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은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지식과 기

술의 습득, 그리고 일정한 실무의 준비과정을 포함하므

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출된 오늘날 간호사들은 스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및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융복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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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성숙도, 학습관련자기주도성 및전문직자아개념간의관련성을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융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상은 I지역과 K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학생 221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이용하여 수집하였고, PASW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전문직자아개념은 사회적성숙도및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순상관관계가있었

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2.505). 전공만족도

(ß=.179), 간호직 의미(ß=.274), 사회적 성숙도(ß=.118), 자기주도성(ß=.211)이 모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설명력은 34.4%이었다. 본 연구결과를토대로올바른간호전문직자아개념의 증진을위해사회적 성숙

도와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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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maturity(SM),

Self-directed learning(SDL)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SCPN), and influencing factors of

SCPN of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21 nursing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sed with PASW 22.0.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SCPN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M and SDL. Major satisfaction(ß=.179), Meaning on

nursing(ß=.274), SM(ß=.118) and SDL(ß=.211) about SCPN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This

variables accounted for 34.4% of the variance in SCPN.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s SM and SDL for increasing positive SC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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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1]. 전문 직업인

으로서자신에대해형성하는이미지인전문직자아개념

은 간호사로서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 전문직 신념이 바탕이 된다[1]. 전문직 자아개념

은자존감, 자신감및자신에대한자아개념의향상과, 직

무만족, 조직몰입 등 간호의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요인

이고, 공식적인 학교교육과정과 실무에서 간호교육자나

간호지도자및간호사들의사고와행동을통해긍정적으

로 형성되고 성숙하게 된다[2,3,4,5]. 즉 간호지도자가 스

스로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좋은 역할 모

델이되어야하며, 이를위해간호사개인은시간과노력

을투자해야한다[6,7]. 특히전문직자아개념은간호대학

생의 간호교육과정 완수와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5,8]. 따라서미래의간호사인간호대학생시기에긍정적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이 중요하다.

사회적 성숙이란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인 사회성을

형성하여자신이속한사회에잘적응할수있는개인으

로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행

동이 내재화 된 것을 말한다[9, 10]. 사회적 성숙은 청소

년기 동안에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사회적 성숙도가 높

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남을 존중하며 이해와 욕구가

충돌하게 되면 상호양보하거나 타협할 줄 알고,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이웃과 화목과 조화를 도모하는 성

향을 가지므로[11] 다양한 대상자와 접하게 되는간호사

에게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덕목이라할수있다. 그러

나 최근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친구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 취

업경쟁 등 여러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여있는 반면, 사회

적성숙의기회는부족하여인간관계의어려움이나복잡

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11,12,13]. 간호대학생의경우일반적인사회적성숙

과 함께 간호교육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

성이형성되고성숙하게된다[14]. 이러한과정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갖게되고결국간호직에대해서도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게 될 수 있다.

높은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는 간호직은 예측할 수

없는업무내변화가많이발생하므로이를해결하기위

해이론또는실무지식뿐아니라리더십과같은역량등

에대한새로운정보와지식을스스로학습할수있는능

력이요구된다[15]. 이렇듯전문성이높은간호사를요구

하는 현실에서 간호대학생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능동

적으로 학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6].

자기주도학습은학습자스스로목표를정하고필요한자

료를 수집하고 학습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평가하기까지

학습의전과정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활동이므로간

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

능력 등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향상

시킨다고보고되고있다[17,18]. 그러나 이러한장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의부재는물론간호대학생에게있어자기주도성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과도

한 학업량과 임상실습의 부담감으로 주도적 학습보다는

낙오되지않기위해힘겹게따라가고있는것이많은간

호대학생의현실이고[13], 이는 전공에대한회의감과부

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같이사회적성숙과학습관련자기주도성

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간호사이미지, 임상실습만족

도, 비판적사고,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역할갈등과함

께 관련 변인으로서 측정되었을 뿐[4,6,19,20,21], 간호전

문직자아개념에대한직접적인영향요인을조사한연구

는 거의 없고, 특히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주도성과의 관

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간호교육을통해간호대학생의올바른전문직자아개

념을 형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 정도 및

자기주도성과의관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사회성숙도와학습관련자기주

도성및간호전문직자아개념간의관계를확인하고간

호전문직자아개념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알아봄

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즉 간

호전문직관형성에필요한간호교육을계획할때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

기주도성과전문직자아개념간의융복합적관계를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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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사회적성숙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

한다.

나.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숙도, 학

습관련자기주도성및간호전문직자아개념의관계를규

명하고간호전문직자아개념에대한영향요인을살펴보

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이루어 졌으며 I시와 C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윤

리적측면을고려하여설문지를작성하기전과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가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

여를원하지않을경우언제든지참여를거부할수있음

을 언급하였다.

연구대상자는연구의목적과설문지내용을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

였고 설문조사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대상자수는 221

명으로 G*Power 3.1.2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α=.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로 85명

이산출되어연구에필요한최소의대상자를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서봉연과 황상민[22]이 개발한 심리사

회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심리검사지(Social Maturity

Test)를 재편성하여 박미란과 김혁곤[10]이 사용한 “사

회적성숙성”을나타내는사회적관계(Social relation)에

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에서 자신감 8문항,

사교성 10문항, 대인관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미란과 김혁곤[10]의 연구에서 Cronbach’s ɑ=.89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80 이었다.

2.3.2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Guglielmino[23]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 도구

를김지자등[24]이번안하고수정한도구를사용하였다.

총 40개 문항으로학습애착 7문항, 학습자적신념 6문

항, 미래지향 4문항, 독창성 9문항, 탐구적특성 4문항, 자

발적 계획성 6문항, 학습에 대한 책임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

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자 등[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ɑ=.92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Arthur[2]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Instrument:

PSCNI)를송경애와노춘희[3]가번역한것을서원희[25]

가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전문직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

통 4문항, 총 27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부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

도로측정되었으며, 점수가높을수록간호전문직자아개

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송경애와 노춘희[3]의 연구

에서신뢰도 Cronbach's α =.85였고서원희[25]의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 PASW 22.0,을 사용하여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특성과 사회적 성숙도, 자기

주도성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나. 일반적특성과사회적성숙도, 자기주도성및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Bonferroni test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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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라. 각 변수들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세-29세가 139명(62.9%)이었고,

89.1%가 여학생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50.7%이었

고, 1학년이 38%, 3학년이 28.1%이었다. 간호학과를 선

택한 동기는 적성과 흥미 때문이 38.9%로 가장 높았고

취업(28.5%), 주변권유(19.5%) 순이었고, 전공만족도는

40.7%가 ‘만족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62.0%가

대인관계가 좋다고 답하였다. <Table 1>.

3.2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
도성,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는 5점 만점에 2.92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사회성영역이 3.57점으로가장높았으며,

자신감, 대인관계순이었다. 자기주도성은평균 3.69점이

고하위영역별로미래지향영역이 3.80으로가장높았으

며, 학습자적 신념, 학습에 대한 책임, 자발적 계획과 학

습애착, 독창성, 탐구성 순이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은평균 3.06점이었고, 하위 영역인 전문직 실무, 만족도,

의사소통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Table 2>.

<Table 1> Comparison of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N=221)

Characteristics n(%)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Female 197(89.1) 2.92±0.72 -.437

(.662)

3.71±0.66 -.986
(.325)

3.07±0.54 -.755
(.451)Male 24(10.9) 2.85±0.85 3.56±0.83 2.98±0.48

Age(yr)

<20a 71(32.1) 2.82±0.68
1.011
(.366)

3.69±0.68
2.534
(.082)

3.14±0.49 7.637
(.001)
a<c, b<c

20∼29b 139(62.9) 2.95±0.77 3.66±0.68 2.97±0.54

≧30c 11(5.0) 3.09±0.66 4.14±0.55 6.55±0.35

Religion
Yes 112(50.7) 2.97±0.77 -1.084

(.279)

3.67±0.71 .768
(.443)

3.07±0.52 -.414
(.679)No 108(48.9) 2.87±0.07 3.73±0.65 3.04±0.55

Grade

1sta 84(38.0) 2.88±0.68
.188
(.904)

3.74±0.69
1.298
(.276)

3.19±0.47
3.738
(.012)
a<b

2nd 42(19.0) 2.92±0.76 3.81±0.73 3.01±0.49
3rdb 62(28.1) 2.97±0.71 3.64±0.61 2.90±0.56
4th 33(14.9) 2.92±0.89 3.53±0.72 3.06±0.60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Aptitude &
interesta

86(38.9) 3.02±0.77

.921
(.468)

3.73±0.64

1.494
(.193)

3.26±4.51

6.183
(.000)
a>b, a>c,
a>d

Inducementb 43(19.5) 2.89±0.77 3.52±0.68 2.95±0.56
Employmentc 63(28.5) 2.83±0.71 3.79±0.71 2.87±0.51
Along to graded 9(4.1) 2.67±0.66 3.39±0.78 2.72±0.51
Service for
society

15(6.8) 2.80±0.62 3.60±0.71 3.03±0.58

Others 5(2.3) 3.20±0.45 4.0±±0.61 3.40±0.4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a 90(40.7) 3.11±0.76
5.614
(.004)
a>b

3.94±0.65
12.808
(.000)
a>b, a>c

3.29±0.44 6.949
(.000)
a>b, a>c,
b>c

Moderateb 113(51.1) 2.79±0.66 3.57±0.62 2.97±0.48

Unsatisfiedc 18(8.1) 2.72±0.88 3.25±0.81 2.39±0.56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37(62.0) 3.01±0.76
3.646
(.028)

3.77±0.68
2.627
(.075)

3.09±0.52
1.970
(.142)

Commonness 80(36.2) 2.78±0.67 3.59±0.62 3.01±0.53
Not good 4(1.8) 2.38±0.48 3.25±1.50 2.63±0.95

Meaning on
nursing

Very meaningfula 99(44.8) 3.06±0.76 6.211
(.002)
a>b, a>c

3.78±0.71 4.644
(.011)
a>c, b>c

3.30±0.46 28.632
(.000)
a>b, b>c,
a>c

Moderateb 115(52.0) 2.82±0.70 3.67±0.62 2.90±0.49

Meaninglessc 7(3.2) 2.29±0.27 3.0±0.91 2.09±0.39

a,b,c,d Bonferroni’s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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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N=221)
Variables Mean(SD)

Range

(Min-Max)
Social maturity 2.92(0.74) 1.00-4.50

confidence 3.15(0.29) 2.25-4.00
sociality 3.57(0.59) 1.69-3.94

Interpersonal relationship 3.11(0.66) 1.14-4.86
Self-directed learning 3.69(0.68) 1.50-5.00

Passion for learning 3.53(0.58) 1.43-5.00
Learner beliefs 3.76(0.53) 2.33-5.00

Future orientation 3.80(0.60) 2.00-5.00
Creative approach 3.53(0.53) 2.22-5.00

Exploring characteristics 3.03(0.61) 1.00-4.50
Voluntary planning 3.58(0.57) 1.67-5.00

Responsibility for learning 3.73(0.54) 2.00-5.00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3.06(0.53) 1.50-4.00

professional practice 2.85(0.39) 1.69-3.94
satisfaction 2.89(0.57) 1.14-4.14

communication 2.89(0.48) 1.75-4.00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숙도, 자기주
도성, 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는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보

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F=5.61, p=.004), 간호직이 의미

있다고 한 군이 의미 없다고 응답한 군보다 높았다

(F=6.21, p=.002)<Table 1>.

자기주도성은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군이 그렇지 않

은군보다(F=12.81, p=.000), 간호직이의미있다고한군

이 의미 없다고 응답한 군보다 높았다(F=4.64, p=.000)

<Table 1>.

전문직 자아개념은 20대와 30세 이상 군이 20세 미만

군보다(F=7.64, p=.001), 3학년이 1학년보다(F=3.74,

p=.012), 적성에맞춰전공을선택한군이그렇지않은군

보다(F=6.18, p=.000), 전공에대해만족하는군이그렇지

않은 군보다(F=6.95, p=.000), 간호직이 의미 있다고 한

군이 의미 없다고 한 군보다 높았다(F=28.63, p=.000)

<Table 1>.

3.4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전문
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r=.159, p=.009), 전공선택동

기(r=.191, p=.005), 전공만족도(r=.462, p=.000), 간호직

의미(r=.488, p=.000), 사회적 성숙도(r=.274, p=.000), 자

기주도성(r=.346, p=.000)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

회적성숙도와자기주도성은모두전공만족도및간호직

의미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3.5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결

과 Durbin-Watson값이 1.930로 나타나자기상관성이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656∼.938

로 0∼1 사이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66∼1.525으로 10보다 크지

않게나타나다중공선성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2.505,

p=.000), 전공만족도(ß=.179, t=3.066, p=.002), 간호직 의

미(ß=.274, t=4.238, p=.000), 사회적 성숙도(ß=.118,

t=2.052, p=.041), 자기주도성(ß=.211, t=3.555, p=.000)이

모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

력은 34.4%이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 among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other 
variables.                                                                                         (N=221)

Variables Age(yr) Grade MCN MS MN SM SDL PSCN

Age(yr) 1

Grade .356** 1

MCN .067 .109 1

MS .054 .188** .231** 1

MN .063 .262** .136* .231** 1

SM .097 .188** -.084 .209** .225** 1

SDL .085 -.108 .003 .324** .160* .199** 1

PSCN .033 .015 .191** .462*** .452*** .274*** .346*** 1

*p <0.05, **p <0.01, ***p <0.001
MCN: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MS: Major satisfaction, MN: Meaning on nursing, SM: Social maturity, SDL: Self-directed learning, PSCN: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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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

주도성과전문직자아개념정도와영향을미치는요인을

파악하고, 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확인함으로서,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자기주도성과전문직자아개념에대한

간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총점의 평

균은 5점 만점에 2.92 점으로 중간 수준에 약간 못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

숙도를 살펴본 손희정[26]의 3.20, 다른 도구를 사용한

김금순과 김보미[12]의 3.3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성숙도 연구가 거의 없어

간호대학생의사회성연구로확대해서비교했을때김은

희[27]와 권영미와 윤은자[14]의 연구에서도 일반대학생

보다낮았다는보고로미루어간호대학생의사회적성숙

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은희[27]는 임상실습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데서 그

원인을유추하였으나본연구대상자들은전학년에걸쳐

분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김은희[27]의 주장을적용하

기는 어려웠다. 사회적 성숙은 사회라는 공동체에 있으

며, 이는사회적관계속에서가능하고, 이때형성된인간

관계는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 행동과

태도를 보다 성숙하게 변화시키며 발달한다[11]. 그러나

간호대학생에게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생

활에적응할수있는, 즉 인간관계가바탕이되는사회성

을 함양할 기회가 많지 않음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학문을접하면서부터긴장감을느끼고, 상

대평가, 임상실습,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과도한 학업의

부담으로전공지식습득에대부분의시간을할애해야하

고[27], 결국 사회적 성숙을 위해서 갖춰야 할 상호작용

능력,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전문직

사회화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

회적성숙을위해바람직한태도와품성및공동체의식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학습관련자기주도성의평균은 5점 만

점에 3.69점이었고, 이는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한정점

숙[17]의 3.71과 조인영[18]의 3.64점과 유사하고, 간호사

를 대상으로 한 박안나 등[28]과 최준희와 정정희[15]의

결과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에 비

해 학습이 일상화되어 있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

고, 특히학습량과과제부담이타전공에비해높아주도

적 학습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전공특성에 기인한 것으

로 생각된다. 자기주도성의 하위영역에서는 미래지향성

과학습자적신념이가장높았고탐구성영역이가장낮

았는데, 학습자적신념이가장높았던선행연구[15,28]와

일부 유사한 결과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은 미래

의 간호직을 위한 준비과정이고 이를 위한 지속적 학습

의중요성이나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보

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간

호직의 의미가 높다는 군이 의미가 없다는 군과 차이를

보였고, 이들 변수는 또한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순 상

관관계가 있었는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자기주

도성과 전공만족도가 관련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17,18]의 결과를지지하였다. 전공에대한만족은자신의

만족평가 기준에 부응한다는 것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미래에대한긍정적확신을가지고학습에대한설

계, 학습자원 수집, 학습전략 수립 및 실행. 자체 평가로

구성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를 위해 지속

적으로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해야 하며, 급변하는 환자의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18,28,29,30]. 이를 위해

간호조직의주도로구조화된교육을시행하고있으나이

것만으로 간호사의 학습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Table 4> Influencing factor on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Variables B SE β t p R2 adjust R2 F(p)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038 .023 -.094 -1.655 .099

.344 .328 22.505
(.000)

Major satisfaction .179 .058 .209 3.066 .002

Meaning on nursing .262 .062 .274 4.238 .000

Social maturity .085 .042 .118 2.052 .041

Self-directed learning .164 .046 .211 3.55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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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간호사 각자가 주도가 되어 필요한 학습을 계획

하고수행해나가는체계가선호되어야한다[31].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은

대학교육 과정 동안 체화(體化)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우선전공만족도를높이고간호직의의미를긍정적

으로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3.06점이었고, 이는간호사및간호대학생대상의선행연

구[4,8,19]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미래

의 간호사로서 수행할 업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견해

가선행연구의시점에서보다상대적으로긍정적이고, 더

불어자존감과자신감도높다는것으로고무적인결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년, 학과선택동기, 전

공만족도, 간호직 의미 정도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 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에서유의한차이를낸성미혜[4]와, 학과선택동

기, 전공만족도, 간호직 의미에서 유의한 차이기 있었던

지은미등[8]의 연구와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간호

직에 대한 흥미가 실제 간호사들의 태도와 실무를 관찰

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으므로[32] 이상에서처럼 학과선

택동기, 전공만족도가간호전문직자아개념과밀접한관

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의간호전문직자아개념이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과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간호학 선택 동기와 전공만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 세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간호전문직 자아

개념은사회적성숙도와학습관련자기주도성과, 사회적

성숙도는 자기주도성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와 학습관련 자기주

도성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고, 사회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학습관련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있어 전공만족도(ß=.209)와 간호직에 대한 의미(ß=.274),

사회적 성숙도(ß=.118) 및 학습관련자기주도성(ß=.211)

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의 설명력

은 34.4%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성이 전문직관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는 권영미 등[14]의 연구결과

와유사한맥락으로간호대학생의사회적성숙이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

확립에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사회적 성숙은 주변 환경

과 연관된 총괄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갈등 상

황에서타협할줄알며, 타인과조화를도모하는등의역

할 능력을 포함하여 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추었

을 때 동반된다[26].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인

식체계가 긍정적일 때 형성되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전

문직역할수행에방해요인이된다[19]. 간호대학생의사

회적성숙을위해간호사의적절한역할모델정립과전

문직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러

한교육을통해타인과자기존중의정신을형성하게되

므로간호대학생의사회적성숙은전문직간호사가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4,33].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건전한 사회성 발달과 공동체 의식을 도

와줄 수 있는 인성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주도성과전문직자아개념간의인과관계를 규명

한연구는거의없었으나, 두 변수간의상관관계결과는

송미령 등[34]의 보고와 유사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기주도성은 전문직 자아개념의 필수적인 요인임

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론 및 실습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간호대학생의역량강화와전문직태도를키울수

있는 동기를부여한다고 한김영희[35]을 지지하는결과

이다. 최준희 등[15]은 간호사에 있어서도 학습관련자기

주도성은 간호실무수행능력과 상관성이 있는 하나의 요

인이며, 간호사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신규간호사를 지도하는 프리셉터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내용을포함시켜훈련시킬것을제안한바있다. 이

는 예측할수없는임상문제를해결하기위해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하는 간호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간호대학생의실무역량강화를위해서도자기주도성

의 함양이 중요함을 확인하게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

생단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간호교육기관

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을 꾸준히 유

지할수있도록교육형태와전략체계를수립해야할것

이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설명력이유의하였으나비교적낮은결과를나

타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속한 지역과

대학을확대할것과 임상실습경험여부혹은실습병원

의 형태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연구를 시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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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숙도, 학

습관련자기주도성및간호전문직자아개념간의관계를

규명하고각변수들이간호전문직자아개념에미치는영

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

주도성은전공만족도및간호직에대한의미에서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주도성이 높으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었

다. 또한전공만족도, 간호직에대한의미, 학과선택동기

와사회적성숙도및자기주도성이간호전문직자아개념

의예측요인으로나타나, 간호대학생의사회적성숙도와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올바른전문직자아개념을형성하기위해간호대학생

의 사회적 성숙도 및 자기주도성과의 관계를 확립하여

간호사로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실질적인교육과정및사회성향상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은두대학의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므로전

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며, 추후사회적성숙도와학습관련자기주도성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반복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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