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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자료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집
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 3,4학년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3.55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52점, 진로정체감은 2.64점이
었다. 진로정체감과 셀프리더십(r=.40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65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66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3%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학생,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Abstract  This study was descriptive research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of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1 to October 31, 2019.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0 third and fourth 
grade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8.0 program. The score of 
self-leadership was 3.5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2, and career identity was 2.64.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areer identity, self-leadership(r=.40, p<.001),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r=.65,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r=.66,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identity were major of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51.3%).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career guidance 
and programs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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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간호사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대부분의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숙련되고 전문적인 간
호 인력의 확보는 병원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 

병원간호사회에서 조사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
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이직
률은 13.8 %이며,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42.7%로 간호사 이직률보다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훨씬 
높았고[2] 신규간호사의 이직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응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
인으로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직을 선택하고 임상현장에 적응 하지 못하고 이직으
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
한 신규간호사의 조기이직으로 연결되는 임상 현장의 부
적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로 결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
인 대학시절에 간호사라는 직업과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4].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직업과 관
련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에 대한 명확한 청사
진을 갖고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5]. 또한, 개인이 자신
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6]. 간호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확신 정도는 추후 간호 업무수행과 간호전문직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지만 간호전문인으로서 명확한 진로
정체감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되
면 낮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로 연결 된다[7,8]. 
따라서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진로정
체감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9] 졸업 후 간호학생
들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정체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졸업 후 간호학생들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이 중요하나[10]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학생들은 다른 전공에 비해 간호사라는 진로
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직업적 선택을 미리 한 상태
로 들어오며[11] 대학생활 동안 바쁜 교과과정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4, 10]. 그
러나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가 되
겠다는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병원으로의 취업 외
에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진로
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11]. 이에 올바

른 진로 결정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현실화시키는 
개념으로 셀프리더십이 있다[12]. 셀프리더십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13], 자기통
제와 자기주도성을 토대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변화 시
켜 자신을 이끌어가는 리더십[14]으로 진로정체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
와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으로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평가 등 자기행동에 
대한 자신감의 확신을 의미 한다[15]. 진로결정에 중요한 
시기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수립하기 위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확인
하고 그와 관련된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간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방
안 및 졸업 후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정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 리더십,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
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진로정체감과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정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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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21 (19.1)

Female 89 (80.9)

Age 23.17 ± 1.79

Grade
3rd 61 (55.5)

4th 49 (44.5)

Motivation for 
nursing 

Voluntary 49 (44.5)

High employment 39 (35.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지역에 소
재하고 있는 C대학 간호학과 3,4학년 재학생 중 연구목
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 한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선행연
구[16]에 따라 G-power 3.1.9.4 프로그램으로 다중회
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15, 검정력 .80 
예측요인 8개로 산정한 결과 필요한 표본 수는 109명이
었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수는 탈락률 20%를 고
려하여 배부된 131부 중 회수된 120부 중 응답이 부실
한 10부를 제외한 110명으로 대상자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는 Hougton과 Neck[17]이 개

발한 RSLQ(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Kim과 Han[18]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3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셀
프리더십은 행동중심 전략, 자연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전
략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
다. Shin, Kim과 Han[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0-.87,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 이었다.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 [19]가 개발한 

CDMESE-SF(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Short Form)을 Kim과 Kim[20]이 수정 보완한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평
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선택, 진로계획, 문제해결 등 5개
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5점 Likert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와 Daiger[21]가 개발한 진로

정체감(My Vocational Situation, MVS) 측정도구를 

Kwon과 Kim[22] 수정 보완한 14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는 역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22]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셀프리더십,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
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t-test,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89명(80.9%) 남학생이 21명

(19.1%)이었고 평균 연령은 23.17세이었다. 3학년 61명
(55.5%), 4학년 49명(44.5%)이었고 입학 동기는 ‘본인이 
원해서’가 49명(44.5%)가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64명(58.2)으로 가장 높았고, 전공 만족
도는 ‘만족’이 51명(46.4%)로 가장 높았다(Table 1 참고).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호214

Recommendation 19 (17.3)

Service 3  (2.7)

Satisfaction of 
practice

Satisfaction 39 (35.5)

Moderate 64 (58.2)

Non-satisfaction 7 (6.4)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51 (46.4)

Moderate 49 (44.5)

Non-satisfaction 10  (9.1)

Variable Categories Subcategories Mean±SD

Self-leadership

Total 3.55±.52

Behavior-focused strategies

Total 3.61±.55

Self-goal setting 3.38±.81

Self-reward 3.96±.78

Self-punishment 3.45±.78

Self-observation 3.61±.64

Self-cueing 3.74±.91

Natural reward strategies
Total 3.49±.70

Focusing on natural reward 3.49±.70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Total 3.48±.60

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3.52±.77

Self-talk 3.37±.77

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 3.50±.66

CDMSE

Total 3.52±.61

Career relating data gathering 3.47±.76

Setting an objective 3.45±.70

Making a plan 3.46±.74

Solving a problem 3.55±.62

Self evaluation 3.67±.63

Career identity Total 2.64±.47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2. Subjects's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N=110)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중 3.55점(±.52)이
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3.52점(±.61)
이었고,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64점(±.47)이
었다(Table 2 참고).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의 차이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3
학년 학생보다 4학년 학생들이 더 높았고(t=-2.01, 
p=.047), 진로정체감의 경우 3학년 학생보다 4학년 학생

들이 더 높았다(t=-2.38, p=.019). 입학동기는 ‘본인이 
원해서’라고 답한 군이 ‘주변의 권유’때문이라고 답한 군
보다 더 높았다(F=4.08, p=.009).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
른 차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보통’
보다 ‘만족’하는 경우 더 높았고(F=6.13, p=.003), 진로
정체감의 경우‘보통’보다 ‘만족’하는 경우 더 높았다
(F=14.00, p<.001). 전공 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경우 ‘만족’이 ‘보통’, ‘불만족’보다 높았고
(F=9.34, p<.001), 진로정체감의 경우 ‘만족’이 ‘보통’, ‘불
만족’보다 높았다(F=20.37, p<.001)(Table 3 참고).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로정체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셀프
리더십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은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
가 있었으며(r=.40,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
로정체감(r=.65, p<.001), 셀프리더십(r=.66, p<.001)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Table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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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Self-leadership CDMSE Care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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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ffe Mean±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3.44±.40 .98

(.329)
3.54±.625 .68

(.498)
2.63±.465 -.70

(.483)Female 3.57±.54 3.44±.592 2.71±.533

Grade
3rd 3.50±.51 -.98

(.326)
3.41±.602 -2.01

(.047)
2.55±.430 -2.38

(.019)4th 3.60±.53 3.65±.618 2.76±.511

Motivation for nursing 

Voluntarya 3.65±.47

1.66
(.184)

3.65±.598

2.06
(.109)

2.78±.489
4.08

(.009)
a>b

High employment 3.48±.56 3.38±.647 2.58±.485

Recomendationb 3.38±.53 3.40±.586 2.38±.313

Service 3.74±.49 3.90±.100 2.92±.188

Satisfaction of  practice

Satisfactiona 3.67±.48
1.73

(.182)

3.78±.572 6.13
(.003)
a>b

2.93±.476
14.00
(<.001)

a>b
Moderateb 3.48±.51 3.38±.571 2.48±.387

Non-satisfaction 3.45±.71 3.30±.847 2.55±.52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a 3.67±.54
3.05

(.051)

3.74±.599 9.34
(<.001)

a>b,
a>c

2.91±.480 20.37
(<.001)

a>b,
a>c

Moderateb 3.47±.46 3.39±.554 2.45±.318

Non-satisfactionc 3.31±.57 2.99±.551 2.25±.422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3. Differences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0)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33 .215 6.22 <.001

CDMSE .420 .056 .543 7.49 <.001

Satisfaction of major .336 .123 .352 2.73 .007

R²=.527, Adj. R² =.513, F=39.33(p <.001)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areer identity     (N=110)

Variable
Career identity CDMSE Self-leadership

r(p)

Career identity 1

CDMSE .65
(<.001)

Self-leadership .40
(<.001)

.66
(<.001)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N=110)

3.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
만족도를 회귀식에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는 Dummy 
변수로 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
한 결과 분산팽창지수는 1.17~1.23로 모두 10이하, 공
차한계는 .81~.85로 0.1이상으로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
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잔차 정규성은 
Durbin-Watson 통계량이 1.7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결과 간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39.33, 
p<.001), 유의한 영향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
공만족도이며 설명력은 51.3%이었다(Table 5 참고).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진로정체감에 미
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진로지도 방안 및 졸업 후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으로,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3.51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23]에서 3.43점 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단순히 점수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다른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호216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에 따른 차이로 생
각된다. 하위영역으로는 행동중심 전략이 3.61점, 자연보
상 전략이 3.49점, 건설적 사고전략이 3.48점으로 행동
중심 전략이 높고 보상, 건설적 전략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Lee등의[23]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하위 영
역 중 행동중심 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였다. 행동중심 전략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적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으로
[24]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목표 달성에 높은 기대를 하
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내재적 동기부여인 과업 자체의 
즐거움, 구체적인 인지전략 사용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업 자체의 
즐거움과 인지전략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경우 
성별, 학년,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1,2학년보다 3,4학년에서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년
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 역량이 개발되는 것으로 생각되
나 본 연구 대상자는1,2학년을 포함하지 않고 3, 4학년
만을 대상으로 하여 학년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학년 별 차이에 대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2점으로,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3.28점, 전 학년
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11]에서 3.42점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는 1,2학년을 포함하지 않고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기평가가 
3.67점으로 가장 높고, 목표설정이 3.45점으로 가장 낮
았다. Lee와 Kim[11]의 연구에서 자기평가가 가장 높았
고, 문제해결이 가장 낮았으며 Jung 등[25]의 연구에서
는 정보수집이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이 가장 낮게 나타
나 하위영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란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15]으로 본 연구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높
지만 목표설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학년,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과 임상실습 만족
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25]와 유사하며, 학
년,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13]와 부분적으로 일치 하
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경우, 전공
에 만족하는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64점으로 1,2,3학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25]에서 2.6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는 비슷하지만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
에서 2.77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으로[5] 간호학과에 입학 한 신
입생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이 이루어
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학년, 입학동기,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족의 권유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입학한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
[26]와 유사하다. Jung등[25]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
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는 없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
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로
정체감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경우, 대학생활을 하
면서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
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직업
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
로상담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
더십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으로 설명력은 51.3%로 나타났다. 이는 진
로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연
구결과[25]와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진로정체감
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6]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대
학생활 동안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고 자신
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자신감이 높아진다면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법 개
발과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 기회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셀프리더십과 진로정체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에서는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추후 매
개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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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이며,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51.3%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변인을 규명하고, 
추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에
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분석해 볼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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