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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품질을 교육프로그램, 교수, 교육환경, 명성과 취업으

로 구성하여 학생만족을 통한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남 1개 대학 간호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최종 321부를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의 구성개념 모두 학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으며 명성과 취업,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수의 순으로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만족은 행동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한 질 관리가 필요하며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주제어 : 교육서비스품질, 학생만족, 행동의지, 간호대학생,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how nursing students’ willingness to behave in a specific way 

based on satisfaction is affected by the quality of nursing education service in terms of educational 

program, professor, educational environment, and reputation and employment. For this, the 

research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350 nursing students at one college in Gyeongnam, 

through which 321 sheets of the form were finally collected, and processed using the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each factor of the abovementioned 

quality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The biggest 

influential was reputation and employment, followed by educational program, educational 

environment, and professors. Also, that satisfaction significantly, positively affected those students’ 

willingness to do specific behaviors.  In conclusion, education services for nursing students require 

quality management which reflects relative differences in influential power among factors a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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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학자원의 부

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를 찾기 위해 고심하

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 대학구조

개혁 등 정부 정책은 대학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

으며 차별적인 전략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

환이 대학에 요구되고 있다[1,2]. 대학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가장 기본인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학생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대학의 안정적 수

요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 이러한 대학의 자생

적 노력과 모집정원 감축 등을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대

학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교육 여건 개선이 절

실히 요구된다.

대학의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서비스가 성공적이어야 한다. 교육서비스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

이 상호협력하여 교육서비스품질 향상에 참여해야 한

다[4]. 교육서비스품질이란 학습자인 학생이 교육서비

스를 받기 전 기대하는 교육서비스와 실제 교육서비스

를 받은 뒤 지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이며[5],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와 교직원이 제공하는 교육 

활동과 행정지원 서비스로[6], 학생과 관련된 유형‧무형

의 서비스이다[7]. 즉, 교육서비스품질은 대학이 제공하

는 모든 활동으로 학생의 관점에서는 교육서비스 경험

의 총체이며 혜택을 말한다[8]. 

대학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학생만족은 학교조직의 존립에 중요한 

요소로서[9], 대학은 학생 지향적인 마케팅을 위해 학생

을 소비자가 아닌 교육수요자로 인식해야 한다[10]. 학

생은 교육서비스품질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체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하며, 교육서비스품질의 긍정적 인식은 학

생만족을 높일 수 있다[11]. 대학 교육은 지역사회와 국

가 경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질 높은 교

육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도 교육서비스품질의 평가를 

통한 학생만족은 필수적이다[12]. 이러한 중요성으로 

교육서비스품질의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미지, 학생만족, 신뢰, 구전,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1,2,4,13,14]

들이 진행되었다. 

간호학과는 빠르게 양적인 증가가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질적 관리를 위해 간호대학생의 교육서비스 

평가에 따른 학생만족의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 하지만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이 

학생만족과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

소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간호학과는 비교적 높은 취업률로 인해 학

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나 타 전공 학생보

다 자신의 적성, 흥미,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

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15],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부적응과 전공 불만족은 대학생활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6]. 대학생

의 중도탈락률은 국내 대학의 질을 좌우하는 지표로 사

용되고 있기에 대학은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해 전사적

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학과도 예외는 아니

다. 대학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교육서비스품질 관리와 

학생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요인[13]으로 교육서비스품

질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한다면 간호학과와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서비스품질의 하위 구성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육서비

스품질 측정에 SERVPERF 모형의 5가지 유형성, 신뢰

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으로 구성한 연구에서 유형

성, 확신성, 공감성 요인이 교육만족도와 유의한 정(+)

의 관계로 나타났다[13]. 다른 연구를 보면 교육서비스

품질의 구성개념을 교수강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 행정 

및 시설지원, 학비로 구성하고 학생만족의 선행요인으

로 작용함을 규명하였으며[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

육서비스품질을 가시적 측면, 교수진, 행정직원, 신뢰

성, 공감으로 구성하고 학생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18]. 따라서 교육서비스품질이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세밀히 확인하는 것은 간호학과를 비롯한 

학과와 대학 존립에 필요한 품질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19]. 

만족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결과로 이용 

전 사전기대와 이용 후 지각의 차이에 주목하는 서비스

품질의 결과를 말한다[8]. Elliot과 Healy[20]는 학생만

족을 학생이 교육서비스품질에 대해 경험한 평가에 따

른 결과의 태도라 하였다. Kim[10]은 학생만족을 대학

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얻는 성취 정도이며 Kim과 

Ma[13]는 교육적 경험이나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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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이라 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서비스품질은 학생만족을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21]. 

학생의 행동의지는 대학을 유지하는 선순환의 요소

로 볼 수 있으며, 교육서비스 경험으로 대학과의 관계

를 지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이다[7]. 대학생의 행

동의지는 대학에 대한 긍정적 구전과 졸업 후에도 지속

적이고 자발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교육서비스

품질은 학생만족을 높이고 행동의지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2,22]. 또한, 서비스품질은 교수의 

다른 강의를 추천하거나 교수의 다른 수업을 듣고자 하

는 학생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3]. 

정리하자면, 대학의 존립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업 중심의 학과에 지원자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24], 인기학과인 간호학과는 타 전공에 비해 학과선택

에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과의 선

택동기가 취업률과 같은 영향으로 학과를 선택한다는 

점은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2010년에 간호교육기관 수는 174개, 입학

정원은 14,166명이었으나 2019년 간호교육기관 수는 

203개, 입학정원은 20,033명으로 빠른 양적 증가를 하

였으며[25], 앞으로 간호학과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학

의 고심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이 교육서비스품질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인과 관계의 연구를 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교육서비스품질의 하위 구성개념을 교육프로그램, 

교수, 교육환경, 명성과 취업으로 구성하여 각각이 학생

만족을 통한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며 이를 통해 간호교육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 전략과 

학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가설

교육서비스품질은 학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이 있으며[1,2,13,26,27], 학생만족은 행동의지에 정(+)

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26,27]. 따라서 선

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품질의 하위개

념인 교육프로그램, 교수, 교육환경, 명성과 취업이 학

생만족을 매개로 하여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다.

H1: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교수는 학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3: 교육환경은 학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명성과 취업은 학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학생만족은 행동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Model of Study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을 위해서 경남에 소재한 1개 대학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하

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본 수 산정은 구조방정식에서 적

절한 표본 수를 200∼400개 표본 정도를 제시하고 있

어[28], 본 연구의 표본 수는 350명을 하였으며 불성실

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최종 321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교육서비스품질 

교육서비스품질은 Choi 등[27]의 연구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교육서비스품질의 하위 구성개념을 교육프로

그램 7문항, 교수 11문항, 캠퍼스환경 2문항, 교육환경 

4문항, 재정 사항 4문항, 명성과 취업 3문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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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육서비스품질의 하위 구성개념 중 교육환경

과 캠퍼스환경은 중복되는 하위 차원으로 보일 수 있음

을 제시하였으며[27], 본 연구자들도 중첩된다고 판단

하여 캠퍼스환경은 제외하고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교육서비스품질의 

재정 사항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재정 

사항이 재정 운용과 관리에 대한 문항으로 학생들이 이

해하고 응답하는 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결과로 최종 

설문에서는 제정 사항도 제외하였으며, 경영학과 교수 

2인과 간호학과 교수 2인으로부터 최종 측정 문항의 

내용 확인과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교육서

비스품질의 교육프로그램은 ‘전공의 이해를 돕는 기초 

교양과목의 다양’, ‘간호학과의 전공과목 구성의 다양’,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의 구성이 

참신’, ‘산업체에 필요한 지식 습득의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 ‘창의적인 사고·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는 강

의’, ‘전공 관련 현장 학습의 참여 기회’, ‘우리대학 간호

학과는 4차 산업기반 관련 교육을 함’의 7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교육서비스품질의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 ‘학

생 행사 참여’, ‘학생들과의 면담이나 지도 횟수가 적

절’, ‘학생에 대한 배려 및 친절’, ‘학생 도움 요청에 신

속하게 반응’, ‘강의 시 전달 능력’, ‘학생에 대해 평등하

게 대우’, ‘수업 진행에서 강의계획서의 활용’, ‘과제 및 

평가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교수의 전문적인 이미지’의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서비스품질의 교육환경은 ‘강의실 내 수업에 필요

한 시설’, ‘강의실 내 교육 기자재’, ‘실습을 위한 기자

재’, ‘학업(토론)에 필요한 시설(강의실)’, ‘휴식 공간’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서비스품질의 명성과 취업

은 ‘우리대학 간호학과는 명성이 있음’, ‘우리대학 간호

학과는 졸업 후 취업이 용이’, ‘우리대학 간호학과의 과

목들은 직업 선택에 도움’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서비스품질은 총 25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Choi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교육프로그램 .887, 교수 .928, 교육환경 

.826, 명성과 취업 .8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교육프로그램 .954, 교수 .952, 

교육환경 .888, 명성과 취업 .903으로 나타났다.

2.3.2 학생만족

학생만족은 Hwang과 Kim[29]의 연구도구를 사용

하였으며 ‘행정서비스 만족’, ‘교육서비스 만족’, ‘대학생

활 만족’, ‘대학선택 만족’의 총 4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Hwang과 Kim[29]의 연구에서 학

생만족의 Cronbach’s α 계수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지

만, 측정 항목의 요인적재값이 .720 이상이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29로 나타났다.

2.3.3 행동의지

행동의지는 Choi 등[27]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우리대학 추천’, ‘우리 간호학과 추천’, ‘졸업 후 동문 

활동 적극 참여’, ‘출신학과를 자랑스럽게 밝힘’의 총 4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hoi 등[27]의 연구에서 행동의

지의 Cronbach’s α 계수는 .805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42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51명(15.9%), 여

자 270명(84.1%)이고 1학년 97명(30.2%), 2학년 94명

(29.3%), 3학년 75명(23.4%), 4학년 55명(17.1%)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30세 미만 272명(84.7%), 30세 이상

-40세 미만 16명(5.0%), 40세 이상 33명(10.3%)이었다.

3.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외생변수인 교육서비스품질의 

‘교육프로그램’, ‘교수’, ‘교육환경’, ‘명성과 취업’과 내생

변수인 학생만족과 행동의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회

전은 직교회전인 베리맥스 방법으로 하였다. 최대 요인

적재량이 .5 이상을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른 변수로 분류되거나 요인

적재량이 낮은 문항인 교육프로그램 1문항과 학생만족 

1문항을 삭제하고 다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두 다른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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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Analysis of Exogenous Variables 

본 연구의 측정 문항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

를 구하였으며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충

족하였다. AMOS 21.0을 이용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하

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 지수들을 통하

여 모형을 평가하였고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GFI=.901, AGFI=.876, IFI=.982, 

TLI=.979, CFI=.982, RMSEA=.038, RMR=.046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도 .58 이상으

로 나타났다. 구성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

ability)는 .7 이상, 평균분산지수(AVE: average var-

iance extracted)는 .5 이상이면 확보된다. 판별타당

성(discriminant validity)은 AVE 제곱근과 각 변수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상관계수의 값이 낮으면 확보된

다. 분석 결과, 평균분산 지수의 모든 개념의 개념신뢰

도는 .84 이상, 평균분산지수는 .59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AVE 제곱근에 비해 각 변수의 상관관계가 낮은 값

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Table 4에 상관계수 값과 대각

선 볼트체에 AVE의 제곱근으로 표시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Endogenous Variables

3.3 가설검정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 모형을 검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

정한 결과 GFI=.900, AGFI=.876, IFI=.982, 

TLI=.979, CFI=.982, RMSEA=.038, RMR=.047로 적

합도 지수들이 권장 수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β=.250, 

p<.001)은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교수가 학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2(β=.129, p=.035)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

환경이 학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3(β=.140, p=.017)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명성

과 취업이 학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4(β=.422,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

째, 학생만족이 행동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H5(β=.887, p<.001)는 유의하게 나타나 모

든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Factor

1 2 3 4

EP1 .193 .854 .121 .191

EP2 .147 .841 .185 .214

EP3 .231 .849 .185 .154

EP4 .247 .844 .188 .207

EP5 .184 .848 .214 .214

EP6 .357 .767 .166 .110

Professor1 .756 .331 .250 .174

Professor2 .757 .329 .243 .165

Professor3 .719 .348 .270 .106

Professor4 .733 .240 .322 .195

Professor5 .729 .336 .330 .199

Professor6 .754 .269 .336 .156

Professor7 .734 .250 .368 .197

Professor8 .826 .056 .012 .055

Professor9 .737 .103 .022 .112

Professor10 .814 .060 .079 .049

EE1 .268 .238 .771 .086

EE2 .283 .202 .773 .196

EE3 .160 .194 .823 .162

EE4 .174 .143 .797 .199

RE1 .151 .223 .191 .858

RE2 .216 .303 .229 .822

RE3 .234 .292 .200 .792

Eigen value 6.392 5.221 3.487 2.583

explained variance(%) 27.793 22.701 15.159 11.231

1) KMO=.94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7073.044, p=.000, 
   Total explained variance (%)=76.883%
2) EP: Education program, EE: Educational environment, 
   RE: Reputation and employment

Factor

1 2

SS1 .401 .843

SS2 .398 .867

SS3 .464 .794

WB1 .861 .381

WB2 .841 .437

WB3 .845 .401

WB4 .700 .527

Eigen value 3.188 2.868

explained variance(%) 45.548 40.966

1) KMO=.88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2=2422.000, p=.000, 
   Total explained variance (%)=86.514%
2) SS: Students’ satisfaction, WB: Willingness to engage in a specific 

behavior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0호79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Item Factor
loadings S.E. t p Cronbach’s α CR AVE

EP

1 .845 - - -

.954 .956 .786

2 .851 .038 24.887 .000

3 .887 .046 23.195 .000

4 .922 .048 22.702 .000

5 .919 .050 22.516 .000

6 .832 .051 19.188 .000

Professor

1 .848 - - -

.952 .957 .697

2 .847 .040 24.658 .000

3 .843 .044 21.831 .000

4 .865 .041 23.980 .000

5 .907 .049 22.187 .000

6 .899 .047 21.838 .000

7 .887 .047 21.282 .000

8 .641 .058 12.904 .000

9 .581 .057 11.381 .000

10 .637 .054 12.875 .000

EE

1 .887 .088 13.704 .000

.888 .849 .590
2 .923 .088 13.963 .000

3 .710 .060 17.138 .000

4 .666 - - -

RE

1 .844 .056 18.945 .000

.903 .909 .7702 .914 .053 21.108 .000

3 .853 - - -

SS

1 .865 - - -

.929 .906 .7642 .881 .037 25.555 .000

3 .905 .048 21.517 .000

WB

1 .928 - - -

.942 .939 .793
2 .934 .032 30.696 .000

3 .899 .035 27.230 .000

4 .849 .043 21.125 .000

1) χ2(df)=541.828(369), p=.000, CMIN/DF=1.468, GFI=.901, AGFI=.876, IFI=.982, TLI=.979, CFI=.982, RMSEA=.038, RMR=.046
2) EP: Education program, EE: Educational environment, RE: Reputation and employment
   SS: Students’ satisfaction, WB: Willingness to engage in a specific behavior

Table 4. Correlations among Observed Variables

EP Professor EE RE SS SS

EP .886

Professor .571*** .835

EE .503*** .512*** .768

RE .555*** .491*** .543*** .877

SS .568*** .523*** .620*** .646*** .874

WB .583*** .515*** .578*** .630*** .829*** .890

1) ***: p<.01  
2) EP: Education program, EE: Educational environment, RE: Reputation and employment
   SS: Students’ satisfaction, WB: Willingness to engage in a specif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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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4. 논의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대학의 존립을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동기가 학생의 자발성

보다는 취업률과 같은 다른 영향이 미치는 점은 학과와 

대학의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간호학

과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향후 질적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에 간호대학생의 교육서비스 평가에 따른 학생만

족의 요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품질을 교육프로그램, 교수, 교육환경, 명성

과 취업으로 구성하고 간호대학생 만족을 통한 행동의

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서비스품질은 명성과 취업,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수의 순으로 학생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

으며 명성과 취업은 간호대학생 만족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i 등[27]의 연구에

서 교육프로그램, 교수, 교육환경은 전반적인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으나 명성과 취업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Choi 등[27]의 연구는 경영대학 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전반적 만족도를 ‘교육서비스 만족’, ‘교육

서비스에 좋게 생각하는 편’, ‘교육프로그램을 타 대학

과 비교해보면 만족’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학생만족을 ‘행정서비스 만족’, ‘교육서

비스 만족’, ‘대학생활 만족’, ‘대학선택 만족’으로 Choi 

등[27]의 개념인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측정하여 연구결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교육서비스품질의 하위 구성개념이 만족에 미치

는 영향력은 선행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재학생의 

실제 인식과 믿음의 차이, 학교와 학생의 특수한 환경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1]이라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에

서도 간호학과의 특수성과 변수의 조작적 개념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만족에 명성과 취업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간호학과의 선택 동기가 반영

된 것으로도 보인다. 선행연구[24]에서 58.5%가 취업, 

성적 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학생의 

41.5%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15] 한 점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문사

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이미지를 

지역의 평판, 성공한 졸업생, 홍보와 PR활동,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자부심으로 구성하고 측정하였는데 대

학서비스품질은 대학이미지를 통해 학생만족에 유의한 

영향요인[30]으로 나타나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서비스품질의 각각 요소에 대해 세심하

고 세부적인 품질 관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상대적 영향

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간호학과와 대

학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대

학은 명성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요구도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

고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학과 운영과 대학 운영에 적극

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취업

처의 발굴과 졸업생 취업 관리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서비스품질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만족에 두 번

째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사립대

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서비스품질의 전

공 교과와 교양 교과는 학생만족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따라서 간호학과 운영에 국가고시

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간호인증평가에 맞는 교육과

정의 운영과 함께 학생과 임상현장의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 후 임상 적응을 돕고 취업처의 만

족을 도모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정의 개발이 지속

적으로 요구된다.

교육서비스품질의 교육환경은 학생만족에 세 번째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교육환경

은 학생만족에 유의한 영향요인[17,27]으로 나타났으

Path diagram
Estimate

SE CR p
B β

H1 EP→ SS .287 .250 .067 4.264 <.001

H2 Professor → SS .152 .129 .072 2.109 .035

H3 EE→ SS .166 .140 .069 2.397 .017

H4 RE → SS .492 .422 .069 7.085 <.001

H5 SS→ WB .972 .887 .052 18.704 <.001

1) χ2=548.338, df=373, p=.000, CMIN/DF=1.470, GFI=.900, AGFI=.876, 
IFI=.982, TLI=.979, CFI=.982, RMSEA=.038, RMR=.047

2) EP: education program, EE: Educational environment, RE: Reputation 
and employment, SS: Students’ satisfaction, WB: Willingness to 
engage in a specific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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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도 역시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간호학과의 교육환경은 대외 평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

어야 하기에 실습 기자재나 시설이 비교적 잘 구비 되

어 있다. 그러나 병원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현장감 있

는 시설 및 장비의 개선과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 고려

되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기재자의 확보로 학생의 실

습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팬데믹 상황 등의 비대면 수업

시에 온·오프라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활용할 것인

가에 대한 고심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서비스품질의 교수는 교육만족에 네 번째로 유

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습만족도를 높이

는 요인으로 교수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에게 개별화된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선행연

구[3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교수의 개별적 관심과 배려 깊은 행동, 강의 전달

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학생의 눈높

이에서 소통하는 능력, 수업 및 평가에서 공정성을 가

지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만족을 높이는 기본적 요소임

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생만족은 행동의지에 유

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생

만족은 행동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2,26,27]와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은 학생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긍정적 

구전, 추천, 졸업 후 지속적으로 학과와 대학에 적극적

인 유지 행동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은 다

른 사람에게 학과 및 학교 선택의 동기로 작용하기에 

대학 존립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학생의 관점에

서 교육서비스품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반영한 다각

적인 관리가 대학에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품질을 

교육프로그램, 교수, 교육환경, 명성과 취업으로 구성하

여 학생만족을 통한 행동의지를 파악하였으며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의 구성개념 

모두 학생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으며 명성과 

취업, 교육프로그램, 교육환경, 교수의 순으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학생만족은 행동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교육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질 관리가 요구되며 수

요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통한 교육서비스품질 결과를 간호학과와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족은 선행연구에서도 인간의 다음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학생만족은 행동의지에 중요한 선행변

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만족이 학과

와 대학에 대한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속적

인 대학 성장의 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육서비스품질

의 구성개념과 도구를 구성하였지만, 선행연구에서 제

시하는 교육서비스품질의 도구가 다양하므로 연구대상

과 상황에 맞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하여 검증할 필요성

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경남에 소재한 1개 대학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

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과 지역을 넓혀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서비스품질에 대해 

학생이 지각하는 인식만을 연구하였으나 대학구성원의 

주체를 내부구성원, 학부모, 산업체, 지역사회까지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서비스

품질이 행동의지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검증이 필요하며 

다른 의미 있는 종속변수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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