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발달단계 상 성인기 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부모

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비해야 하는 시기이다[1]. 이러한 비과정에서

주로 학업문제와 장래문제가 학생의 스트 스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 스트 스는 응하기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때 느끼는심리 ㆍ신체 긴장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장기 으로 지속될 경우 심장병, 고 압

등의 신체 질환과 불면증, 우울증 등의 심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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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0일 간호신문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 등 진로교육 황

조사’에서 2016∼2018년 3년 연속 고등학생 희망직업 2

로 간호사가 차지했는데[4], 이는 간호사의 취업률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실제로 2018년 12월에 발표된 ‘2017년 고등교육기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내용에 다르면, 체 취업

률이 66.2%인 것에 비해 간호 분야는 86.6%로 약 20%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러나 이러한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간호·보건

계열 학생을 상으로 한 취업스트 스연구에서 간호

학생이 보건계열 학생보다 취업스트 스 수가 높았

고, 종합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의원 에 취업

을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취업스트 스가 높은것으로 나

타나[6] 간호 학생들의 취업 희망 기 의 규모 수

에 따라 취업스트 스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졸업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취업스트

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취업스

트 스는 학업성 , 학교생활 만족도[7]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 문직 이 4학년 간호 학생의 취

업스트 스를 설명하는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8],

취업불안스트 스는 진로 비행동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7].

한편 취업을 비하는 학생을 상으로 스트 스에

한 질 연구를수행한 결과, 취업 비 련 스트 스

원은 취업 비 부족, 부담감이나 불확실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 스는 신체 으로는 섭식, 수면, 순환기 장

애를 유발하고, 정서 으로는 불안, 분노, 우울을 발생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특히 학교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취업스트 스가 더 높은 수 으로 나타나[10]

취업에 집 하는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에

한 효율 인 리가 시 함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인

의 경향으로,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트 스 지각

처의 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아탄력

성은 학생이 스트 스를 지각하고 이러한스트 스 상

황에 처하는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11]. 한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스

트 스 처방식은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으며[12],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 스와 불안 사이에서

정 인 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나[13] 이를 종합

해 볼 때, 자아탄력성은 취업스트 스와 긴 한 상

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생활 부분은진로 취업 비활

동에 매우 치 해 있고, 이러한 진로 비행동은 학생

들에게 고민과 스트 스의 형태로 향을 주고 있다[10].

Bandura의 자기효능감을 이론을 진로 직업의 역에

용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수행하는 여러 과업들을 성공 으로 해낼 수 있는

지에 한 개인의 신념 는 유능감으로 정의되는데[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 비행동에 정 인 향을

크게 미친다고 하 으므로[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학생들의 취업스트 스를 효율 으로 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학생의 취업스트 스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신체증상 건강지각[16], 우울감 자살생각[17],

스트 스 처방식[18], 셀 리더십[19], 자아탄력성[20]

등의 신체·정신 요인이나 진로성숙도와 취업불안[21],

취업 비행동[18] 등의 취업 요인과 같은 취업스트 스

련 요인에 한 연구가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간

호 학생 고학년을 상으로 하여 자아탄력성과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라는 정 요인을 모두 포함한 취업스

트 스 련 융복합 향요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에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의 계를 규명하는 것은연구로서 의미가 있고, 연구 결

과에 따라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를 감소시

킬 수 있도록 정 요인인 자아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간호 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

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를 확인하고, 취업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정 요인을 악하여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리

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1) 간호 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취업스트 스를 악한다.

2) 간호 학생 고학년의 일반 특성에따른 자아탄력

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를 악한다.

3) 간호 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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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취업스트 스의 계를 악한다.

4)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악한다.

2. 연 방법

2.1 연 계

본연구는 간호 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상 계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C시에 소재하는 종합 학 간호학과 재학생

고학년에 해당하는 3, 4학년을 상으로편의 추출 하

다. G*power 로그램[22]을 활용해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선형 다 회귀분석을 기 으로 검정력 .95, 효과크

기 .15, 유의수 .05로 하고 측변수를 5개로 하면 138

명이고, 탈락률 25%를 고려해 177부를 배부한 후 최종

자료 분석에 175부가 사용되었으므로 표본 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연 도

2.3.1 아탄력  

자아탄력성은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23]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Yoo와 Shim[24]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14문항을 사용

하 다. 본 도구는 인 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

제 2문항, 활력성 2문항, 낙 성 2문항의 5가지 하 역

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

서 ‘매우 그 다’ 4 의 4 Likert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와

Sh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67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8이었다.

2.3.2 진로결정 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4]가 개발하고

단축형으로 수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Form:

CDMSES-SF)를 Lee와 Lee[25]가 학생을 상으로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도구는 목표선택 11문

항, 직업정보 6문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

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Lee[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92 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3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 스는 코넬 학의 스트 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I)을 토 로 Hwang [26]이 개발한 취

업스트 스 척도를 Kang[2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 다. 본 도구는 성격 스트 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

스 5문항, 학업 스트 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 스 4

문항, 취업불안 스트 스 3문항, 총 22문항으로구성되어

있는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 스가 높음

을 의미한다. Kang[2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7 이었고,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4 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실시되

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고, 연구

상자에게 연구목 , 연구방법을설명하 으며, 연구 참여

에 동의하는 자발 인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 총 17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나 불성실

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후 175부를 최종분석에 이용

하 다.

2.5 리적 고려

본 연구 상자의 한 윤리 고려를 해 자료수집

을 진행하기 연구의 목 방법,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 개인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철회 가능하고,

참여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

다. 이 후 자발 으로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경우에

만 연구 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 작성이 끝난

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 다.

2.6 료

수집된 자료에 한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을 사용하 고,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자아탄력성,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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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 수 은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2)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취업스트 스의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하 다.

3)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 사

이의 련성은Pearson's correlation으로분석하 다.

4) 취업스트 스의 향요인을규명하기 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반적 특  

본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21.75세로, 성별은 여성이 150명(85.7%)이었고, 4

학년이 91명(52.0%)이었다. 상자 102명(58.3%)이

‘자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1명(57.7%)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응답하 으며, 입학 동기

는 ‘높은 취업률’이 60명(34.3%)으로가장 많았다. 학생

활에 한 만족도는 ‘조 만족한다’가 65명(37.1%), 간호

학 공에 한 만족도는 ‘조 만족한다’가 60명(34.3%)

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 은 ‘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8명(56.0%)으로 확인되었다.

3.2 아탄력 , 진로결정 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수

연구 상자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

스트 스수 은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4 만

평균 2.80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59 , 취업스트 스는 5 만 평균 2.10 으로 나

타났다.

3.3 반적 특 에 따  아탄력 , 진로결정

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자아탄력성,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는 Table 2와 같다. 자아탄

력성은 학생활 만족도(t=-2.426, p<.05)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건강

상태(t=2.817, p<.01), 학생활 만족도(t=-3.697, p<.001),

공에 한 만족도(t=-4.124, p<.001), 학업성 (t=3.889,

p<.00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

스트 스는 학년(t=-3.290, p<.01), 학생활 만족도

(t=3.030, p<.01), 공에 한 만족도(t=3.080, p<.01), 학

업성 (t=-2.132, p<.05)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3.4 아탄력 , 진로결정 기효능감, 취업스트레

스  상 계

연구 상자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

스트 스 간의 상 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r=.356, p<.001)과 통계 으

로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냈다. 취업스트 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r=-.215, p<.01)과 통계 으로 유의

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 (yr) 21.75±1.38

Gender
Female 150(85.7)

Male 25(14.3)

Grade
3 84(48.0)

4 91(52.0)

Place of
residence

Rented room 102(58.3)

Home 51(29.1)

Dormitory 22(12.6)

Health status

Good 101(57.7)

Common 67(38.3)

Bad 7(4.0)

Entrance motive

High employment rate 60(34.3)

Appropriate aptitude 43(24.6)

Recommendation
by parent and teacher

43(24.6)

Good image and
experience on nurse

14(8.0)

High school record 9(5.1)

Have a service job 5(2.9)

Many opportunities to go abroad 1(0.5)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Very satisfactory 24(13.7)

A bit satisfactory 65(37.1)

Common 59(33.7)

A bit unsatisfactory 23(13.2)

Very unsatisfactory 4(2.3)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actory 39(22.3)

A bit satisfactory 60(34.3)

Common 55(31.4)

A bit unsatisfactory 17(9.7)

Very unsatisfactory 4(2.3)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Fine 35(20.0)

Medium 98(56.0)

Poor 42(24.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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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Mean ± SD t or F(p)

Gender Female 2.78±0.37 1.855
(.073)

3.58±0.50 1.068
(.293)

2.12±0.62 -0.941
(.354)Male 2.93±0.36 3.68±0.42 1.99±0.68

Grade 3 2.78±0.39 -0.685
(.494)

3.57±0.52 -0.605
(.546)

1.94±0.67 -3.290**

(.001)4 2.82±0.35 3.62±0.47 2.25±0.54

Place of
residence

Rented room 2.83±0.37
1.141
(.322)

3.62±0.49
0.724
(.486)

2.08±0.65
0.116
(.890)

Home 2.80±0.33 3.52±0.43 2.14±0.64

Dormitory 2.69±0.43 3.62±0.63 2.11±0.51

Health status Good 2.84±0.34 1.389
(.167)

3.68±0.46 2.817**

(.006)

2.04±0.64 -1.583
(.115)Below average 2.76±0.40 3.47±0.51 2.19±0.60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Satisfactory 2.87±0.32 -2.426*

(.016)

3.73±0.42 -3.697***

(<.001)

1.96±0.62 3.030**

(.003)Below average 2.74±0.41 3.46±0.52 2.24±0.61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ory 2.84±0.36 -1.661
(.099)

3.73±0.43 -4.124***

(<.001)

1.98±0.61 3.080**

(.002)Below average 2.75±0.38 3.42±0.52 2.27±0.62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Fine 2.84±0.36
0.606
(.547)

3.85±0.43
3.889***

(<.001)

1.90±0.62
-2.132*

(.038)
Below medium 2.79±0.37 3.53±0.49 2.15±0.62

Total 2.80±0.37 3.59±0.49 2.1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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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Variables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Ego resilience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6(<.001)*** 1

Job-seeking stress -.070(.356) -.215(.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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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rrelation among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b-Seeking Stress 
(N=175)

Variables B β S. E t p

Grade† (1=Grade 4)† .303 .243 .089 3.399 .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32 -.182 .094 -2.462 .015*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1=Satisfactory)†

-.203 -.162 .093 -2.190 .030*

Constant = 2.883 F(p) = 8.859(<.001) R2 = .135

†Dummy variable
* p <.05, ** p <.01, *** p <.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Job-Seeking Stress                                                      (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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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취업스트레스에 향  주는 

연구 상자의 취업스트 스에 한 향요인을 알아

보기 해 일반 특성에서 취업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학년, 학생활 만족도, 공에

한 만족도, 학업성 4개의 변수, 취업스트 스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던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해 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학년, 학생활 만족도, 공에 한 만족도, 학업성 은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

석하 다. 독립변수 간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922∼.993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07∼1.085로 10이하를 나타

내고 있어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에서 표 화 잔차가

–2.015∼3.253이며, Durbin-Watson 값은 1.694로 2에 가

까운결과를 나타내 자기상 이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구체 인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β=.243,

p<.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182, p<.05), 학생활

만족도(β=-.162, p<.05)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는

13.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8.859, p<.001). 그러므로,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학생활에 한 만족도가 낮을

수록 취업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본연구는 간호 학생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를 확인하고 취업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을 악하여 간호 학생고학년의 취업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요인 강화 로그램

개발의 기 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상자의 자아탄력성은 4 만 에평균 2.80 으

로 나타났으며, 4년제 학과 문 학생 상의연구에

서 2.87 [28]이었던 것보다는 낮았고, 간호 학생 1, 2학

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2.72 [12]이었던 것보다는

높은 결과 다. 자아탄력성이 상 으로 높은 사람은

인 계에서 보다 유능하고 안정 인 경향이 있다[23]

고 하 으므로, 임상 장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

다양한 상과 인간 계를 맺어야 하는간호 학생을

해 자아탄력성 강화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간호 학생 3, 4학년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59 으로, 유아교

육과 4학년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3.76 [29]이었던 것보다는 낮았고, 비서학 공생 1, 2학

년 상의 연구에서 3.35 [18]으로 나타났던 결과보다는

높았다. 이처럼 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가까워져 진로에 한 심이 더욱

상승되고, 이에 따라 공에 한 지식과 경험이 축 되

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상자의취업스트 스는 5 만 에 평균 2.10 으로

나타났는데, 비서학 공생 1, 2학년 상의 연구에서

2.57 [18], 문 학생 상에서 2.44 [19], 1∼4학년

학생 상에서 2.13 [21]이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 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공학생에 비해 간호 학생의

졸업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5] 상 으로 취업스트 스

가 낮게 나타난 향이라고 단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30]와 일치하는

연구결과 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학생활이 만족스러

울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은 개인의 학생활 만

족이 정서 , 심리 안정을 유도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에서도 스스로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인 자아탄력성이

강화된 결과라 생각된다.

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반 특성 건강

상태, 학생활 만족도, 공에 한 만족도, 학업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생활과 공에만족할수록, 학업성 이 좋

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2∼4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31]에서 성 이상 권인 경우 ·하

권인 상자들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았다는

보고와는 일치하나,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2∼4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다른 연구[32]에서는 건강상

태, 학업성취도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에 따른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이와 같이 간호

학생을 상으로 했고,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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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연구이지만, 상이 되는 학년이나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시기 즉, 2학기 [32] 는 2학기 반[31]인지

가 연구결과에 향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자의 취업스트 스는 학년, 학생활 만족도,

공에 한 만족도, 학업성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이 높을수록, 학생활과 공에

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학업성 이 낮을수록 취업스트

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운항과 여학생

2학년이 1학년보다 취업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16], 학업 성취도가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32], 4학년 간호 학

생의 취업스트 스가 학업성 ,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7]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선행연구[21]에서 학

교와 공만족도가 ‘상’인 학생의 경우 취업스트 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에서 취업불안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므로, 개인의 학생활 학교 만족도에 따라

취업불안과 취업스트 스를 리할 수 있도록맞춤형 취

업 진로 지도가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과 통계 으로 유

의한 정 상 계가 있었는데, 학생 상의 선행연

구[15]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계를 나타냈다고보고하고 있

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한 자아탄력성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부분 매개하여 진로 비행동에 향

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나[15] 학생을 상으로 한효율

인 취업 진로지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꼭 염두에 두

어야 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 스는 진로결정자기효

능감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스트 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고[32], 학 고

학년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3],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경우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8] 본 연구결

과와 일치하 다. 보건계열 여 생의 경우 자아존 감,

주 행복감과 같은 정정서가 취업불안스트 스에

유의한 부 상 계를나타냈다고 보고한 바[34], 이를

종합해 볼 때,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를 감

소시키기 해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비롯한 다양

한 정 정서 인지요인을 강화하기 한 노력이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 스는 자아탄력성과 유

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4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스트 스가 자

아탄력성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고[32], 4년제

학교와 문 학 졸업반 학생의 취업스트 스는 자

아탄력성과 한 부 상 계를 나타냈다는 선행연

구[35]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 스는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

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간호·보건계열 학생

상의 취업스트 스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취업스

트 스 수 이 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6], 이는 연구 상자의 학년이나 학제 공

계열 등의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단되므로,

학생을 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취업스트 스와 자

아타력성의 명확한 계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본 연구 상자의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은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생활만족도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취업스트 스를 13.5%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간호 학생 고학년의 학

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취업스트 스가 높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

에 향을 주는요인으로 학년이 가장큰 향변수로

악된 것은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 학생의 학년에 따른

단계 취업스트 스 리 로그램이 정규 인 비교과

과정으로 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 학생의

취업스트 스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강화하기 한 학차원의 방안이 요구된다. 실제

로 학생을 상으로 뇌 를 이용해 뇌가 최 화된 상

태로 변하게 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향력을 발휘함으로

써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두뇌 훈련 내용

으로 구성된 뉴로리더십 로그램을 용한 결과 실험집

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36], 간호

학생 3학년에게 진로능력강화 로그램을 용한 후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하게 향상되고, 취업스트 스

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 으며[37], 간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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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에게진로코칭 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과 비교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하 고, 취업

스트 스가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38] 간호 학생 고

학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증진과 취업스트 스 감소

를 모두 조 할 수있는 융복합 인취업 진로지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학생활에 한 만

족도가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 향요인으

로 규명되었고, 4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취업스

트 스 련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생활 만족도에따라 취

업스트 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학교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는 로그램을 통해 취업스트 스를감소시켜야 한

다고 하 으므로[7], 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

양한 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를 들면, 교수-

학생 간담회와 같은 학 간호학과와 간호 학생들

사이의 방향 인 의사소통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학생활 시 불만족스러운 구체 인 내용들을 정기 으로

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 스 향요인으로 확인

된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생활 만족도가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를 1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

로 추후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에 향을 주

는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필요하다고 단

된다. 본연구는 일 개 학 간호 학생 고학년을 편의표

집하여 연구 상자를 선정하 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

용하는데 신 한 단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 간호 학생 고학년을 상으로 자아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취업스트 스를 악하고, 취업스

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상자의 취업스트 스에 한 향요인은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생활 만족도로 규명되었

고, 이들 변수는 13.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스트 스와 자아탄력성의 상 계 유의성이

연구에 따라 일 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련성과 방향성을 악하는 반복 인 후속연구를 제

언한다. 둘째,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를 감소

시키기 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

년, 학생활 만족도룰 고려한단계 이면서, 융복합 인

로그램의 개발 용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 고학년의 취업스트 스 향요인으로 나타

난 학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생활만족도의 설명력

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양한 향요인

을 악하는 추후 연구 수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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