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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앞두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간호윤리 가치관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윤리 가치관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C시 소재 두 개 간호대학생 275명을 편의 표집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고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는 
중간 이상이었으며 간호윤리 가치관은 의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간호윤리 가치관, 전공
만족도와 대상자영역은 매우 낮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간호전문직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확고한 간호윤리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만족도, 간호윤리, 가치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so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so that the correct open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raining courses was to try to provide the basic data. Data were collected from 275 
nursing department student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Bonferroni'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the SPSS/WIN 18.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was more than the middle, the subjects were taking positions of responsibility. Nursing ethics 
values and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subject areas showed a very low correlat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erefore, to enhance self-efficacy and nursing students 
that can be sustained by developing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for nursing professionals to meet and 
establish a firm that values   nursing ethics is urgent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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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회의 취업난이 가 되면서 학 입시의 공 

선택 시 취업률이 우수한 공을 우선시하는 분 기가 

확산되어, 간호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양산되고 있다. 즉, 졸업 후 신규간호사의 

직장 조기이탈 상이 만연화 되고 있으며 불규칙한 교

시간, 과다한 업무, 의견수렴 창구의 부재, 만족스럽지 

못한 여, 인 계의 어려움 등 문직에 한 상실감

을 느끼고[1], 간호사에 한 낮은 직업만족도로 인하여 

높은 이직의도를 갖게 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었다[2]. 

이러한 결과들을 쇄신하기 해서는 공학과를 선택

할 당시, 성 과 별개로 공 성 부합정도, 심, 열정, 

그리고 미래에 한 확신과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실 으로 그러한 숙고를 하여 간호학과를 지원하

는 학생이 많지 않으며, 본인의 열망으로 지원을 하 더

라도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난 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어떠한 선택으로 진로를 결정하 든 간에 

간호사라는 직업에 한 가치와 개념에 하여 심도 있

는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하여 좀 

더 확신을 갖고, 성공 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개

념이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기 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자원 

 행동 차를 얼마나 활용 할 수 있는가에 한 자신의 

단, 는 신념이며[4], 인간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그 일을 계속할 것

인가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5]. 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

하는 능력에 한 신념과 계가 있으며[6], 학생들이 스

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학습에 임할 때 보다 

많은 결과를 얻는다.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므로[7] 향후 지속 인 학업  직업 지속가

능성을 해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해 학년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악이 우선되

어야 한다.

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공에 한 기 치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가에 한 수 과 개인과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평가정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기 , 진로, 그리고 직업 거 집단

에 한 단은 사회  인식에 의해 향을 받으며 그러

한 사회  인식에 한 개인의 지각이 공만족에 향

을 미친다[8]. 학생들은 자신의 공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자

신의 결정에 해 편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9]. 공만

족은 개인이 선택한 진로  직업에 한 기 과 비교하

여 재 자신이 소속한 공학과를 평가하는 단과정의 

산물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재 소속된 

공학과가 자신의 생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는 

직업에 한 기 과 일치한다면 공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8]. 즉, 공에 한 충분한 탐색 없이 과 한 문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면, 공만족도는 낮아지게 되고 

이는 자퇴나 졸업 후 공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연결되는 것이다[10]. 따라서 공만족은 공학생

의 도이탈을 막는데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윤리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면서 윤리  딜 마를 경험하고 있으며[11], 

다른 직업군에 비해 좀 더 높은 수 의 도덕  민감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가치 을 형성하여 윤리  

책임을 갖도록 학생들을 비시키는 것은 문직 역할을 

한 요한 부분이다[12]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육 과

정에서 윤리에 한 교육은 상당히 미흡한 수 으로 제

공되고 있으며, 간호  의료 문직에서도 질문과 탐구 

장려  가치문제의 고민보다는 교조주의  교육방식의 

채택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도덕발달을 억제하고 있

다[13]. 이는, 재 의료계에서 생명과 인간존 에 어 나

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들과 무 하지 않

으며, 이것이 환자의 권리나 이익보호와 련하여 단

해야 하는 의료실무자들에게 윤리의식에 한 가치충돌

이라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14]. 이 때에 간호사의 

행동선택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윤리이론, 윤리원칙, 윤리

규칙 등이 있다. 그  윤리이론은 공리주의와 의무주의

로 나뉘는데 의사결정 시 공리주의 입장은 무엇이 최선

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심이 있는 반

면 의무주의 입장은 행 의 결과보다 행도의 형태나 본

질에 더 심이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지고 존

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15]. 따라서 

미래의 간호를 책임질 학생들의 간호윤리 가치 을 확인

하고 올바른 윤리 을 확립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실한 

상황이며, 그에 앞서 임상실습  학생들의 간호윤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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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자기효능감이나 

공에 한 심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윤리의식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설하

지 않으며[14], 간호사의 윤리  딜 마가 낮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으므로[15] 학생들에게 간호윤리에 한 올

바른 가치 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은 미래의 임상 장

에서 윤리  딜 마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간호윤리 가치 에 한 논문들이 의료인이나 보건계

열 학생을 상으로 연구되어왔으나[2,8,16] 자기효능

감과 공만족도와의 연 성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다. 이에 임상실습을 앞두고 있는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간호윤리 가치 을 악하고,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  간호윤리 가치 의 상

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윤리 가치

확립을 한 교육과정 개설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시 두 개 학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간호윤리 가치 을 조사 분석한 서술  상

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지역 소재 두 개 학에 재학 인 임

상실습 나가기  간호학생 1, 2학년 275명을 상으로 

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1일부터 10월10일까

지이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윤리  측면

의 고려를 해 연구의 목 과 자료의 비 보장을 설명

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연

구 상자에게 직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 다. 설문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인  사유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으

면 언제든지 단할 수 있고, 연구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주었다. 

상자 표본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근거로 

correlation을 한 효과크기 .3, 유의수  .05, 검정력 .95

로 하 을 때 134명이며 배부한 296부  무응답, 불성실

한 응답을 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종 으로 275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여 본 연구 상자 수는 275명이

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사용한 도구는 설

문지로,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18]이 학생을 상

으로 개발한 36문항 척도를 홍혜 [19]이 일부 수정하고 

번안한 도구로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  그 지 않

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Likert 척도로서 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89 이었다.

공만족도는 하혜숙[8]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Likert 

5  척도로 구성된 학과만족 도구  공만족 련 18문

항을 추출하여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85 이었다.

간호윤리 가치 은 이 숙[20]이 고안한 도구를 토

로 최 란[21]이 수정한 도구로서 인간생명 역 8문항, 

업무 계 역 5문항, 상자 계 역 5문항 동자

계 역 4문항의 4개 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 각 문항을 의무주의 입장과 공리주의 입장 두 역으

로 구분하 는데 의무주의란 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행 의 간호윤리문제를 래하는 모든 상황에서 반

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도리를 말한다. 공리주의는 임상

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호행 의 간호윤리 문제를 래

하는 모든 상황에서 결과 으로 최 의 이득을 가져오는 

행 가 도덕 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가 높

을수록 의무주의 입장을, 수가 낮을수록 공리주의 입

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7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자기효

능감, 공만족도, 간호윤리 가치 은 빈도, 백분율, 산술

평균, 표 편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 다. 상

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공만족도, 자기효능감, 간호

윤리 가치 의 차이는 t-test, ANOVA  bonferroni 사

후 검정으로 분석하 다. 자기효능감과 간호윤리 가치 , 

공만족도와 간호윤리 가치 간의 계는 Pe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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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or 
M±SD
(Range)  

Age(yr)
20.48±4.64
(17-53)

Grade
1st 142(51.6)

2nd 133(48.4)

Gender
Male  25( 9.1)

Female 250(90.9)

Religion
Yes 155(56.4)

No 120(43.6)

Health state

Very good  68(24.7)

Good 149(54.2)

Moderate  46(16.7)

Bad  12( 4.4)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High school
grades

 12( 4.4)

Aptitudes and
interests oneself

111(40.4)

The advice of
others

 60(21.8)

Employment  59(21.5) 

Social service job  17( 6.2)

Deep impression on nursing  13( 4.7)

Etc.   3( 1.1)

Economic status

High   10(3.6)

Middle 207(75.3)

Low  58(21.1)

The form of live

Family 182(66.2)

Relative   5( 1.8)

Lodging/Dormitory  15( 5.5)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73(26.5)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17(42.5)

Satisfaction 152(55.3)

Average   5( 1.8)

Dissatisfaction   1( 0.4)

One's associates

Very good  87(31.7)

Good 159(57.8)

Moderate  29(10.5)

The presence of 
family members or 
relatives nurses

Yes 109(39.6)

No 166(60.4)

My personality

Very positive  62(22.5)

Positive 188(68.4)

Negative  15( 5.5)

Negative side  10( 3.6)

Thinking about 
Nursing

Very positive 117(42.5)

Positive 152(55.3)

Negative   6( 2.2)

Work where you 
want

General Hospital 202(73.5)

Official  31(11.3)

Industries   6( 2.2)

Overseas  15( 5.5)

Etc.  21( 7.6)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나이는 17-53세 사이이며 평균 20.48세

(SD=4.64)이었다.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과반수이었으며, 

남학생의 비율은 9.1%(25명)이었다. 78.9%(217명)가 자

신이 건강하다고 답하 으며, 성이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은 40%(111명) 이상이었고 75.3%(207명)가 

경제 상태를 간이라고 하 다. 66.2%(182명)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97.8%(269명)에서 간호학

을 만족스러워했다. 교우 계는 보통이상 수 으로 사이

가 원만하 으며, 90.9%(250명)에서 자신의 성격을 정

이라고 하 다. 2.2%(6명)를 제외하고는 간호학에 

하여 정 이었으며, 73.5%(202명)가 종합병원에 취업

을 희망하 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5)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호윤

리 가치관

상자의 자기효능감 수는 48-115  사이이며 평균 

80.03(SD=12.11) 이었고 공만족도 수는 41-91  사

이이고 평균 75.93(SD=8.32) 이었다. 그리고 간호윤리 

가치 수는 52-104  사이이며 평균 79.34(SD=8.87)

으로 의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세부항목을 볼 때 동자 역이 가장 의무주의 입장

이었고 그 다음으로 상자 계 역, 업무 계 역, 인

간생명 역 순서이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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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reas M±SD Range  

Self-Efficacy  80.03±12.11 48-115

Major Satisfaction  75.93± 8.32 41- 91

Nursing ethical values

 79.34± 8.87 52-104

The area of a 
human life

 27.11± 5.36 13-40

The area of a 

task relationship
 17.19± 3.19  8-25

The area of a 
patient 

relationship

 18.60± 2.50 12-28

The area of a 
co-worker

relationships

 16.42± 2.17 10-20

Variables Categories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M±SD
t/F(p)
bonferroni

M±SD
t/F(p)
bonferroni

Grade
1st 78.40±11.05 -1.94

(.053)

73.82±7.73
-4.27(***)

2nd 81.22±12.67 77.97±8.18

Gender
Male 86.64±11.83 -2.89

(**)

78.68±8.20
-1.73(.084)

Female 79.37±11.96 75.66±8.30

Religion
Yes 81.11±11.36 1.68

(.093)

76.60±8.48
1.51(.131)

No 78.64±12.93 75.07±8.08

Health
state

Very
good

a 85.11±14.07
7.52
(***)
a>b, c, d

78.20±9.12

3.59(*)Goodb 79.55±10.80 75.80±7.72

Moderatec 75.56±10.97 74.15±8.24

Bad
d

74.41±10.01 71.58±8.60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High 
school 
gradesa

77.50±10.87

3.48(**)
b>d

75.58± 6.84

6.22(***)
b>c, d

Aptitudes 
and 

interests 
oneselfb

83.35±11.13 79.04± 7.10

The 
advice of 

78.68±14.38 74.20± 9.2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N=27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도 및 간호윤리 가치관

자기효능감은 성별(t=-2.89, p=.004), 자신의 건강에 

한 생각(F=7.52, p<.001), 간호학 선택이유(F=3.48, 

p=.002), 동거형태(F=6.98, p<.001), 공만족도(F=15.31, 

p<.001), 교우 계(F=25.46, p<.001), 성격(F=29.39, 

p<.001) 그리고 간호학에 한 생각(F=21.45, p<.00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만족도는 학년(t=-4.27, 

p<.001), 자신의 건강에 한 생각(F=3.59, p=.014), 간호

학 선택이유(F=6.22, p<.001), 동거형태(F=3.59, p=.014), 

공만족도(F=52.01, p<.001), 교우 계(F=20.71, 

p<.001), 성격(F=9.80, p<.001), 간호학에 한 생각

(F=36.12, p<.001), 그리고 취업하고 싶은 곳(F=2.45, 

p=0.46)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윤리 가치 은 교

우 계(F=6.41, p=.002)와 성격(F=4.33, p=.005)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F=4.50, p=.013).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수가 높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건

강하다, 보통이다, 나쁘다라고 답한 집단에 비해 자기효

능감이 높았으며 성으로 간호학을 선택한 집단의 자기

효능감이 취업이 잘되어 선택한 집단에 비해 높았다. 

공에 하여 매우 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집단에 비해 수가 높았다. 한 

교우 계가 매우 좋은 집단이 그 외 집단에 비하여 공

만족도가 높았고 성격이 매우 정 인 집단이 정 이

거나 부정 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간호학에 한 생

각이 매우 정 인 집단이 정 이거나 부정 인 집단

에 비해 높았다. 

공만족도는 2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수가 가

장 높았으나 사후검정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성에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집단이 타인의 권유나 취업이 

잘되어서 선택한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그리고 기숙사

나 하숙하는 집단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집단에 비해 

공만족도가 높았고 공에 하여 매우 만족하는 집단

이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집단에 비

해 수가 높았다. 한 교우 계가 매우 좋은 집단이 그 

외 집단에 비하여 공만족도가 높았고 성격이 매우 

정 인 집단이 정 이거나 부정 인 집단에 비해 높았

으며, 간호학에 한 생각이 매우 정 인 집단이 정

이거나 부정 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

후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종합병원에 취업을 원

하는 집단의 공만족도 수가 가장 높았다. 

간호윤리 가치 은 교우 계가 매우 좋은 집단이 그 

외 집단에 비하여 의무주의 입장이었으며, 성격이 매우 

정 인 집단이 정 인 집단에 비해 높아 의무주의 입

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3><Table 4>.

<Table 3>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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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c

Employme
ntd

75.18±10.52 71.81± 7.91

Social

service 
jobe

79.70±11.19 77.29± 7.73

Deep

impressio
n on

nursingf

82.92±11.35 75.46± 8.64

Etc.g 79.33± 8.32 72.66± 7.50

Economic
status

High 80.70± 8.24

.83(.433)

76.20± 8.16

.20(.812)Middle 80.51±12.38 76.10± 8.21

Low 78.20±11.64 75.31± 8.87

The form
of live

Family
a
78.48±11.60

6.98***
d>a, b, c

74.98±8.15

3.59(*)
a<d

Relativeb 73.40± 6.65 78.20±8.22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c

82.02±12.17 77.04±8.41

Lodging/
Dormitory

d
91.40±12.19 81.40±7.86

Major

Satisfactio
n

Very

satisfieda
86.20±12.27

15.31***
a>b, c, d

82.27± 5.77

52.011(***
)

a>b, c, d

Satisfactio
n
b 78.32±10.62 74.58± 6.69

Averagec 74.60±11.22 69.43± 8.07

Dissatisfa
ctiond

67.83±10.57 60.33± 7.81

One's 
associates

Very
good

a 86.51±12.59 25.461
***
a>b, c

80.18± 7.51 20.711(***
)

a>b, cGoodb 78.01±10.59 74.43± 7.35

Moderatec 71.65± 9.36 71.44±10.52

The 
presence of 
family 
members 
or relatives 
nurses

Yes 80.60±11.84

.63(.529)

76.21±8.60

.43(.661)
No 79.66±12.30 75.75±8.16

My

personality

Very

positivea
89.00±11.49

29.391
***

a>b, c, d

80.75± 7.56

9.801(***)
a>b, c

Positive
b
78.88± 9.91 74.54± 8.19

Negativec 65.80± 8.61 74.66± 7.19

Negative 
sided

67.40±17.69 74.10± 6.38

Thinking 
about

Nursing

Very

positivea
84.92±11.95 21.451

***
a>b, c

79.94± 7.26 36.121(***
)

a>b, cPositiveb 76.80±10.81 73.40± 7.52

Negative
c
66.50± 9.58 62.16± 8.44

Work

where

you

want

General

Hospital
80.39±12.76

.81(.518)

76.50± 8.17

2.45(*)
Official 77.61± 9.88 73.80± 7.89

Industries 74.33± 8.28 67.16± 7.73

Overseas 82.26± 9.13 76.20± 7.86

Etc. 80.19±11.26 76.00± 9.71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ethics values

M±SD
t/F(p)
bonferroni

Grade
1st 80.22±9.11

1.86(.063)
2nd 78.22±8.45

Gender
Male 81.92±9.83 -1.52

(.128)Female 79.08±8.75

Religion
Yes 79.50±9.46

.35(.722)
No 79.12±8.09

Health state

Very good 80.54±9.87

1.16(.324)
Good 78.88±8.55

Moderate 78.30±8.53

Bad 82.16±7.77

Select the reason
for department

High school 
grades

78.91± 6.59

.98(.438)

Aptitudes and 
interests oneself

79.27± 9.57

The advice of 
others

79.41± 8.44

Employment 77.79± 8.38

Social service job 81.88± 9.89

Deep impression 
on nursing

82.30± 7.60

Etc. 85.00± 2.64

Economic status

High 76.40±10.15

.70(.493)Middle 79.29± 8.46

Low 80.00±10.07

The form of live

Family 79.12± 8.70

.53(.659)

Relative 76.60±13.04

Live apart from 
One's own family

80.28± 9.12

Lodging/Dormitor
y

78.33± 8.76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81.25± 9.89

3.16(*)Satisfactionb 78.39± 8.24

Averagec 77.73± 8.10

Dissatisfactiond 84.83± 7.67

One's associates

Very
gooda

81.93± 9.32
6.41(**)
a>b, cGoodb 78.48± 8.67

Moderatec 76.27± 6.71

The presence of 
family members 
or relatives 
nurses

Yes 78.97±9.30

-.55(.577)
No 79.58±8.60

My

personality

Very

positivea
82.37±10.29

4.33(**)
a>bPositiveb 78.33± 8.36

Negativec 76.93± 6.12

Negative sided 83.10± 7.51

Thinking about

Nursing

Very positive 79.75± 9.89

1.06(.346)Positive 78.85± 7.89

Negative 83.66±11.48

* p<.05, ** p<.01, *** p<.001

<Table 4> Nursing ethics valu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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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where you

want

General Hospital 79.75± 8.59

.90(.461)

Official 79.80± 8.78

Industries 78.16±11.58

Overseas 76.40±11.90

Etc. 77.09± 8.64

Major Satisfaction

r(p)

Nursing ethics 

values

r(p)

The area of a 

human life

r(p)

The area of a task 

relationship

r(p)

The area of a 

patient relationship

r(p)

The area of a 

co-worker

relationship

r(p)

Self-Efficacy  .42(***) .15(*) 
.09

(.136)

 .05

(.334)
 .19(**)

.10

(.094)

Major Satisfaction .11(.063)
.66

(.279)

 .02

(.723)
 .13(*)

 .11

(.052)

* p<.05, ** p<.01, *** p<.001

<Table 5>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 p<.05, ** p<.01, *** p<.001

3.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윤리 가치관, 

전공 만족도와 간호윤리 가치관간의 상관

관계

자기효능감은 간호윤리 가치 과 하부 역  상자

역에서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으나(r=.15 

p=.001, r=.19 p=.001) 상 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고, 공만족도 역시 간호윤리 가치  하부 역  

상자 역과 유의한 양의 상 계이었으나(r=.13 

p=.027) 매우 낮은 상 계를 보 다<Table 5>.

4. 고찰

간호학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와 박애주의, 생명존

을 기본이념으로 발 되어왔기 때문에 간호실무 능력 뿐 

아니라, 고도의 간호윤리가 강조되는 문직이다[22]. 윤

리  단이 요구되는 간호상황에서 올바른 윤리  가치

의 확립이 제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육과정에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간호 학생

의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간호윤리 가치 의 계

를 살펴 으로써 올바른 간호윤리 가치 확립을 한 교

육과정 개설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자기효능감 수는 평균 80.03 으로 간 수인 6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석소  

외[2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뿐

만 아니라 무용 공 여 생을 상으로 한 김상국과 정

은 [6]의 연구나 비보육사를 상으로 한 양진희 외

[2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보통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과

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해 보다 분

석 으로 근하고 수행에 한 부정 인 생각보다는 성

공 인 수행 장면에 한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일반  특성 , 자신을 매우건강하게 생각하

거나 재 배우고 있는 공에 하여 만족하며 정

인 성격의 소유자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

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공만족도 역시 75.93 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를 연구한 강 숙과 황선경[25]의 결과와 유사

하 으며, 타 공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6,24]와도 마

찬가지 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공만족도를 연구

한 논문[10,26]들을 보면 차 으로 공만족도가 상승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취업보장과 같은 사회  

이슈[25]와도 련이 되겠지만 간호과 4년제 일원화와 

인증평가 등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변화와 련된 간호

계의 노력이 학생들의 만족도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

각한다. 학생의 공선택은 개인의 학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 요한 향을 미치고

[27], 공에 한 확신의 부족은 학업성취와 학 응에 

부정 인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28].성별을 제외하고는 자기효능감과 마찬가

지로 자신을 매우건강하게 생각하거나 재 배우고 있는 

공에 하여 만족하며 정 인 성격의 소유자의 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있어서는 2학년이 1학

년보다 공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문  간호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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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상으로 한 강 숙과 황선경[25]의 연구와는 차이

가 있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만족도가 향상된 

문인오와 이경완[26]의 연구와는 유사하 다. 자신의 

성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이유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

나는 상황인 만큼 신입생들이 공에 잘 응하여 도

에 탈락하지 않도록 신입생을 한 응 로그램이나 교

과목이 만들어지고 운 되도록 학교와 교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공만족도가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인오와 이경완

[26]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에 비하여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숫자이지만 공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남자 

간호 학생을 상으로 공만족도를 연구한 이시라[29]

의 연구결과에 비하여 더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남자간호사의 자리매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간호윤리 가치 수는 79.34 으로 5  만

으로 환산하 을 때 3.60 에 해당하는 수로 행 의 

옳고 그름은 행 의 결과와는 아무 상 없이 단지 의무

에 근거한 법칙과 규칙에 의하여 그 행동의 옳고 그름이 

단된다는 다소 의무주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문간호 학생을 상으로 권 미[30]가 연구한 3.38 과 

김 진과 김명남[31]이 간호사를 상으로 한 3.22 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모두 의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의무주의  입장을 보인 

역은 4.10 인 동자 역이었고 그와 반 로 가장 

수가 낮은 역은 인간생명 역으로 3.38 이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22,30,32]와 간호사를 상으

로 한 연구[31] 모두 마찬가지로 동자 역 수가 가

장 높았고 인간생명 역의 수가 가장 낮았다. 많은 학

교에서 윤리교육에 한 충분한 학 을 확보하지 못하고 

강의 방식에 의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윤리 가치 의 변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윤리 가치 을 보면 성

격이 정 인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의무

주의 입장에 있었다. 이는 간호직에 한 생각이 정

인 사람일수록 생활과 태도 면에서 정 일 가능성이 

높아 간호윤리 가치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김

진과 김명남[31]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공리

주의와 의무주의  어느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

을 것이다. 하지만, 요한 것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만 하는 간호 장에서 상황 상황에 맞는 간호윤리 가치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기 를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윤리 가치 , 공만족도

와 간호윤리 가치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

능감은 간호윤리 가치  체와 상자 역에서 그리고 

공만족도는 상자 역에서 유의하게 나왔으나 값이 

매우 낮아 해석에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

과 공만족도는 양의 상 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경과 

김응 [33]도 체육계열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보고하 으며, 양진희, 김녹 과 

이순옥[24]은 비보육사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으로 공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 다.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도 과 성취

를 경험할 수 있는 로그램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수동 이 아닌 능동 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과제들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가

치 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주어져

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윤리 가치

확립을 한 교육과정 개설에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공

만족도는 간이상 이었으며 의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

었다. 자기효능감과 간호윤리가치 , 공만족도와 간호

윤리가치  간에는 상자 역에서 유의하기는 하 으

나 련성이 매우 낮았으며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 간

에는 양의 상 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윤

리를 배우기 시작한 1, 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

에 임상실습 경험을 하는 3, 4학년의 간호윤리가치 을 

아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간호윤리가치 과 임상 실습

을 겪은 후 나타나는 간호윤리 가치 의 변화추이는 의

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학년의 간호

윤리 가치 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교육과정의 성

과를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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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에게 자기효능감을 향

상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다양하게 용

시켜 간호 문직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확고한 간호윤

리 가치 을 수립시킨다면 간호 문직의 발 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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