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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합카데바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부학 교실에 참가한 133명의 M 대

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50±.87에서 실습 

후 3.44±.96(t=.98, p<.330), 전공만족도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83±.81에서 실습 후 3.91±.78(t=-.95, 

p<.345)의 결과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r=.54, p>.001)양의 관계를 보였다. 하위영

역의 부분적 결과는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전공기초지식의 질적 함양을 위한 카데바 실습을 포함한 구체적인 융

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카데바, 간호대학생,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a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practic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33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the anatomy course of 

M college from October 1 to October 30, 2018.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esulted in changes 

from 3.50±.87 before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to 3.44±.98 (t=.98, p<.330) after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changed from 3.83±.81 before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to 3.91±.78 (t=-.95, p<.345) after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r=.54, p>.001). Partial results of sub-areas showed increase, however, future studies that 

aim to develop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ecific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which 

includes cadaver practice to enhance qualitative structure of specialized foundation knowledge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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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의학은 눈부

시게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생명을 다루는 의

료인의 인체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학습하는데도 중요해

지고 있다[1]. 특히 간호사는 인체에 대한 심도 깊은 지

식을 기본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근무

하는 직업인으로서 이러한 인체 지식은 전공기초 과목

인 해부학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2]. 해부학 교육은 

Cadaver를 이용해서 실습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보

다 정확하게 인체 해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게 되

며, 실제 다양한 구조물을 직접 만지고 관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한다[3]. 간호교

육에서 해부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실습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러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81.6%, 간호대

학 교수는 95.5%가 카데바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대

답하였다[4]. 또한 카데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

생인 경우에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와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4]. 이처럼 

해부학 교육에서 카데바 실습교육은 기초전공에 대한 

지식을 통합할 뿐 만 아니라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5].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교육과

정을 수료하고 난 후 간호사로서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

상실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있다[6].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7]. 간호전문직관은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

생 및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8]. 또한 간

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사회성 및 자

아존중감과 비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9].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간호의 정체성을 증가시키고 고착시키는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 대학생에게 있어 간호전

문직관 정립과 발달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10]. 

대학에서는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입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전

공만족도가 학업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언급되고 난 후 전공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1].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수업

참여 태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대학 입학 후에 성공

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도 언급되고 있다[12]. 특히,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은 졸업 후에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전공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3]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채롭게 이루어

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

습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카데바 실습을 

통한 학업성취도[14],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

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15],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5], 스트레스와 실습태도[16], 영

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17]가 있으며, 간호전문직

관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카데바 

실습교육 전과 후에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대

한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기초교과목인 

카데바 실습교육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카데바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난 후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융합카데바 실습에 따른 간호 전문

직관의 차이를 규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융합카데바 실습에 따른 전공 만족

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융합카데바 실습에 따른 간호 전문

직관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카데바 실습 

전과 후에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를 검증하기 위

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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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M대학교의 재학 중인 간호학과 2학년 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G-power 3.1.9를 사용하

여 효과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했을 때 최

소 147명으로 나타나 진행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

실한 14명을 제외하고 총 1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Yeun 등[7]이 개발하고 Han 등[18]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

문항, 간호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

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한다. 도구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

[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이

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이

었다. 

2.3.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Ha[19]가 개발하고 Lee[20]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나타낼 수 있으

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9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alpha=.95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K대학교 해부학 교실의 카데바 실습교

육에 참여한 133명에게 직접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융합카데바 실습교육진행의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해부학 전공교수 4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카데바 실습교육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본 연구

자는 K대학교 해부학 교실을 방문하여 카데바 실습 과

정을 확인하고 실습실 등의 환경을 보고 사전회의를 하

였다. 주임교수와 4차례 정도의 메일을 통한 카데바 실

습의 목적,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의논하였다. 카

데바 실습 프로그램은 선행연구[5]에 근거하였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요구 및 K대학교 해부학 교실의 프로그

램 운영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K대학교 의과대학교 학

생들이 해부학 실습 중인 사체를 사용하였으며, 의과대

학교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이 없는 요일에 방문하여 실

습을 진행하였다. M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대학생들이 

4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반별로 순차적으로 일주

일에 1회 방문하여 총 4시간 동안 실습을 진행하였다. 

1회 방문 시 각 반의 간호대학생을 10명 이하로 하여 

4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4구의 사체를 대상으로 각 

조별로 돌아가면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이론 교육은 전체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실에서 

5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이론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해

부학 실습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뼈대계통, 근육계

통, 장기계통을 조별로 각 50분 동안 카데바 실습을 하

고 10분동안 휴식을 하였다. 또한 카데바 실습 교육 종

료 후에 실습일지를 나눠주고 실습경험에 대해 기록하

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부학 교실을 가기 전일 사

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카데바 실습이 모두 끝난 다음날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작성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난 뒤 자발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연구에 불참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

명하였다. 철회 즉시 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폐기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단독

으로 정리 및 분석할 것이고,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 경우 개인 식별정보를 

코드화 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직접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융합카데바 실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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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관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융합카데바 실습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간간호대

학생이 16.5%(22명), 여자 간호대학생는 83.5%(111

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

교’가 68.4%(91명), ‘기독교’가 15%(20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부모님 생존여부에서는 ‘부모생존’이 

99.2%(132명)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

업’이 42.9%(57명), ‘적성과 흥미’가 36.1%(48%), ‘가족

권유’가 15.8%(21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22(16.5)

Female 111(83.5)

Age 21 21.56±1.36

  Religion

Christianity 20(15.0)

Buddhism 7(5.3)

Catholic 15(11.3)

no religion 91(68.4)

Parental
Survival

Parents 132(99.2)

no parents 1(0.8)

Nursing   
Choice

Job 57(42.9)

interest 48(36.1)

family 21(15.8)

social 
voluntary 2(1.5)

school 
rangking 4(3.0)

other 1(0.8)

3.2 융합카데바 실습교육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융합카

데바 실습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을 분석한 결과 융합카

데바 실습 전에 3.50±.87점에서 실습 후 3.44±.76점

(t=.98, p<.3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

위영역 별로 보면 ‘전문직자아개념’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 3.88±.80점에서 실습 후 3.74±.66점이었다. ‘사

회적 인식’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 3.31±.97점에서 

실습 후 3.37±.77점이었다. ‘간호의 전문성’은 융합카

데바 실습 전에 3.88±.74점에서 실습 후 3.68±.67점

이었다. ‘간호역할’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 3.82±.79

점에서 실습 후 3.69±.64점이었다. ‘간호의 독자성’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 1.95±1.13점에서 실습 후 

2.13±1.25점으로 나타났다. 

3.3 융합카데바 실습교육에 따른 전공만족도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융합카데바 실

습 전에 3.83±.81점에서 3.91±.78점으로 소폭 증가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95, 

p<.345). 그러나, 일부 항목을 보면 ‘내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

에는 3.50±.82점이었고, 실습 후 3.74±.80점이었다.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47±.92점에서 실습 

후 3.83±.90점이었다.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63±.80점에서 실습 후 3.83±.84점으로 나타났다. 

3.4 카데바 실습교육에 따른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

족도간의 관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

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r=.54, p>.001). 

Table 4. Nursing professi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correlation    (N=133)

Variables Nursing
Professinalism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nalism

1

Major
Satisfaction

.54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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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Following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N=133)

Variables Item

Pre Post

t pMean
±S.D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1. Nurses possess mature personality with

  philanthropic spirit.
3.71±.80 3.68±.73 .24 .812

2. Nurses as professionals continuously put effort to

  obtain professional knowledge.
4.10±.78 3.83±.62 3.02 .003⁕

3. Nurses put endless efforts to hold good

  character.
4.03±.72 3.86±.63 1.92 .057

4. Nurses in uniform looks like professionals. 3.89±.90 3.68±.69 2.11 .036⁕

5. Nurses se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activities. 
3.62±.87 3.58±.67 .59 .560

6. Nurses demonstrate responsibility and ethics

   required by a professional. 
3.91±.71 3.79±.64 1.42 .158

Professional self-concept domain average 3.88±.80 3.74±.66

7. Social status of nurses seem to be high. 3.26±.95 3.27±.77 -.14 .893

8. Nurses are independent and autonomous in duty

   performances. 
3.20±.97 3.29±.83 -.82 .414

9. Nurses receive satisfactory psychological

   compensation and appropriate rewards through

   the support of the institution and perception. 

3.07±1.02 3.21±.86 -1.23 .220

10. Nurses are respected as professionals from

   other professional in the hospital. 
3.35±.96 3.44±.76 -.79 .433

11. Nurses collaborate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along with medical doctors to

   demonstrate professionalism. 

3.66±.94 3.65±.62 .08 .938

Social recognition domain average 3.31±.97 3.37±.77

12. Nursing is a complex and difficult job that can

   be done only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3.95±.76 3.69±.65 2.79 .006⁕

13. Professionalism is shown through the concept of

   benevolence within the Eastern philosophy. 
3.74±.72 3.60±.69 1.49 .140

14. Nurses are acknowledged by special knowledge

   and skills that may be performed only by nurses. 
3.94±.76 3.74±.66 2.29 .023⁕

Nursing professionalism domain average 3.88±.74 3.68±.67

15. Professional task performance and mature

    characters are shown in professional

    relationships. 

3.87±.71 3.73±.64 1.70 .092

16. If a special nursing theory is developed and

   pubished in Korea, it may be competitive with

   other foreign theories. 

3.77±.86 3.64±.64 1.38 .170

Role of nursing practice domain average 3.82±.79 3.69±.64

17. Nurses do not work diligently due to

    professionalism of nurses when compared with

    other professionals. 

2.03±1.17 2.12±1.23 -.58 .564

18. Nurses are not professional because they

   perform tasks that are I between other

   professionals. 

1.87±1.08 2.14±1.27 -1.70 .091

Dependence of nursing domain average 1.95±1.13 2.13±1.25

Total 3.50±.87 3.44±.76 .98 .330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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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jor Satisfaction Following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N=133)

Variables Item

Pre Post

t p
Mean
±S.D

Mean
±S.D

Major
Satisfaction

1. I am interested in the contents of my major course

  materials.
3.68±.78 3.85±.75 -1.69 .094

2. I am fit with the contents that I learn in the course. 3.50±.82 3.74±.80 -2.34 .021⁕

3. My major is an appropriate department for me. 3.77±.85 3.88±.77 -1.05 .297

4. I am satisfied with my major. 3.79±.80 3.91±.76 -1.16 .247

5. I feel that I am learning something valuable. 3.91±.76 3.96±.75 -.08 .936

6. Nursing textbooks are worth learning. 3.96±.69 3.94±.80 .24 .811

7. I tell other people about my major with pride. 3.75±.89 3.84±.75 -.89 .373

8. I feel that my major is popular. 4.18±.73 4.02±.77 1.63 .106

9. Many people would want to enter the same department as

  mine. 
4.07±.78 4.02±.80 .58 .563

10. My degree in the current department will be of a social

   advantage. 
4.14±.75 4.02±.75 1.27 .207

11. My parents think proudly of my major. 4.14±.77 4.08±.75 .63 .529

12. My major will be helpful in my post graduation career. 4.15±.78 4.13±.76 .23 .821

13. The faculties have a clear aim in teaching and explain

    things easily. 
3.76±.87 3.89±.79 -1.15 .252

14. Course examinations are of appropriate amounts and is

    helpful for my studies. 
3.47±.92 3.83±.90 -3.12 .002⁕

15. Opportunities to advance coursework studies are given

    appropriately. 
3.63±.80 3.83±.84 -2.02 .046⁕

16. Faculties provide advices on the methods and contents of

    studying in the major areas. 
3.70±.79 3.83±.79 -1.25 .215

17. I can meet with my faculties whenever I want. 3.71±.92 3.80±.73 -.91 .366

18. Communication between faculties and students are made

   smoothly. 
3.60±.90 3.76±.78 -1.47 .145

Total 3.83±.81 3.91±.78 -.95 .345

*p<.0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융합카데바 실습교육이 간

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이 융합카데바 실습을 하고 난 후 간호

전문직관 평균점수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50점

이었으며, 실습 후에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 등[21]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1학년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행한 3,4학년 간

호대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임상실습 전에 생성되었던 간호전문직

관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었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Ham 등[22]의 연구에서 4학년

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한 3.43점의 결과와 

유사하며, 3년제 1,2,3 학년을 대상으로 한 Yeun 등

[7]의 연구에서 평균 3.60점의 결과 보다는 낮았다. 이

는 장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신체적으로 힘들

다고 호소하였으며, 카데바 실습을 하는 동안 포르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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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등의 실습실 환경의 영향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카데바 실습을 하면서 신체와 

관련된 용어를 한글, 구용어, 신용어의 3가지 모두로 

설명해 주어 좋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2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

다. 더불어, 학제의 차이와 해당 학년의 차이, 비교프로

그램 시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으

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

는 3.88점에서 실습 후 3.74점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융합카데바 실습 전·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Seo 등[23]의 연구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 전에는 3.72점에서 이후 

3.89점의 ‘전문직 자아개념’ 이 상승된 결과와는 상이

하다. 이는 카데바 실습을 시행하는 해부학 교실이 다

르며, 해부학 교실의 교육환경 등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상이함으로 볼 수 있다. Song[24]의 연구에서는 간호

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높고 이

후 낮아지며, 간호사 초기에는 더 낮고, 간호사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졸업 후 실제 

임상에서 현실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

은 학생들보다 낮을 수 있고,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학

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분량이 많아지고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하게 병원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입학 시 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

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31점이고, 실습 후에는 

3.37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카데

바 실습을 통해 간호학과의 교과서 속의 지식이 임상현

장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에 대한 외적으로 보이는 친절함, 의사와 

환자 사이의 중계자 역할도 있지만 간호술기, 의학지식 

등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분이다. ‘간호의 

독자성’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1.95점에서 실습 후 

1.1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u 등

[2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59점과 

Cho 등[21]의 3.56점으로 낮게 보고된 결과와 동일하

다. 이는 간호사들의 자율적인 실무가 부족한 것을 말

하며,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동등하지 못한 관계를 나타

낸다[26]. 예를 들자면, 과학적 지식체를 바탕으로 근거

기반간호를 수행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간호과정

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서 인격적 완성을 갖출 

때 독자성에서 낮은 간호전문직관을 고취할 수 있다. 

Weis 등[27]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의 활동인 

직분에 대한 직업의 의식적 견해로서 간호활동에 있어

서의 기준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간호사가 되어서도 

이어 질 수 있도록 학년별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과 

임상실습 병원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간호전문직

관을 가진 졸업학년들이 임상에 많이 있어야 하며, 이

러한 결과가 간호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

다. 

간호대학생이 융합카데바 실습을 하고 난 후 ‘전공

만족도’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83점이었으며, 실

습 후에는 3.91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Jang[28]의 연구결과 3.89점,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29]의 연구결과 3.77점, 간호대학

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30]의 연구결과 3.86

점과 유사하다. 이는 전공기초필수 과목인 해부학을 이

론으로 배우고 난 후 해부학 실습을 가기 때문에 학문

적인 깊이가 증가되어 전공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간호사는 전문직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점

차 확산되면서 학생들 본인이 학과를 지원할 때 적성이

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원하였기에 간호

학과 졸업 후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이 융합카데바 실습을 하고 난 후 간호

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r=.54, 

p>.001)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 등[31]의 학년별 간

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과 전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강

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내 전

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부모

님은 나의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의 항목

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간호대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

지고 있거나 인기가 있는 학과라고 생학하는 등 사회적

인 인식이 긍정적임을 지각하고 간호전문직관이 잘 형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Lim[32]의 남자 간호대학생

의 간호전문직과 전공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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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전공만

족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었다. 간호전

문직관은 간호사 직업의 의식적 견해로서 간호사가 전

문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출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간호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해서 현재 본인이 정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

는 정도로[33]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

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34]. 이는 자신

의 직업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연결

된다.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 

능력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탁월한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전공만족

도가 함양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융합카데바 실습을 통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진다. 카데바 실습은 학교별로 이론 교과목에서 일부 

카데바 실습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으

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You[35]의 연구에서 학부생

들의 연구프로그램 참여가 융합적 태도와 기술을 훈련

하는데 효과적이며,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

킨다고 하였다. 앞으로 간호학과의 다양한 교과 및 비

교과 프로그램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식 함양을 통한 간호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융합역량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이 간호전문직

관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카데바 실

습교육 운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하위영역의 ‘사회적 인식’

이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 또한 부분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대학생의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시에  대상 학년의 요구도와 수준을 사

정하여 시기 등을 조절하여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전

공교과목과 기초교과목의 지식을 융합한 융합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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