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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간호관에 직업관

을 결합시킨 것으로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하는 신념, 태도, 지각이다[1]. 즉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직

무 수행의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가 사물과 상황 등을 

지각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간호직무에 대한 만족과 의

의를 찾는 방식과 간호 행동에 대한 기준 또는 평가 틀을 제공해

준다[2]. 이렇듯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게 되는 

전문직업관을 간호전문직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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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으로서 직업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하여야 간호의 직분을 수행

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종사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은 환자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

안을 찾는 임상 의사결정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

에 자주 노출되는 종양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낮추고[3], 신규간호

사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전

문직관은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간호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4].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전문직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에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대학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점차 발달되므로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더불어 간호에 대한 

올바른 태도나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간호의 

미래를 주도하는 간호대학생들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

직관을 형성해야 자신과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직업유지와 간호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간호대학

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임상실습 만족도[5] 등이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에 의

해 임상실습에 어려움이 있거나 간호사의 헌신이 요구되는 변화

된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새로운 변인인 소명과 함께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기 다를 수 있고 각 

개인이 자신의 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직업(job), 경력

(career) 그리고 소명(calling)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을 소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물질적 수입이나 승진 등 결과적인 것보다 자

신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느끼는 개인적 성취감이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6].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 중 전문직과 관련된 관점은 소명으로

서, 소명이란 자신이 선택한 일에 충만감을 느끼고 헌신을 하도록 

하는 목적의식이자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6]. 최근 긍정심리학 측면에서 구성원의 소명의식을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

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을 수단

으로 보지 않았으며, 재정적 보상 수준을 초월하여 직업만족을 느

끼고 직업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7]. 이

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의 소명의식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의미부여와 목적의식으로 간호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간호전

문직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사가 간호에 대해 가지는 신념, 가치, 

생각, 관념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다[8].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잠

재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간호에 대한 정책 결정, 학생들의 진로 

결정, 대중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간호사의 자아 이미지, 

직무만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

이 간호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간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정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에

게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간호사이미

지가 긍정적일 때 간호전문직관은 보다 확고해질 것이라 기대된

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

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도를 말하며

[10],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

성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학과적응과 대학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학

과적응 능력 향상은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게 한다[11]. 따

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

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목표 성취를 위한 행위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12], 간호대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향상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과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사회구성원의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때 보다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공만족도에도 유의

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간호전문직관 연구 동향에서는 간호

전문직 정체성에 자기효능감, 자율성, 자긍심 및 직무만족 등이 

핵심주제로 나타났는데, 특히 간호대학생에서 자기효능감이 주요 

영향 요소였다[5].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에서도 간호전

문직관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지속적인지 자신의 일을 통

해 직업적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소명과 같은 요인의 영향은 어떠

한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고,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하였

을 때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치유에 중추

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

식 변화와 더불어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간호대학생들의 열

망도 고조되어 간호학과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간호학은 다른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어 오히려 자신의 진

로선택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

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간호전문직인 되기 위

한 출발선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

성하고 자신과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직업유지

와 간호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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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이에 기존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향요

인으로 확인되었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과[5]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소명 요인을 최근

의 코로나바이러스-19 상황에서는 전문직관에 영향이 있는지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

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관과 소명의식, 간호

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의

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관과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의식,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간호대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

고 연구자의 연구 접근성을 고려하여 G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

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전수인 389명을 근접모집단으로 하였

다. 이들 중 링크 접속자는 365명(93.8%)이었고, 온라인 설문 작

성자는 360명(92.5%)이었으며, 자료처리가 부적절한 2명의 자료

를 제외한 최종 358명(92.0%)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일반적 특성 9개 변수와 요인수 4개를 

포함하여 총 예측변수 13개,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 

효과크기(effect size) .10으로 했을 때 표본의 크기는 277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인 358명은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

상자 수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도구

● 소명의식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Dik 등[6]의 간편소명척도(Brief Calling 

Scale, BCS)를 Shim과 Yoo [14]가 8개 대학 10개 전공의 한국 

대학생들로부터 조사하여 타당화 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한국판 

소명 척도는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 사회적 지향-

존재의 3개 하위영역, 영역별 3문항씩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해당된다’ 4

점의 Likert 척도로 8번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채점되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m과 Yoo [14]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85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4였다. 

● 간호사이미지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는 Yang [15]이 개발한 간호사이미

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통적 이미지 요인(12문항), 사회적 

이미지 요인(7문항), 전문적 이미지 요인(6문항), 개인적 이미지 

요인(3문항)으로 총 28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이미지 요인 

3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채점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

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Yang [15]의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5였다.  

●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Ha [10]가 만든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 중 Lee [16]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을 선택하여 간호대

학생에게 사용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 도

구는 총 1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Ha [12]의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92였고, Lee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였다.

●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7]에 의해 개발된 일반

적 자기효능척도를 수정 보완한 Oh [1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도구는 새로운 시작(2문항),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6

문항),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려는 의지(5문항), 성취(2문항), 

확신(2문항)의 5개 하위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Sherer 등[17]의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71이었고, Oh [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였다.  

● 간호전문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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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이 개발한 것을 Han 등[19]이 요인

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문항을 축소한 것으로, 간호대

학생과 간호사에게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 도

구는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5개 하위

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1]의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92였고, Han 등[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시작 전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교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CKU-20-01-0111).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까지 약 4주간 G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간

호대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COVID-19 대유행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해 자료수집 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안내하고 

온라인 설문 링크 주소를 공지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자발적으

로 온라인 설문에 접속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설명문에는 연구목

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철회 및 연구자의 연락처 등

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무기명으로 통

계에 활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알렸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는 설명문 하단에 위치한 연구 참여 동

의서에 동의 체크를 한 후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링크 접속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 작성에는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근접모집단 

389명 중 링크 접속자는 365명(93.8%)이었고 이중 온라인 설문 

작성자는 360명(92.5%)이었으며, 자료처리가 부적절한 2명의 자

료를 제외한 최종 358명(92.0%)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양측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

수 각각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측정 변수

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é test 및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1.36±2.87세였고 여학생이 273

명(76.3%)이었다. 1학년 125명(34.9%), 4학년 90명(25.1%), 3학

년 74명(20.7%), 2학년 69명(19.3%)의 순으로 학년별 분포를 보

였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221명(61.7%)이었다. 지난 학기 성적이 

3.0～3.5인 학생이 145명(40.5%) 이었으며 자신의 성격이 긍정적

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52명(70.4%)이었다. 간호학 선택 동기

는 취업에 유리 134명(37.4%), 적성과 흥미 123명(34.4%), 봉사

할 수 있는 직업 44명(12.3%), 가족의 권유 42명(11.7%), 입시성

적 15명(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학생이 325명(90.8%)이었고, 가족 중 간호사가 있는 학생은 

89명(24.9%)이었다(Table 1).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소명의식은 응답범위 1～4점 사이에 평균 2.87± 

0.43점이었으며, 간호사이미지는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96±0.54점이었다. 전공만족도는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92±0.65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54±0.61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응답범위 1～5점 사이에 

평균 3.56±0.5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간호전문직관은 연령(F=3.96, p=.020), 학년(F=3.31, p=.001), 

성격(F=8.63, p<.001), 간호학 선택동기(F=6.39, p<.001), 간호학

에 대한 본인의 생각(t=6.0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3).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간호전문직관은 소명의식(r=.51, p<.001), 간호사이미지(r=.53, 

p<.001), 전공만족도(r=.65, p<.001), 자기효능감(r=.20, p<.001)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명의식은 간호사이미지(r=.35, 

p<.001), 전공만족도(r=.54, p<.001), 자기효능감(r=.29, p<.001) 

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사이미지는 전공만족도

(r=.53, p<.001), 자기효능감(r=.32, p<.001)간, 전공만족도는 자기

효능감(r=.37, p<.001)간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소명

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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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관이 높았다(Table 4).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

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

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오차항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P-P 도표

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를 보였으며 등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도

표를 확인한 결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

정을 위해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을 검토한 결과 1.991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Age (year)

≤19 106 29.6

 21.36±2.8720～22 163 45.5

≥23 89 24.9

Gender
Female 273 76.3

Male 85 23.7

Grade

Freshman 125 34.9

Sophomore 69 19.3

Junior 74 20.7

Senior 90 25.1

Religion

Protestantism  83 23.2

Catholic 38 10.6

Buddhism 16  4.5

None 221 61.7

Last semester’s credit

>4.0 27  7.5

3.5～4.0 64 17.9

3.0～3.5 145 40.5

<3.0 122 34.1

Personality

Very positive  56 15.6

Positive 252 70.4

Negative 50 14.0

Motive for selecting nursing as a
major

Aptitude & interest 123 34.4

Entrance examination result 15  4.2

Family recommendation 42 11.7

Advantage to being employed 134 37.4

Servable occupation 44 12.3

Opinion on nursing 
Positive 325 90.8 

Negative 33  9.2

Presence of nurses in the family
Yes 89 24.9

No 269 75.1

Table 2. Level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358)

Variables Mean±SD Min Max Range

Calling 2.87±0.43 1.33 4.00 1～4

Nurses’ image 3.96±0.54 1.43 5.00 1～5

Satisfaction in major 3.92±0.65 1.00 5.00 1～5

Self-efficacy 3.54±0.61 1.82 5.00 1～5

Nursing professionalism 3.56±0.54 1.00 5.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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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 or F (p) Scheffé

Age

≤19a 106 29.6 3.58±0.39
3.96

(.020)
a>b20～22b 163 45.5 3.51±0.54

≥23c 89 24.9 3.51±0.64

Gender
Female 273  76.3 3.56±0.49 0.35

(.729)Male 85 23.7 3.54±0.67

Grade

Freshmana 125 34.9 3.69±0.42

3.31
(.001)

c>a
Sophomoreb 69 19.3 3.53±0.58

Juniorc 74 20.7 3.38±0.64

Seniord 90 25.1 3.54±0.52

Religion

Protestantisma 83 23.2 3.59±0.66

0.62
(.606)

Catholicb 38 10.6 3.45±0.65

Buddhismc 16 4.5 3.57±0.47

Noned 221 61.7 3.56±0.46

Last semester’s credit

>4.0 27 7.5 3.52±0.62

0.55
(.651)

3.5～4.0 64 17.9 3.50±0.51

3.0～3.5 145 40.5 3.55±0.56

<3.0 122 34.1 3.60±0.50

One’s personality

Very positivea 56 15.6 3.79±0.77
8.63

(<.001)
a>b,cPositiveb 252 70.4 3.54±0.47

Negativec 50 14.0 3.37±0.41

Motivation to be a 
nurse

Aptitude & interesta 123 34.4 3.66±0.50

6.39
(<.001)

a,e>d>b

Entrance examination resultb 15 4.2 3.15±0.67

Family recommendationc 42 11.7 3.47±0.46

Advantage to employmentd 134 37.4 3.48±0.52

Serviceable occupatione 44 12.3 3.79±0.53

Opinion on nursing 
Positive 325 90.8 3.61±0.50 6.03

(<.001)Negative 33 9.2 3.05±0.64

Presence of nurses in 
the family

Yes 89 24.9 3.52±0.54 -0.70
(.486)No 269 75.1 3.57±0.53

Table 4. Correlations among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358)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r (p)

Calling 1

Nurses’ image
.35

(<.001)
1

Satisfaction in major
.54

(<.001)
.53

(<.001)
1

Self-efficacy
.29

(<.001)
.32

(<.001)
.37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51

(<.001)
.53

(<.001)
.65

(<.001)
.20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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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04-4.838로 10보다 작았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207-0.906

으로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켰다.

1단계에서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독립된 변수는 일반적 특성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학년, 성격, 간호학 선택동기, 간

호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그 결과 

1학년(β=.16, p=.031), 매우 긍정적인 성격(β=.19, p=.005), 간호

학 선택동기 중 적성과 흥미(β=.38, p<.001), 가족의 권유(β=.20, 

p=.012), 취업이 잘 되어서(β=.30, p=.005), 남에게 봉사할 수 있

는 직업이어서(β=.34, p<.001)와 간호학에 대한 긍적정인 생각(β

=.27,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들 변수는 

간호전문직관을 16% 설명하였다(F=7.25, p<.001). 

2단계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소명의

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

는데 전공만족도(β=.44, p<.001), 간호사이미지(β=.26, p<.001), 

소명의식(β=.21, p<.001), 자기효능감(β=-.14, p=.002), 간호학 선

택동기 중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β=.15, p=.02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1단계에서 2단계로 추가된 

설명력(∆R²)은 35%였고 이 들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51% 

(F=25.58, p<.001)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소명의식, 간호

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방안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수준은 3.56점으로 Ko [20]의 4.08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이 COVID-19에 의한 수도권 감염인구 

증가로 임상실습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간호사들이 감

염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알려지면

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 특

히 임상 실습에 차질을 경험한 3학년의 경우와 본인의 성격이 부

정적이라고 응답한 그룹,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동기가 전공에 대

한 적성과 흥미가 아닌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였거나 부모의 권유 

또는 취업이 잘 되어서 선택한 그룹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보다 낮

게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COVID-19 감염증 전파 초기인 5～7월

에 시행된 Lee와 Lim [21]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 

전 4.09점에서 임상 실습 후 4.37점으로 나타나 조사 시점과 지역 

및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p   p

(Constant) <.001 .025

Age .03 .616  .02 .742

Grade (Freshman)* .16 .031 -.08 .153

Grade (Sophomore)* .04 .510 -.03 .554

Grade (Senior)* .07 .307 -.03 .620

Personality (Very positive)* .19 .005  .09 .113

Personality (Positive)* .09 .199  .03 .635

Motive for selecting nursing as a major (Aptitude & interest)* .38 <.001  .14 .095

Motive for selecting nursing as a major (Family recommendation)* .20 <.001  .08 .210

Motive for selecting nursing as a major (Advantage to being employed)* .30 .005  .12 .133

Motive for selecting nursing as a major (Servable occupation)* .34 <.001  .15 .020

Opinion on nursing* .27 <.001 -.01 .864

Calling  .21 <.001

Nurses’ image  .26 <.001

Satisfaction in major  .44 <.001

Self-efficacy  .14 .002

R² .19 .53

Adj R² .16 .51

∆R² .35

F (p) 7.25 (<.001) 25.58 (<.001)
*Dummy variable: Class (0=Junior), Motive selecting nursing as a major (0=Entrance examination result), Opinion on nursing (0=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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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문직관이 간호대학생

들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혈액투석실 간호사들의 경우에

는 3.48점을[22], 지방의료원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3.46점으로 나

타나[23] 간호사로 사회화되어 갈수록 전문직관이 낮아지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문직관의 하위요소인 간호의 독자성

과 사회적 인식이 두 연구 모두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간호사

들이 직무 수행 중 인식하게 되는 간호의 독자성 정도와 전문직

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전환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현실 충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임상

현장에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 간호전문직관은 크게 간호사 개인적 차원, 간호사가 속

해있는 간호조직적 차원 및 학계와 협회와 같은 간호전문직 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첫째, 간호사 개인적 차원에

서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

호 전문지식 개발을 위한 활발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이타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봉사정신과 간

호사 특유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

조직적 차원에서는 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

록 체계적인 교육 및 경력개발 제도를 수립하고 역할에 따른 정

당한 보상과 인정체계를 갖추며, 다양한 보건의료인과 협력하여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와 과도한 직무요구를 줄이기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계와 협회 등의 전문직 

단체에서는 미래사회에서도 간호사들이 전문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 단체별 전문성 강

화를 위한 활동과 간호사들의 권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최종 모형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전공만족도였다. 전공만

족도는 3.92점으로 Kang과 Ko [24]의 3.95점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 자신의 성격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그룹, 전공선택을 적성과 흥미에 따라 

했거나 봉사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고 한 그룹, 간호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COVID-19로 임

상실습을 시행하지 못한 3학년에서 전공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이미지, 임상수행능력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

고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므로 전공만

족도 향상방안이 필요하다. 타 전공 분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 등[2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선택 동기와 대학생활 만

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교수님들의 전공지식과 열정’ 

또는 ‘교수진(강사) 수준’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중요하

다는 것이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전공만

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공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질 향상과 교

수역량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이미지는 1～4학년 간호대학생 평균 3.96점으로 도

구 개발 당시 일반인에게 측정한 이미지 3.23점[15]보다 높았고, 

Lee와 Lim [2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전 측정한 4.17점보다는 낮

은 수준을 보였다. 간호사이미지는 간호교육의 4년제 일원화와 

간호교육인증평가 등에 의한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높은 

취업률 등으로 인해 점점 더 긍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COVID-19 팬데믹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여부 및 간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요

인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신

입생, 자신의 성격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그룹, 전공선택을 

적성과 흥미에 따라 했거나 봉사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고 한 그

룹, 간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간호사이미지가 높

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교과지도와 개

별적인 상담 및 지도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Lee와 Lim [26]

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전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영역 중 간호직

의 전망이나 사회적 이미지는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COVID-19

에 대한 감염위험 부담은 있었으나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하며 임

상실습을 수행한 이후 간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는 실습 전보다 높

게 향상되었고 간호전문직관도 함께 향상되었다. 이는 COVID-19

가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상실습을 시행한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전문적이면서도 헌신하는 간

호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체험적 교육을 통해 간호사이미지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방호복 차림의 화투 사진’에 나타난 간

호사의 모습과 같이 93세 코로나 환자의 외로움과 무기력을 돌보

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채 화투를 들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과 이

에 대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회적 인식은 간호사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간호

대학생 교육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간호 사례를 제시해주는 것은 

간호사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인 소명의식은 2.87점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명의식 연구는 드물어 

다양한 연구 간의 비교가 어려웠으나 5점 척도로 측정한 Lee와 

Je [27]의 3.45점과 유사하게 중간이상의 소명의식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저학년인 경우, 기독교 종교를 가진 경

우, 자신의 성격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경우와 전공을 흥미와 적

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경우와 봉사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경우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소명의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간호

대학생의 소명의식에 대한 특성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학생 집단을 포함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

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은 대학에서의 학업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4],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목적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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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며 현실적인 적응을 위해 준비하는 등 진로선택과 준비에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27]. 또한 간호대학생

의 소명의식은 감성지능, 전공몰입도 및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관

계가 있다고 하는 등[28] 소명의식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므로 

이를 반영한 교육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5점 척도로 측정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소명의식은 3.22점으로 나타나[13] 간호대학

생들의 소명의식 수준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전문직관에 대

한 인식 차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간호대학생과 임상간호사들이 

간호전문직에 더욱 사회화되어 갈수록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은 

저하되는 괴리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간

호사의 소명의식은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

인되고 있으므로[13], 간호대학생들과 간호사들은 교육과정과 임

상실무 수행 과정에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소명의식을 증대시킬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인 자기효능감 수준은 

3.54점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Choi 등[29]의 3.56점보다 약

간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자신의 성격을 매우 긍정적이

라고 평가한 그룹, 전공선택을 적성과 흥미에 따라 했거나 봉사할 

수 있어서 선택했다고 한 그룹, 간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룹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간호

술기술 수행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통적으

로 확인되므로[29] 간호교육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고려한 

교육수준과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경

우 간호사의 소명의식은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되어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므로[13], 자기효능감을 능가하는 지나친 직무요구는 

소명의식의 영향이 제한될 수 있어 적절한 업무량과 근무환경 조

성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

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선택 동기가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과 전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소명의식 및 자기효능감이었으

며, 이들의 설명력은 50.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셀

프리더십, 의사소통, 임상역량,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율성 등이 

핵심요소로 나타나기도 하여[5]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

생의 전문직관 향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식, 기술, 태도

의 모든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을 하는데 반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COVID-19로 실습교육의 제한과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에 

실시되어 교수학습을 통한 간호전문직관 개발과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전파 전후에 수행되었던 최근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주요 연구 변

수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으

며, 이에 소명의식이 더해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영향요인

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높일 수 있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소명

의식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대학

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제 변수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

도 및 자기효능감과 모두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또한 전공만

족도, 간호사이미지, 소명의식,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고 이 들 변수가 간호전문직관을 

51%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역할을 

다하는 소명의식을 높이고, 이에 따른 긍정적인 간호사이미지를 

제고 할 뿐만 아니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간호교

육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내용과 수준의 간호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에서도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개인적 차원, 간호조직적 차원, 학계와 전문직 단체 

차원에서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미래의 간

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COVID-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간호사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었던 

시기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과, 현대사회에서 유효한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

는 설명력 높은 요인들을 확인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역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

효능감의 요소를 고려한 간호전문직관 향상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 뿐 아니라 임상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향상

을 위해 개인적, 간호조직적, 전문가 단체 차원의 간호전문직관 

향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이 규 은  외

46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None 

Acknowledgements  

None

Supplementary materials 

None

References

 1.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https://doi.org/10.4040/jkan. 

2005.35.6.1091

 2. Weis D, Schank MJ. Toward build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in professional values. Nurse Education Today. 

1997;17(5):366-369. https://doi.org/10.1016/s0260-6917(97)8 

0096-2

 3. Ko EK, Kim HY, Kim GS, Kim RS, So HS. Burnout amongst 

nurses in cancer wards: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Asian Oncology Nursing. 

2018;18(4):214-223. https://doi.org/10.5388/aon.2018.18.4.214

 4. Hallin K, Danielson E.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8;61(1):62-70. https://doi.org/10.1111/j.1365-2648. 

2007.04466.x 

 5. Park CS. Trends in the study of nursing professionals in 

Korea: A convergence study of text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1;12(9):295-305. https://doi.org/10.15207/JKCS.2021.12.9.295

 6. Dik BJ, Duffy RD.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009;37(3):424-450. https://doi.org/10.1177/001 

1000008316430

 7. Dik BJ, Eldridge BM, Steger MF, Duffy R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2;20(3):242-263. https://doi.org/10.1177/106 

9072711434410

 8. Yun EJ. A study on professional nursing image of nursing 

unit manager: Q-methodology approach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1995. p. 1-170.   

 9. Kalisch BJ, Begeby S, Neumann S. The image of nurse on 

internet. Nursing Outlook. 2007;55(4):182-188. https://doi.org/10. 

1016/j.outlook.2006.09.002

10.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p. 1-87.

11. Oh J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 

14(10):873-884.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73

12. Bandura A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84(2):191-215. 

https://doi.org/10.1037/0033-295X.84.2.191

13. Kim HW, Han SJ.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lling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9;25(3):220-228.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3.220

14. Shim YR, Yoo S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2;24(4):847-872.

15. Yang IS.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98;4(2):289-306. 

16. Lee DJ.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4. p. 1-59. 

17. Sherer M, Maddux JE, Merchanda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51(2):663-671.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18. Oh H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1993;23(4):617-630. https://doi.org/10.4040/jnas.1993. 

23.4.617

19.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Education. 2008;14(1):73-79. https://doi.org/10.5977/JKASNE. 

2008.14.1.073

20. Ko MS.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19;14(2):85-92. https://doi.org/ 

10.15715/kjhcom.2019.14.2.8145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47

21. Lee OS, Lim JH.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19(5):479-488. https://doi.org/10. 

14400/JDC.2021.19.5.479

22. Jung SJ, Jeong JH. Influence of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on patient safety culture of 

nurses in hemodialysis uni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9;25(1):98-105. https://doi.org/10.22650/ 

JKCNR.2019.25.1.98

23. Lee JS, Kim GM, Kim EJ, Chang SJ. Factors affecting 

patient-centered nursing in regional public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0;26(2):185-195. 

https://doi.org/10.14370/jewnr.2020.26.2.185

24. Kang KS, Ko YS.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the Offic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2016;11(2):179-189. 

https://doi.org/10.15715/kjhcom.2016.11.2.179 

25. Seo MS, Jung JH, Ahn SS.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to choose their career and improve 

satisfaction in college lif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2021;11(2):109-130. https://doi.org/10.35273/jec.2021. 

11.2.005

26. Lee OS, Lim JH.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19(5):479-488. https://doi.org/10. 

14400/JDC.2021.19.5.479

27. Lee SY, Je SB. The effect of career values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2020;11(5):231-245. 

https://doi.org/10.22143/HSS21.11.5.17

28. Park HS. Associations of vocational call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commitment with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major 

commi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8;27(4):332-341. https://doi.org/ 

10.12934/jkpmhn.2018.27.4.332

29. Choi GH, Hong MJ, Kwon SH.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9;26(2):107-116. https://doi.org/10.7739/jkafn.2019.26.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