Academic performance 22 17.0

   Eptitude 61 47.3

   Easiness to get a job 46 35.7

Matriculation kind

   Regular admissions 83 64.3

   Early admissions 40 31.0

   Supernumerary admissions 6 4.7

3.4. 연구도구 

3.4.1.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한종철과 이기학(1997)의 고등학생

의 진로태도성숙에 한 연구[18]에서 개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정희 과 박옥련(2009)이 학생 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15]. 정희 과 박옥련

(200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1이며

[1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5 이었다.

진로태도성숙의 문항은 26문항으로 구성되어 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한다, 비

록 내 성에 안 맞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원한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해서는 미리 계

획을 세워야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인이 이루어야 할 직업  발달 과업 단계에서 자신

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진로계획, 결정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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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라는 질문에 하여 개인이 도달한 수 을 알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구는 목 성, 결정성, 확신

성, 독립성, 비성의 하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 다’ 5 , ‘그 다’ 4 , ‘그  그 다’ 3 , 

‘아니다’ 2 , ‘  아니다’ 1 으로, 5  Likert 척도

를 사용하 고, 부정문항은 역산을 실시하여 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다. 

3.4.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행동

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14]. 본 연구에서는 김상진(2007)의 도구를 이용하

다[19]. 김상진(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

었으며[1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2 이었다.

이 도구는 나는 처음에는 일을 잘 하지 못해도 끝

마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경우, 처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배우기 해 

노력한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  Likert 척

도로 ‘매우 그 다’에 5 , ‘  아니다’에 1 을 부여

하여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진로태도성숙과 자

기효능감의 정도는 기술통계,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분석하 다. 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

후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paired 

t-test 로 분석하 다. 진로성숙도의 하  차원을 규

명하기 하여 Factor analysis를 실시하 으며, 진로

태도성숙과 자아효능감의 계는 pearson's correl-

ation으로 분석하 다. 

Ⅳ. 연구결과

진로선택을 해서 사회  환경과 ICT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 학과 학과를 선택 

하는 신입생에게 학과 입문에 한 교육은 매우 요

하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한 간호입문교

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용하여, 교과목으로서 간호입

문교육 콘텐츠가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

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 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

기효능감을 높여주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교과목으

로서 학과입문교육은 간호 학생의 학교생활 응을 

돕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아울러 체계 인 학

과입문교육 콘텐츠의 구성을 해서는 교수자의 태도, 

학습 분 기와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요하다는 시사 을 주었다. 한 후속연구와 

간호입문교육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1. 상자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 

연구 상자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의 진로

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은 표 3과 같다. 진로태도성숙

은 5  만 에 최  4,46 , 최소 2,85 , 평균 

3.63±.34 이며, 자기효능감은 5  만 에 최  5.00

, 최소 2.50 , 평균 3.84±.50 으로 나타났다. 

표 3. 상자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 정도
Table 3. Degree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N=129)

Variables Min. Max. Mean SD

Career attitude maturity 2.85 4.46 3.63 0.34

Self-efficacy 2.50 5.00 3.84 0.50

4.2.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의 진로태

도성숙

연구 상자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의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진로태도성숙은 

교육  3.63±.34 에서 교육 후 3.71±.37 으로 높아

졌으며, 통계 으로 유의하 다(t=2.92, p=.004). 

표 4.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의 
진로태도성숙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cores 
between the pre and post test

(N=129)

Variable 
Before After

Difference

(After-Before) t(p)

Mean±SD Mean±SD Mean±SD

Career attitude 

maturity
3.63±.34 3.71±.37 .08±.35 2.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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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 계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상 계는 표 5와 

같다.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 은 .609 

(p<.00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를 통해 학생들의 진도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은 강

한 양의 상 계로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질수록 자기

효능감은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태

도성숙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표 5.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의 상 계
Table 5. Correlation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Variable Career attitude maturity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1 .609**(<.001)

Self-efficacy .609**(<.001) 1

** p<.01

Ⅴ. 결론  제언

이 연구는 ICT 융합화와 U-헬스 어의 활성화를 

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과 입문을 한 교과목으로

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용하여 진로태

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기 해 

시도되었다. 한 일반 인 특성에서 간호학과 선택 동

기는 성에 맞추어서 선택하 다가 47.3%, 취업이 용

이해서가 35.7%로 나타났다. 박순주(2012)의 연구에서

는 상자의 50%가 취업이 용이해서라고 응답하 고

[1], 고 지와 김인경(2011)의 연구에서는 49.2%가 취

업이 용이해서라고 응답해서[20]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사회 반의 취업난이 간호학과 

선택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신입생에게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한 후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 학생의 진로태

도성숙에 통계 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결과

를 나타냈다(t=2.92, p=.004). 진로태도성숙은 5  척

도에서 M=3.63 이었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진로태도성숙을 연구한 권혜진 외(2009)의 M=3.6

[21]과 김명아 외(2004)의 M=3.58 [11]과 유사하

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에는 M=3.71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수 을 

보 으며,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 학생의 공

태도성숙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

호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은 공 선택 확신과 련성

이 높았으며, 공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

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한 공 결정

에 확신을 갖는 학생들은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본 연구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공에 한 소

개와 정보 제공은 물론, 자신이 선택한 진로 방향에 

한 확고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된 이 효

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학생들의 공학과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데, 

특히 학과의 교과내용에 한 흥미, 공도서의 가치, 

배우는 교과목에 한 흥미, 학과의 가치  학과에 

한 반 인 만족도와 큰 련성이 있다[22]. 그러

므로 학과입문교육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학과에 

한 반 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다면 진로에 한 자기 생각이 분명해 지고, 자신의 

결정에 해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23].

둘째,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은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통계 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t=2.36, p=.002). 자기효능감은 5  

척도에서 M=3.84 이었다. 간호학생을 상으로 학업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M=3.58 [24]과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의 M=3.25 [3]

보다 다소 높았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에는 M=3.92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은 수 을 

보 으며,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 학생의 자기

효능감에 정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입

문교육 콘텐츠 후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선행 연

구가 없어 비교가 어렵지만, 이성희(2006)는 학습동기

향상 로그램 용 후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  자

기효능감의 유의한 증가는 없었다고 하여 본 연구결

과와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다[24].

Abbitt와 Klett(2007)는 교육 로그램을 용할 때 

구체 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보다는 기술의 통합

과 련된 범 한 주제에 을 맞춘 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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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을 더 많이 높인다고 하 다[25].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가 간호학 공 체

의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세부 공들의 유기 인 

계를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

타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학생 279명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련이 있음을 보고하 고, 아버지와 친구/애인의 지

지는 학문 /직업  자기효능감과 련이 있었으며, 

아버지와 친구/애인의지지 만큼의 효과는 아니었지만, 

교수의 지지는 정서  지지와 평가  지지가 자기효

능감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다고 하 다

[26]. 그러므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개인이 타인으

로부터 모든 정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특히 교수로부터 심, 애정과 신뢰의 행 를 

포함하는 지지와 자신의 행 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련된 정보를 달받는 지지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학생활 응을 잘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3], [27]와 학생들

의 자기효능감이 학습몰입과 학생활 응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는 계를 설명하는 연구[3], 

그리고 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15]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한 신념은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학습몰입은 학

생활의 응,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에 에도 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실시 후 자기효능감의 의미 있는 상승은 향후 

학생활의 응과 나아가서는 학업성취와 진로성숙

도에서도 정 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셋째,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과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한 강한 양의 상 계의 결과를 보

다. 이는 학생을 상으로 두 변수의 계를 규명

한 연구가 없어서 직  비교가 어려운 실정으로 학

생을 상으로 연구한 이송미(2005)와 일치하 다[28].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태도성숙

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에

서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증

진 시킬 수 있는 효과 인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고 단된다.

간호입문교육 콘텐츠 용 후 학생들의 반응은 ‘진

로에 한 이해의 폭을 넓  주었다’, ‘막연히 간호사

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 인 직업

에 해 생각하게 해주었다.’,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에 한 안내를 해주니까 공 교수님

을 1학년 때부터 뵙게 되어 친근감이 생겼고 소속감

도 생기게 되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해 알게 되었으며, 내가 희망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

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다른 

수업 없이 학과에 입문하도록 도와주어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등의 만

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살펴보면, 교과목으로서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간호 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기효능감에 정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지 (2005)은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의 개설 황과 

그 효과성에 한 연구에서 신입생의 학생활을 돕

고 공 진입에 앞서 공을 소개하려는 목 인 경우

에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신입생과 교수간의 자연스

러운 상호작용의 형성에 필요한 재정  보조나 교내

기 의 연계가 필수 이다. 한 교과목 운  시 가장 

고려할 은 체계 이고 한 수업 내용이므로 이

에 한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9]. 문옥곤

과 김정자(2013)의 연구에서는 화를 활용해서 수업 

콘텐츠의 효과[30], 이혜정, 이정자와 정석태의 연구에

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등 컴퓨터 교육을 실시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고[31], 박진우(2011)의 연구

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부정책 달에 한 유

용성이 확인된바[32]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화,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한 간호교육 콘

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간호입문교육 콘텐츠는 공을 소

개하려는 목 을 갖기 때문에 지 의 필수과목 형태

로 개설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 그룹 토의나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 규모나 운  방식의 변화를 시

도는 지속 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

구는 일반  교육 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찰할 수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으

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정규 교과과정 내

에서 운 해 보고, 그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는 에서 

간호학과 정규교과과정의 개선활동으로 의의가 있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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