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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서 전공만족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4개 도시에 소재한 4개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231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간
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
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강화를 위해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전공만족도, 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간호, 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For this purpose, 231 nursing students from 4 university in 4 city were sampled for 
conveni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First,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directly affecte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nursing professionalism showed mediating effects i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directly affecte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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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strengthe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Students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의식적인 일련의 간호 활동를 
의미한다[1]. 임상 간호사의 높은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업무 수행능력과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 때부터 올
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2,3].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간호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긍지를 가지도록 하여, 간호대학생의 바람
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으로 간호사가 된 후 자
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간호 실무 발전에 기
여 가능하다[4-6].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관 확립은 환자를 돌보기 위한 임상 전문가의 첫
걸음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대학생 자신의 미래
와 관련하여 구체적이며 다양한 진로 결정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를 진로준비행동이
라고 한다[8]. 진로준비행동은 확고한 직업의식과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의식과 
자질 개발 등을 의미하고 있다[7]. 이러한 진로준
비행동의 충분한 준비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
업할 확률을 높이지만, 부족한 진로준비행동은 그 
반대의 결과로 사회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9]. 즉, 간호대학생의 충분한 진로
준비행동은 임상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자신이 수
행하는 간호행위에 긍정적인 동기부여와 역할수
행능력 향상으로 임상적응능력 증가와 간호사 이
직룰의 감소요인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8,9]. 그
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생
각하는 간호에 대한 직업적 소견과 가치에 대한 
관점, 자아실현의 다양한 인식으로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간호사의 모습으로 목표를 
향한 준비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다[2]. 또한, 긍
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진로준비행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간호대학생이 신규간호사가 
되어 처음으로 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충격 

극복으로 전문직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 
  간호학과는 타 전공보다 높은 전공만족도를 보
이는데, 이는 이론교육과 더불어 실제 임상 현장 
실습 수행으로 자신이 결정한 전공 기대치와 전
공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9]. 간호대학생의 높은 전공만족도는 미래 자신
이 수행하게 되는 간호직에 긍정적인 가치관 형
성과 생명윤리의식, 간호전문직 확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간호대학생에게는 주요하게 관리되어
야 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다[10]. 그러나 
현재 간호학과를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취업의 용이성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
들이 증가하고 있고[11], 학과에서도 전공에 대한 
흥미도 가지기 전 많은 전공공부와 엄격한 교육
과정과 더불어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준비 등의 어려움
을 호소하며 전공만족도가 감소되기도 한다[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사로서 필요한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신념인 간
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2]. 
  그래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
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
행동에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의 검증으로 이를 
추후 간호대학생의 진로교육 방향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
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Ÿ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전문직관, 진

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Ÿ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

공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Ÿ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에

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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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
준비행동 간의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Fig 1].
                     

Fig. 1. Conceptual framework.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D시, G시, C시, K시 4개 도
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는 학생으로 편의추출하
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는 중간크기로 산출하였을 때 최소표본
의 크기는 220명이었다. 탈락률을 10-20% 고려
하여 26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 수거 후 
불성실한 혹은 미응답을 제외한 231부를 최종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Yeun, Kwon과 Ahn[12]의 도
구를 Jung[13]이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사용하
였다. 총 1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다. 도구
는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
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8-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
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4이었다.

  2.3.2 진로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Kim[14]이 개발한 도구를 
Lee[15]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정보수집 행동 6문항, 도구준비행동 5
문항, 목표달성 행동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문항을 합산하
여 문항 수대로 나눈 평균이 진로준비행동을 나
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94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 alpha= .94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Illonosis대학에서 개발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Lee[16]가 수정·보완한 전공
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대한 인식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 만족 3문항, 교수 학생 간에 관계 만족 3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1일부터 30
일까지 이루어졌으며 D시, G시, C시, K시 4개 
도시에 4개 간호대학 재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목적에 동
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가 든 밀봉된 봉투를 주
어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
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
공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 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의 매개효과 확인은 
Sobel test를 통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
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관해 설명한 후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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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36(15.6)

Female 195(84.4)

Grade
1 76(32.9)
2 80(34.6)
3 61(26.4)
4 14(6.1)

Religion Yes 52(22.5)
No 179(77.5)

Motivation for Nursing
Work 92(39.8)
Economic stability 24(10.4)
Family(teacher) advice 27(11.7)

Aptitudes and interests oneself 87(37.7)

Hospital you want 
to choose

Capital area University hospital 101(43.7)
Local University hospital 99(42.7)
General hospital 21(9.1)
Private hospital 1(0.4)
Long-term care hospital 2(0.9)
etc. 7(2.8)

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을 설명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기밀이 유지되고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연구대상
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고 밀봉된 설문지를 주
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밀봉된 상태로 연구자가 
직접 수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여자가 84.4%, 학년은 1학년 32.9%, 2학년 
34.6%, 3학년 26.4%, 4학년 6.1%였다. 종교는 
‘없다’가 77.5%, 지원동기는 취업과 적성이 각각 
39.8%와 37.7%였으며, 희망취업병원은 수도권 
대학병원 43.7%, 지방 대학병원 42.7%로 나왔
다. 

3.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80± .53점, 
전공만족도 3.99± .55점이었으며, 진로준비 행동
은 3.23± .82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
동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r=.629, p<.001), 
진로준비행동(r=.430,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관도 유의한 상관관계(r=.629, p<.001)을 보였다.

3.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간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Table 4]와 같이 3단계의 회귀반정식을 시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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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ajor 
Satisfaction                                                              (N=231)

Variables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3.80± .53

Major Satisfaction 3.99± .5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23± .82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31)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p)

Nursing 
Professionalism

1

Major 
Satisfaction

.629**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30** .368** 1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Step Variable B SE β t p R2 Adj R2 F p
1 NP->MS .66 .05 .62 12.24 <.001 .396 .393 49.98 <.001

2 NP->CPB .67 .09 .43 7.20 <.001 .185 .181 51.94 <.001

3 NP, MS->CPB .201 .194 28.63 <.001

NP->CPB .51 .11 .32 4.30 <.001

MS-<CPB .24 .11 .16 2.12 <.001

NP; nursing professionalism, MS; major satisfaction,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본 연구의 회귀모형 분석 적절성 여부를 위하여 
다중공선성의 확인을 위한 공차한계는 .840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90으로 10미만이어서 독립변
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Durbin- 
Watson은 1.087로 2에 가까울수록 독립변수 간
에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이 독립성이 인정된다
는 기준을 충족하여 회귀모형이 적합하였다.
  1986년 Baron과 Kenny의 3단계 매개효과검증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관과 매개변수
인 전공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2,p<.001). 2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간호전문직관과 종속변수인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간호전
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3,p<.001). 3단계는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
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β=.32,p<.001), 전공만
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
다(β=.16, p<.001). 따라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
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는 부분매개 변
수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설명력은 
20.1%로 나타났다[Table 4]. 통계적 유의성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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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Path a(SEa) b(SEb) z(p)

NP->MS->CPB .66(.005) .24(.11) 4.80(<.001)

NP; nursing professionalism, MS; major satisfaction,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정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한 결과 Z값이 
4.80(p<.001)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5].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1].

Fig. 1. Model showing the influenc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4.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99
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과 Oh[17]는 
3.82점, Park과 Han[18]은 3.86점으로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의료인에
게 중요한 윤리가치관 형성과 생명윤리의식 고취
와 관련되므로[10,19], 간호대학생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불만족은 추후 임상 
간호사가 되어 간호직무 수행시 간호직에 대한 
역할 혼란과 직무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게 되
는 것이다[20,21]. 전공만족은 전공에 관한 명확
한 자기 확신으로 자신의 직업 선택과 준비과정 
및 직업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간
호사가 부족한 우리나라 간호대학의 전공만족도
에 향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으로 간호

사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형성으
로 전문간호사로서 역량의 함양으로 간호전문가
로서 역할발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임상실습을 담당하는 수간호
사의 경우 법적인 다양한 문제로 학생실습지도의 
한계성이 있다[22,2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저학년이 많은 
본 연구에서는 3.80점이었고, 고학년이 다수인 
Park과 Oh[1]는 3.91점, Je와 Park[24]의 연구에
서 3.90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될수록 전공 관련 학습이 
증가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며 간호학에 관심이 
높아져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는[25] 연구결과
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저학년부터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 교과목이 
외에도 다양한 교양과정부터 간호전문직관 함양
을 위한 전문적 교육을 계발하여 이를 통하여 형
성·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저학년부터 간호에 관한 간접경험으로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9]. 
간호전문직관의 향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와 진로준비행동과도 연결되어 학업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할 것이다[10,23]. 간호대학생 시절의 
명확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은 미래 간호사로서 자
긍심과 신념을 가지며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 추후 임상현장에서도 자
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몰입 등으로 간호
분야의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
용 될 수 있을 것이다[1,24]. 
  진로준비행동은 3.23점이었고, 간호대학졸업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74점[24]으로 진로
준비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높아짐과 동시에 4년 동안 간호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전공 교과목과 임상실습을 통한 꾸
준히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한 결과로 보여진다[7].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4년 동안 다양한 자격증 취
득, 해외어학연수 및 의료봉사, 병원 인터쉽, 토
익성적 등과 같은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고 있음
에도[28] 불구하고 수도권 및 지방 대학병원으로 
희망취업을 선택하며 다양한 의료기관을 선택하

Equation(1)
B=.62(<.001)

Equation(2)
B=.43(<.001)

Equation(3)
B=.16(<.001)

Equation
B=.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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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임상실습
에서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실습 시 인력 부
족으로 간호조무사 혹은 간병인 등 비전문 인력
들과 함께 비표준화된 간호행위를 수행함에 따른 
일관적이지 못하고 비표준화된 실습교육에서 옳
고 그름에 관한 혼란을 경험한 결과로 보인다
[26]. 이러한 경험은 간호대학생 자신이 가진 간
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전공선택에도 회의감을 느끼게 만
드는 요인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프로그램은 대학과 의료기관이 함께 표
준화된 교육과정을 계발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역들의 간호대
학생을 편의추출하여 연구의 일반화에는 신중함
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과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
며,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전공만족도가 긍정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매개효과를 확인
한 연구이므로 취업 준비생인 타 전공생들과 간
호대학생을 차이를 비교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
다. 둘째,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변화를 확
인하는 종단적 연구로 학년에 따른 진로지도 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들의 간호대
학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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