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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과 졸업 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 스와의 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한 것이다. 자료분석은 G시와 J도에 치한 3개 학의 간호학과 졸업 정자 208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방법은

종속변수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향력과 진로성숙도에 따른 향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성숙도와 부 상 을 보 지만, 취업스트 스와는 정 상 을 보 고,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35%,

F=109.89, p<.001)을 미쳤으며,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가 유의(z=12.24,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과 졸업

정자들이 진로장벽으로 인해 취업스트 스가 증가될 험성을 진로성숙도가 완충시켜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결론 으로

졸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의 취업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서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

기 한 체계 인 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역량개발과 자존감 리 친구 등의 지지체계를 활용한 상담과 더불

어 간호학과에 특성화된 맞춤형 취업지도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 간호 학생,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 between 

carrier barriers and senior nursing students's jobs seeking stres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over 208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three nursing schools in G city and J province. The research methods examined the influence of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with difference of carrier maturity. As a result, career barrier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areer maturity but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s seeking stress. Also, career barri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jobs seeking stress(35%, F=109.89, p<.001),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was 

significant(z=12.24, p<.001). According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career maturity could buffer the risk of jobs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 from career barriers. In conclusion, systematic measures are needed to lower 

career barriers and improve career maturity in order to reduce jobs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develop career guidance information system that, is specialized in nursing course 

as well as counselling that utilizes individual ability development, self-esteem management and friend'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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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세계는 이미 4차 산업 명의 시기에 도래하 고,

그 여 가 고용에 미칠 향이 세계 심사가 되고 있

다. 국내에서는 10년 안에 1800만개 일자리가 인공지능

이나 로 으로 체될 수 있으며, 특히 고용 없는 성장으

로 인한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 지속되어[1],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취업 망 한 더욱 어둡게 견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업 스트 스는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여 안

정된 삶 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하게

련되어 있다[2]. 이와같은어려운사회환경은생애 첫

취업을 앞둔 학생에게 과도한 경쟁과함께 심리․사회

스트 스로 작용하여[3], 취업스트 스로 인해 정신건

강상의 문제까지도 겪을 수 있다[4].

일반 으로 간호 학생은 타과에 비해 학업량이 많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할 뿐 아니라 임상실습에서의 환

자 간호에 한 불안감 책임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이와 더불어 졸업을 앞둔 간호 학생의 경우 간호사 면

허증 취득을 한 국가고시에 한스트 스가 가 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노령

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간호사 부

족 문제해결을 해 간호학과 입학정원을지속 으로 증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취업률이 타

과에 비해 비교 높을지라도 이른바상 병원에 취업하

기 해서는 학업성 을 올리기 한 노력뿐 아니라 다

양한 스펙을 갖추는 등의 철 한 취업 비를 해야 하는

실이기에[3], 간호학과학생들의 취업스트 스 한 심

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학의 학 과정은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

기 한 비기간으로서 추후 사회에서 겪을 많은 일들

에 해 충분히 비하고, 자신의 진로를 해 공분야

를 확고히 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5]. 이러한 진로

비 과정동안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지각하는

것이 진로장벽이고, Crites[6]은 진로장벽을 크게 내 요

인과 외 요인으로 구분하 으며, 내 요인은 자신감의

결여, 소극 인 태도같은주로 개인의심리 인 측면, 외

요인은 교육기회 부족, 경제 인 어려움과 같은 개인

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은 진로를 선택하고 비하는 과

정에 부정 인 향과 함께 취업스트 스를 증가[7]시키

는 변수이고,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를 설명하는 유의

미한 변수[8]로밝 진바 있으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직 인 연구결과는 거의 드문 실정으로, 간호 학

생의 취업스트 스에 진로장벽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진로성숙은 자신의 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

기 해서 직업선택에 한 책무감을 가지고[9], 본인의

진로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하는 것을 의미

한다. 실제로 간호 학생들이 학 과정 동안 자신에게

한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한 비가 철

하게 이루어진다면 취업 비과정에서의 장애물인 진로

장벽들을 극복하고 취업스트 스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그동안간호 학생들은임상

심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부분 임상간호사 한 분야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추세로 타과 학생들에 비해 진로

선택과 비과정이 다소 부족하여, 조기이직률로 이어지

는[10] 결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간호

학생들이 학 과정동안 공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개인의 특성도 고려한 진로선택과 이에 따른 진로지

도[11] 비의 체계 인 진로성숙과정이 이루어진다

면 취업 스트 스를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사

회에서 공 련 직업을 지속하기 한 근간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 된다.

기존의진로장벽, 취업스트 스 진로성숙도와 련

된 연구들을 고찰한바, 진로장벽 수 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 스도 높다는 Park과 Lee[7], Jeon[8]의 결과가 확

인되었으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직 인 연구는

드물었다. 뿐만 아니라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 스 간

정 계 향[5,12]를 보인다는 결과와 이와 상반된

부 계 향[13,14]을 보인다는 연구들로 그 결과

들이 다소 차이를 보 고, 잔로장벽으로 인한 취업스트

스를 낮추기 해 진로성숙도의 개입효과를 검증한 연

구는 거의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졸업 정자를 상으로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

을 통해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 감소효과 뿐 아니라

학 과정 동안 이수한 공에 따른 맞춤형 취업 비

지원 략 개발을 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간호학과 졸업 정  진로 벽  취업스트레스에 미 는 향에 대한 합 연  : 진로 숙도  매개로 213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 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

트 스와의 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해 G시와 J도에 소재한 3개 학에서 연구자가 편

의추출 방법을 통해 상자를 표출한서술 조사연구이

다.

2.2 연 대상  료수집

본연구의 상자는졸업을앞둔 간호학과 4학년학생

214명으로, G시와 J도에 소재한 3개 학을 선정하여 본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학생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6

년 5월 4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연구

의 목 , 연구방법과 차, 주의사항등에 해설명한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

지에 응답하도록 하 으며, 당일에 수거하 고 설문지

작성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상자의 상

성 분석을 한 최소 표본 크기는 유의수 .05, 통계

검정력 .95, 효과크기 0.25로 G power 3.1.2 program을 이

용하여 197명으로 측되었다.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총

214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그 응답이 불성실한 6

부를 제외한 208부(97.2%)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2.3 연 도

2.3.1 진로 벽

진로장벽 도구는 Kim[15]의 도구로 한국 학생 진로

탐색장애 검사(Korea Career Barrier Inventory: KCBI)

이며, 총 45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α = .931이었다.

Likert 4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지각하

는 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2.3.2 진로 숙도

진로성숙도 도구는 Crites[16]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MiI: Career Maturity Inventory)를 Kim[17]이 번

안한 척도에서 Kim[18]이 태도척도만을 일부 수정한 것

을 사용하 다. 총 45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α 

=.856이었다.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성

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 스 도구는 코넬 학의 스트 스 측정법

(Cornell Medical Index: CMI)을기 로 Hwang[19]이 개

발한 취업스트 스 설문지를 참고로하여 Kang[20]가수

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총 22문항으로 신뢰도는

Cronbach α = .918이었다. Likert 5 척도로 수가 높

을수록 취업스트 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일반 특성에 따

른 제 변수는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

하 고,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의 상 계

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 다. 진로장벽과

취업스트 스와의 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고, 최종 으로

Sobel test를 거쳐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본 상자의 일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연

령분포는 20-24세가 173명(83.2%)로 가장 많았고, 25-29

세가 29명(13.9%)순 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80명(86.5%)

로 다수를 차지하 고, 남자가 28명(13.5%)이었으며, 학

교성 은 권 134명(64.4%)으로 답한 경우가 가장 많

았고, 하 권 53명(25.5%), 상 권 21명(10.2%)순 이었다.

간호학과 공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06명(51.0%), ‘보통

이다’가 60명(28.8%) 순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of the subjects 
(N=208)

Variable Categories N %

Age

20-24 173 83.2

25-29 29 13.9

30-34 6 2.9

Sex
Male 28 13.5

Female 180 86.5

Academic
achievement

High 21 10.1

Middle 134 64.4

Low 53 25.5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27 13.0

Satisfied 106 51.0

Average 60 28.8

Dissatisfied 1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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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  적 특 에 따  진로 벽, 진로

숙도, 취업스트레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제 변수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공통 으로

공만족도이었으며, 각 변수별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장

벽에 한 공만족도(F=7.110, p<.001)의차이는 불만족

인 군이 보통인 군보다, 그리고 보통인 군이 매우만족인

군보다 진로장벽 정도가 높았다. 진로성숙도에 한

공만족도(F=8.712, p<.001)의 차이는 공만족도가 매우

만족인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취

업 스트 스에 한 공만족도(F=4.586, p<.01)의 차이

는 불만족인 집단이 매우만족인 집단보다 취업스트 스

가 높았다.

3.3 대상  진로 벽, 진로 숙도, 취업스트레

스  상 계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 Table 3과 같다. 상자의 진로장벽은

진로성숙도(r=-.590, p<.01)와 역상 계, 취업스트 스

(r=.594, p<.01))와 정상 계를 보 다.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 스와 (r=-.446, p<.01)와 역상 계를 보 다.

Table 3. The relationship among carrer barriers, 

career maturity and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Career
maturity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1

Career maturity -.590** 1

Jobs seeking stress .594** .-.446** 1
**p<.01

3.4 대상  진로 벽과 취업스트레스  계

에  진로 숙도  매개효과

간호 학 졸업 정자의 취업스트 스와 진로탐색

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Baron과 Kenny[21]가 제안한 매개 효과 검증 차를 사

용하 고, 그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2단계에서는 진로장벽을 독립변수로, 취업

스트 스를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단계에

서는 진로성숙도가 진로장벽을 통제하고 난 후에 취업스

트 스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진로장벽,

진로성숙도를 독립변수로, 취업스트 스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간호 학 졸업 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 스 간

의 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진로

장벽 체 수가 종속변인인 진로성숙도 체 수에

한 향이 유의(β=-.59, p<.001)하 고, 2단계에서 독

립변인인 진로장벽 체 수가 종속변인인 취업스트

스 체 수에 한 향이 유의(β=.59, p<.001)하 다. 3

단계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을 함께 투입했을 때 진로

장벽(β=.51, p<.001), 진로성숙도(β=-.15, p<.001)에 유의

하 고, 2단계(β=.59)에서 보다 3단계(β=.51)에서 어들

었다.

한 간호 학 졸업 정자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서 진로장벽에 한 설명력을 살펴보

면 진로장벽 단독으로는 35%(F=109.89, p<.001)의 설명

력을 보 지만 진로성숙도가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Table 2. Differences of carrIer barriers, career maturity and jobs seeking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Variable Categories
Carrier barriers Career maturity Jobs seeking stress

Mean±SD t / F Scheffe Mean±SD t / F Scheffe Mean±SD t / F Scheffe

Age 20-24 2.49±.46 1.732 3.36±.33 .906 2.48±.61 .332

25-29 2.32±.44 3.36±.28 2.38±.62

30-34 2.40±.53 3.54±.24 2.39±.36

Sex Male 2.32±.51 -1.78 3.43±.28 1.325 2.28±.55 -1.67

Female 2.49±.45 3.36±.33 2.49±.61

Academic
achievement

High 2.31±.40 1.547 3.46±.35 2.689 2.28±.70 2.142

Middle 2.47±.45 3.39±.30 2.44±.59

Low 2.52±.50 3.29±.32 2.58±.60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a 2.20±.42 7.110*** d>c,
c>a

3.53±.27 9.970*** a>d 2.24±.62 4.586** d>a

Satisfiedb 2.42±.43 3.43±.31 2.39±.59

Averagec 2.62±.48 3.25±.29 2.60±.58

Dissatisfiedd 2.66±.36 3.13±.34 2.80±.6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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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F=59.43, p<.001)로 증가되어 간호 학 졸업 정자

의 진로장벽이 통제된 후에도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다.

정확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12.24(p<.001)로 산출되어 간호

학 졸업 정자의 진로장벽과 취업스트 스의 계에

서 진로성숙도의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4. 논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 정자를 상으로 진로장벽

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여, 간호학과 졸업 정자를 한 효과 인 진

로 상담 지도방안을 마련 한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의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제 변수들을 분석한바

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군이 보통인 군보다, 그리고 보

통인 군이 매우만족인 군보다 진로장벽 정도가 높았다.

한 공만족도가 매우만족인 군이 불만족인군보다 진

로성숙도가 높았으며, 공만족도가 불만족인군이 매우

만족인 군보다 취업스트 스가 높았다. 즉 공만족도에

따라 진로장벽정도,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의

공만족도가 진로 비행동과 정 상 계가 있다는

선행연구[22], 체육계열 학생의 공만족이 진로 비

행동과 상 계가 높다는 선행연구[23]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한 Yoon[24], Cho등[25]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

며,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 스가 감소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동시

에 조사한 결과들이 없어 직 으로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반 으로 공만족도가 만족인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고, 진로장벽 정도, 취업스트 스

가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자

신의 공에 한 심도 높아짐과 동시에 학업을 충실

하게 이행하고 진로결정에도 정 향을 미치며[26],

특히 간호학과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공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무 공성을 지닌 계열로, 공만족도가 높다

는 것은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로 볼 수 있다[27].

본 연구의 결과를 주목하면 진로장벽과 취업스트 스

를 낮추면서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해서는 공만족도

를 높이는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요하며 이를 해서

는 일선고등학교 진로교육 시 간호학과의 진로에 해

보다 정확히 인지하고, 본인의 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

려하여 신 하게 학과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선 간호학과에서는 입학 후 간호학 공에

한 직업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교과와 비교과

과정 등을 통해간호 문직 을 심어 수있도록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한 교육과정 만족도 수요도

조사로 재학생의 의견을 반 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동기

를 향상시키고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운

교육 략 개발 모색[27] 간호학과 교과에 합한

다양한 학습법의 개발 등의 방안 제고로 공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Choe와 Kim[28], Shin[29]의 연구에서 성 이 높

은 군이 낮은 군보다 취업스트 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조사된 결과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바, 추후 성 군의 분류를 학

구간을 이용하여 이에 따른 취업스트 스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자의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간의상

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를

이기 해 진로장벽을 감소시키고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

서 진로장벽과 취업스트 스가 정 계를 보 던 Park

과 Lee[7,] Jeon[8]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 학생을

상으로 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 부 계를 보여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between carrer barriers and jobs seeking stress

Stag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2 F

1 Career maturity Carrier barriers -.41 .039 -.59*** -10.48 .35 109.89

2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78 .074 .59*** 10.60 .35 112.34

3 Jobs seeking stress
Carrier barriers .67 .091 .51*** 7.37

.37 59.43
Career maturity -.28 .130 -.15*** -2.1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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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과 Jeon[3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에 진로장벽을

감소시키기 방안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한

Hwang[19]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기이해, 리더십개

발, 취업역량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로개발 로그

램 등을 도입 용하여 자존감 역량 개선을 통해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 스와역상 계를 보여 Lee

와 Lee[13], Ko와 Sim[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취

업캠 와 실무자의 실 면 을 활용한 진로능력강화

로그램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향상 시

키는데 효과를 보인 Kim[31]의 연구 창의수업활동을

통한 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의 결과를 보인 Kim과

Choi[32]의 연구에 근거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한 취업역량 로그램 내용구성 통해취업스트 스를 감

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 졸업 정자의 취업스트 스와 진로장벽과

의 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바에 의하

면 진로장벽을 낮게 인지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고,

취업스트 스가 낮아지며,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에 의한매개효과가 검증된바

취업스트 스를 낮추기 해서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방

안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

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진로장벽과 진로 비행동

취업스트 스에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찰해보면 진

로장벽이 진로 비행동에 부 인 향[33,34]을 주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고, 한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정 인 향[7,8]을 주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따라서 간호 학 졸업 정자들이 진로장벽

으로 인해 취업스트 스를 높게 인식할때 진로성숙도를

향상시켜 수 있는 방안들을 기존 연구들의 고찰을 통

해 탐색 해볼 필요가 있었다.

기존 연구를 고찰한 결과, 간호 학생의 진로성숙도

증진을 해 Ahn과 Kim[35]은 재교육 로그램의 개발

을 통한 간호학문 고유의 문직 에 한 이해도 향상

으로 공에 한 자신감 고취 직업발달과업에 한

비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교내 취업 련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의

내용을 반 한 한 로그램 개발 운 이 진로성

숙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 기존의 진

로성숙도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메타연구[36]에서

학생의 경우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이 진로성숙도에

요한 향을 미치고, 특히 정 자아개념 자아존

감 형성이 무엇보다 요하며, 가족보다도 친구지지가

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더불어 자신이 극복할 수 없

는 장애물로 인지하는 진로장벽 한 개개인의 자존감

는 자아개념과 많은 성이 있기에, 간호 학생이

우선 으로 자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37]를 제

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개인 집단 상담 로

그램 등의 지지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물로 지각되는 문제

들을 극복하고 정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방안이 바람

직 할 것이다.

한 학의 취업정보 로그램 진로 련 웹사이

트에서 주로 제공되는 기존의 정보들은 학과별 특성을

반 하기에는 다소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보다는 간호학

과 혹은 보건계열 만의 특성화된 진로지도 진로상담

[13]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 학과차원에서

기 졸업자들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집 발간과

함께 간호사 면허증을 이용한 폭넓은 취업분야 등의 정

보 맞춤형 비방안을 제시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를 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졸업 정자를 상으로 진로장벽

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 진로장벽이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때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융합

으로 연구하여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 감소효과 뿐

아니라 학 과정 동안 이수한 공에 따른 맞춤형 취업

비 지원 략 개발을 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졸업 정자이 진로장벽으로 인해 취업스트

스가 증가될 험성을 진로성숙도가 완충시켜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취업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서

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진로성숙도를 향상시

키기 한 쳬계 인 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역량개발과 자존감 리 친구 등의 지지체계를 활용

한 상담과 더불어 간호학과에 특성화된 맞춤형 취업지도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간호 학 학생들을 상자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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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추출하여 측정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일반 특성에서 의의

가 있었던 공만족도와 제 변수들간의 후속연구

공만족도 향상방안 한 면 한 제고와 함께 추후 타 보

건계열 학년별 특성을 구분한 비교 반복연구가 필

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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