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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일 문 학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진로만족 향요인을 악함으로써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

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 상자는 서울시 소재 3년제 일 간호 학의 3학년 학생 131

명이며 자료분석방법은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피어슨 상 계 분석, 계  

다 회귀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수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진로만족은 공 련 진로인식, 공 련 학습선호, 공 련 활동참여, 공학업 수행, 공학업 집 , 내

동기, 문제해결력, 교내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진로만족의 

향요인은 공 련 진로인식, 공 련 학습선호, 공 련 활동참여, 공학업 집 , 교내실습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들 개념은 진로만족을 63.0% 설명하 다. 특히 공 련 진로인식이 가장 향력 있는 요인

으로 나타났기에 간호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정 으로 인식하도록 간호 문직의 가치를 달하고 간호

철학 정립을 돕기 한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중심어 :∣진로만족∣진로인식∣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career satisfaction and its affecting 

factors for senior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1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one 

college located in Seoul. The data analyzed by using SPSS-WIN 18.0 program. Career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cognition of career related to 

major(r=.690, p<.001), learning preference related to major(r=.666, p<.001), participation of 

activities related to major(r=.537, p<.001), major performance(r=.231, p=.008), concentration of 

major(r=.508, p<.001), intrinsic motivation(r=.357, p<.001), problem solving ability(r=.452, p<.001), 

satisfaction of laboratorial practice(r=.476, p<.001)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r=.410, 

p<.001). In addition, recognition of career, learning preference, participation of activities, 

concentra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of laboratorial practic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career satisfaction(63%).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career guidance program 

to improve career satisfaction considering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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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학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공학과 선

택은 향후 진로와 련된 한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학진학 시 성이나 흥미 등 개인  가치보다는 무조

건 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기감으로 인해 자신에 

한 충분한 이해나 비 없이 합격 가능성이나 주 의 

기 에 맞추어 공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공학과에 한 부 응으로 심  갈등  학생활에 

한 부정 인 경험을 하고 있다[1]. 특히 간호 학생은 

이미 간호사가 되겠다는 직업  결정을 한 상태로 간호

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 후 취업률이 다른 공에 

비해 비교  높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해 깊이 생

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해서도 깊이 있는 고찰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막연히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2]. 따라서 학 생활이 향후 직

업생활로의 이행을 앞두고 진로결정과 진로 비 행동

의 측면에서 매우 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3] 자신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진로탐색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졸업을 하고 간호사가 된 후 자

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이직을 선택하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내 35개 병원을 

상으로 한 간호사의 평균이직률이 15.8%[4]로 다른 

보건복지사업 종사자의 이직률 2.16%[5]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자

신의 공이나 직업에 한 혼돈과 부정 인 시각을 갖

고 있는 경우 직업에 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임상 

장에서 응하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6]. 그 에서

도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체의 69%로[7] 국내 신

입사원의 이직의도가 30%로 조사된 것[8]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간호직은 문직으로서 직무 수행을 해 많은 지식

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를 훈련받기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직이 발생할 경우 조직과 

개인이 치러야 할 비용 효과 손실이 크며 조직원의 사

기 하  문직 서비스의 질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 특히 간호직은 타 직종이 경력이 쌓이면 이직하

는 것[9]과는 달리 입사한지 1년 이내의 이직률이 높으

므로[7] 이는 간호 학생의 진로에 한 비부족과 

련이 있을 것이며 학 재학 의 진로지도의 요성에 

한 시사 이 크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로 진로미결정

자들을 상으로 시행된 반면, 진로결정자로 분류된 사

람들에 한 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결정자 가운

데에도 외형상 진로를 결정했다고는 하 지만, 자신의 

결정에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로를 

결정했으되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집단이 있

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10]. 진로결정자라고 인식되는 

간호 학생의 경우 이들의 진로발달과 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간호 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 장에 응하지 못하고 조기이직률이 높아지

면서, 그 원인 악을 한 수단으로 련 연구가 차 

시행되고 있다.

지 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간호 학생의 진로 련 

연구로는 진로에 한 인식[11], 진로정체감 련요인

[12], 진로태도성숙 향요인[2], 진로탐색행동 향요

인[13]등이 있다. 한 진로정체감, 진로성숙과 진로발

달 향상을 한 소수의 실험연구[14][15]들이 있다. 

한 간호 학생의 공만족과 련된 요인들[16]에 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진로만족과 련된 요인에 한 탐

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진로는 ‘개인이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라는 의미’로서 

공에 한 선택 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 계열을 선택

하여 학문을 하고 그 분야에 합한 직업을 가질 것인

가 등과 련된 모든 체험을 의미한다[17]. 그리고 진로

만족은 공 선택에 한 자신의 결정  그 결정에 따

라 자신이 속한 학과에 한 만족과 련되므로[18] 

공만족보다 포 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간

호 학생들이 자신의 재 진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향후 간호사의 직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장애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직업

에 한 혼란과 부정 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정

인 문직 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 으

므로[19] 간호학생의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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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이 향후 간호사가 된 

후 진로만족의 완성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졸업시 에서 진로만족에 향을  수 있는 련 

변수들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다양한 공분야에서 진로만족과 

련요인이 확인된 진로선택 향요인과 공 응[17], 

내 동기[20], 문제해결력[21]을 바탕으로 간호 학생

의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양

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 문 학의 졸업학년 간호학생을 상

으로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 정

도의 차이를 악한다.

둘째,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 진로선택 향요인, 

공학업 응, 내 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도 간의 

상 계를 악한다.

셋째,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3. 용어 정의 
3.1 진로만족 
진로만족이란 개인의 직무에 한 평가나 직무경험

에 기인하는 유쾌하거나 정 인 감정상태이다[22]. 

본 연구에서는 박상진[17]이 Veenhoven[27] 등의 연구

들을 토 로 개발한 도구로 간호 학생이 간호 학 진

학  직업으로써 간호사 선택과 련되어 느끼는 학과

만족과 공만족 정도를 측정한 수를 말한다.

3.2 진로선택
진로선택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을 걸쳐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  시기에 합리

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상태 는 그러한 선택

을 말한다[23]. 본 연구에서는 박상진[17]이 한국교육개

발원[28] 등의 연구들을 토 로 개발한 도구로 공

련 진로에 한 인식, 공 련 학습에 한 선호, 공

련 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한 수를 말한다.

3.3 전공학업 적응 
공학업 응이란 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

업  요구에 얼마나 성공 으로 응하고 있는지를 말

한다[24]. 본 연구에서는 박상진[17]이 Baker와 

Siryk[24] 등의 연구들을 토 로 개발한 도구로 공학

업 수행(학업  노력의 효과)과 공학업 집 (학업에 

한 몰입정도) 정도를 측정한 수를 말한다. 

3.4 내적동기 
내 동기란 어떠한 외  목 이나 보상 없이 특정한 

활동을 하려는 동기학습과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과

제나 활동에 참여하려는 선천  성향을 말한다[25]. 본 

연구에서는 Harter[29]의 내 동기 평가 도구로 도  

과제 선호 성향, 호기심에 의한 학습 참여 성향, 독자  

학습과제 완성 성향 정도를 측정한 수를 말한다.

3.5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

제들을 해결하기 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성취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26]. 본 연구에서는 Heppner와 Petersen[31]이 개발하

고 장익수[26]가 수정보완한 문제해결력 척도로 문제해

결에 한 자신감, 근-회피스타일, 자기통제 정도를 

측정한 수를 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문 학 졸업학년 간호학생의 진로만

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3년제 일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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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재학 인 3학년 학생  연구목 을 이해하고 자

발 으로 동의서에 서명한 학생 137명이다. 본 표본크

기의 성을 확인하기 하여 G power 3.1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유의수  5%(양측), 85% power, 

간 정도의 효과크기(0.15), 측변수 9개로 다 회귀

분석을 한 상자 표본 수를 산출하 으며, 이때 필

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26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단되었다.

자료수집은 2012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루어

졌다. 자료수집을 하여 3학년 공교과목의 강의를 

맡은 교수에게 연구목 과 자료수집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조와 동의를 구하 다. 수업이 종료된 후 학생들

을 강의실에 남아있게 하 으며 연구자가 연구목 에 

해 직  설명한 뒤 상자가 연구동의서에 서명한 경

우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뒤 

회수하 다. 설문지는 137부가 회수되었고 그  응답

이 충실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한 총 131부를 최종 분석

하 다.

3. 연구 도구
3.1 진로만족 
본 연구에서는 진로만족을 측정하기 해서 박상진

[17]이 Veenhoven[27] 등의 연구들을 토 로 개발한 도

구를 공학과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진로만족

을 구성하는 하 개념은 공만족과 학과만족이며 총 

10문항을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진로만

족 수 이 높음을 말한다. 박상진[17]의 연구에서 신뢰

도 α계수는 하 개념별로 0.90과 0.86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신뢰도 α계수는 0.87, 0.81이었다.

3.2 진로선택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진로선택 향요인을 측정하기 해 

박상진[17]이 한국교육개발원[28] 등의 연구들을 토

로 개발한 도구를 공학과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진로선택을 구성하는 하 개념은 공 련 진로에 

한 인식, 공 련 학습에 한 선호, 공 련 활동

의 참여이며 총 13문항을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공 련 진로에 한 인식이 정 이며 

공 련 학습을 선호하며 공 련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함을 말한다. 박상진[17]의 연구에서 신뢰도 α계수

는 하 개념별로 0.73, 0.82, 0.84 으며 본 연구에서 신

뢰도 α계수는 0.80, 0.87, 0.84 다.

3.3 전공학업 적응
본 연구에서는 공학업 응 수 을 측정하기 해

서 박상진[17]이 Baker와 Siryk[24] 등의 연구들을 토

로 개발한 도구를 공학과 명칭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공학업 응을 구성하는 하 개념은 공학업 

수행(학업  노력의 효과)과 공학업 집 (학업에 

한 몰입정도)이며 총 10문항을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측정한 후 역환

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공학업 응 수 이 높음

을 의미하며, 박상진[17]의 연구에서 신뢰도 α계수는 

하 개념별로 0.75, 0.7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α계

수는 0.76, 0.84 다.

3.4 내적동기
본 연구에서는 내 동기를 평가하기 하여 Harter[29]

의 내 동기 평가 척도  김우 [30]에서 신뢰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난 도  과제 선호 성향, 호기심에 의

한 학습 참여 성향, 독자  학습과제 완성 성향의 3가지 

하 개념에 해서만 측정하 다. 총 15문항을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

로 측정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내  동기가 높음을 

말한다. 장기완[25]에서 동일한 검사 설문지의 신뢰도 α

계수가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α계수는 0.82이

었다.

3.5 문제해결력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기 하여 

Heppner와 Petersen[31]이 개발하고 장익수[26]가 수정

보완한 문제해결력 척도를 사용하 다. 문제해결에 

한 자신감, 근-회피스타일, 자기통제의 하 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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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32문항을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

구[26]에서 신뢰도 α계수는 0.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

도 α계수는 0.93이었다. 

3.6 실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실습 만족도를 평가하기 하여 교내

실습과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를 각각 1문항씩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 부터 ‘매우 만족한다’ 5 까지 5  

척도로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실습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4.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에 상자에게 자료수집을 해 본 연구

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

다.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

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목 으

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익

명으로 작성하게 하 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8.0 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 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를 구하 다.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 차이

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

하 다.

•간호 학생의 진로선택 향요인, 공학업 응, 

내 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도와 진로만족과의 

계는 피어슨 상 계 분석을 사용하 다.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차이 
본 연구의 상자는 일 문 학 간호과 3학년에 재

학 인 여학생 131명으로 연령, 종교, 휴학 경험, 편입 

여부, 거주 형태, 학과선택 동기, 출신고교 계열의 차이

에 따른 진로만족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차이       (N=131)

특성 구분 N(%) M(SD) t/F p

연령
21-23세
24-26세
27세 이상

110(84.0)
12(9.1)
9(6.9)

3.98(0.51)
4.15(0.51)
3.81(0.53)

1.139 .324

종교 유
무

71(54.2)
60(45.8)

4.05(0.52)
3.91(0.50)

1.490 .139

휴학 
경험

유
무

7(5.3)
124(94.7)

3.90(0.26)
3.99(0.52)

-0.817 .435

편입 
여부

편입함
편입안함

23(17.6)
108(82.4)

4.07(0.55)
3.97(0.51)

-0.863 .395

거주 
형태

부모님 동거
기타

100(76.3)
31(23.7)

3.96(0.52)
4.07(0.50)

-1.044 .301

학과선택 
동기

본인 선택
타인 권유

97(74.0)
34(26.0)

4.02(0.49)
3.88(0.57)

1.299 .200

출신고교 
계열

인문계 문과
인문계 이과

상업계

89(67.9)
40(30.5)
2(1.5)

3.98(0.58)
4.01(0.36)
3.85(0.07)

0.124 .883

2. 진로만족,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학업 적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과 실습만족 정도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진로만족, 진로선택 향요인, 

공학업 응, 내 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상자의 진로만족은 

공만족 3.98±.66 . 학과만족 3.99±.49 이었다. 진로선

택 향요인  공 련 진로인식 4.19±.56 , 공

련 학습선호 3.55±.66 , 공 련 활동참여 3.50±.66

으로 진로인식 수가 가장 높았다. 공학업 응  

공학업 수행은 2.67±.67 , 공학업 집 은 3.00±.76

으로 공학업 집  정도가 높았다. 상자들의 내

동기는 3.66±.49 이었으며 문제해결력은 4.26±.50 을 

나타냈다. 실습만족도는 교내실습 3.82±.68 , 임상실습 

3.76±.72 으로 교내실습이 높았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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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만족 1 2 3 4 5 6 7 8 9

진로만족 1.000

진로선택
영향요인

1.전공진로인식 .690
(<.001) 1.000

2.전공학습선호 .666
(<.001)

.565
(<.001) 1.000

3.전공활동참여 .537
(<.001)

.475
(<.001)

.544
(<.001) 1.000

전공학업
적응

4.전공학업수행 .231
(.008)

.143
(.104)

.312
(<.001)

-.048
(.584) 1.000

5.전공학업집중 .508
(<.001)

.398
(<.001)

.446
(<.001)

.259
(.003)

.591
(<.001) 1.000

6.내적동기 .357
(<.001)

.347
(<.001)

.474
(<.001)

.407
(<.001)

.194
(.026)

.303
(<.001) 1.000

7.문제해결력 .452
(<.001)

.425
(<.001)

.479
(<.001)

.337
(<.001)

.291
(.001)

.313
(<.001)

.667
(<.001) 1.000

실습만족
8.교내실습 .476

(<.001)
.357

(<.001)
.479

(<.001)
.300

(<.001)
.273
(.002)

.284
(.001)

.290
(.001)

.272
(.002) 1.000

9.임상실습 .410
(<.001)

.344
(<.001)

.422
(<.001)

.393
(<.001)

.123
(.160)

.258
(.003)

.197
(.024)

.183
(.036)

.525
(<.001) 1.000

* (   ) 내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표 3. 진로만족과 관련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표 2. 연구대상자의 진로만족,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학업 
적응, 내적동기, 문제해결력, 실습만족도 점수

(N=131)

Min Max Mean SD

진로만족
전공만족 1.60 5.00 3.98 .66
학과만족 3.00 5.00 3.99 .49

계 2.50 5.00 3.99 .51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진로인식 2.00 5.00 4.19 .56
전공학습선호 2.00 5.00 3.55 .66
전공활동참여 1.67 5.00 3.50 .66

계 1.89 5.00 3.75 .52
전공학업
적응

전공학업수행 1.00 4.20 2.67 .67
전공학업집중 1.00 5.00 3.00 .76

계 1.10 4.50 2.83 .64
내적동기 2.40 5.00 3.66 .49
문제해결력 3.00 5.00 4.26 .50

실습
만족도

교내실습 2.00 5.00 3.82 .68
임상실습 1.00 5.00 3.76 .72

계 2.50 5.00 3.80 .61

3. 진로만족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간호학생의 진로만족과 련 요인들 간의 상 계

를 분석한 결과, 진로만족은 공 련 진로인식(r=.690, 

p<.001), 공 련 학습선호(r=.666, p<.001), 공 련 

활동참여(r=.537, p<.001), 공학업 수행(r=.231, 

p=.008), 공학업 집 (r=.508, p<.001), 내 동기

(r=.357, p<.001), 문제해결력(r=.452, p<.001), 교내실습 

만족도(r=.476, p<.001), 임상실습 만족도(r=.410,  

p<.001)와 양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상 계수는 

.231에서 .690로서 0.8이하이므로 요인 간에는 독립 임

이 확인되었다[표 3].

4. 간호학생의 진로만족 영향요인
간호학생의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

하기 하여 진로만족과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공 련 진로인식, 공 련 학습선호, 공 련 활동참

여, 공학업 수행, 공학업 집 , 내 동기, 문제해결

력, 교내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의 9개 변수[표 3]

를 가능한 향요인으로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3개의 회귀모형을 제시하 다

[표 4]. 첫 번째 모형은 진로선택 향요인이 진로만족

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는 모델로써, 진로선택 향

요인의 3개 하 역인 공진로인식(t=6.071, p<.001), 

공학습선호(t=4.705, p<.001), 공활동참여(t=2.144, 

p<.001)가 모두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진로선택 향요인은 진로만족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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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p B β t p B β t p

진로선택
영향요인

전공진로인식 .389 .425 6.071 <.001 .350 .383 5.535 <.001 .337 .368 5.386 <.001
전공학습선호 .269 .345 4.705 <.001 .219 .281 3.797 <.001 .179 .229 3.002 .003
전공활동참여 .116 .147 2.144 .034 .120 .153 2.299 .023 .117 .149 2.273 .025

전공학업적응 전공학업집중 .128 .190 3.083 .003 .122 .181 2.968 .004
실습만족도 교내실습 .099 .139 2.263 .025

Adj R2 .593 .618 .630
F 64.012 53.590 45.305
p <.001 <.001 <.001

표 4. 간호대학생의 진로만족 예측모형

(F=64.012, p<.001)를 설명하 다. 

두 번째 모형은 공학업 응에서 유의하 던 공

학업 수행과 공학업 집 을 추가하 을 때 진로만족

의 61.8%(F=53.590, 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때 공학업 집 (t=3.083, p=.003)이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공학업 수행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형은 내 동기, 문제해결력, 임상실습 만족

도와 교내실습 만족도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

표 5. 회귀가정진단

Model 변수 Tolerance VIF
Condituion 
Index

Durbin-
Watson

1
진로인식 .640 1.561 14.599

2.232학습선호 .582 1.717 16.094
활동참여 .663 1.509 22.550

2

진로인식 .615 1.625 11.015

2.082
학습선호 .536 1.865 16.306
활동참여 .662 1.510 18.580
전공집중 .769 1.300 25.189

3

진로인식 .610 1.640 11.904

2.086
학습선호 .488 2.049 15.507
활동참여 .662 1.511 18.148
전공집중 .766 1.306 21.161

교내실습만족 .756 1.323 27.762

만족의 63%(F=45.305, 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교내실습 만족도(t=2.263, p=.025)만 

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내 동기, 문제해결력과 임상

실습 만족도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의 자기상 (독립성) 검증에서는 세 모형의 

Dubin-Watson통계량이 2.082～2.232로 자기상 이 없

었고, 다 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48

8～.769로 0.1이상이며, 분산 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 VIF)도 1.300～2.049로 10을 넘지 않아 

다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Ⅳ. 논의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 학생에게 양질

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한 기반을 마련하기 해 시

도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 상자의 진로만족 수는 5  척도에

서 평균 3.99 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박상진[17]의 

연구에서 3.59 인 결과에 비교할 때 비교  높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 학생의 진로

만족을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진로만족을 구성

하는 하 개념인 공만족에 한 연구결과와 비교하

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 간호 학생의 공만족의 정

도는 3.61～3.91 으로[13][16] 비교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 후 취업

이 용이한 문성을 지닌 공계열과 입학과 동시에 진

로가 결정되어지는 공계열에서 상 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18]를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의도가 높다는 윤혜미[7]의 결과를 고

려할 때, 공만족도가 높았던 간호학생이 정작 졸업 

후 실충격의 극복과 역할변화에 응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 학생들이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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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한 실 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여러 직종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거나 학생들의 심 진로분야에 한 워

크샵 등을 개최하는 것도 효율 인 방안이 될 것이라 

제언한다.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차

이는 없었다. 문인오와 이경완[13]이 종교와 입학동기, 

공선택 시기에 따라 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므로 추가 인 연구를 통해 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과 련 요인들 간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공 련 진로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공 련 학습을 선호하며 공

련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업을 잘 수행하고 공학업에 

집 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 동기와 문제해결력이 높고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에서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과 유의한 

련성이 확인된 요인들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공 련 진로인식, 공 련 학습선호, 공학업 

집 , 공 련 활동참여, 교내실습 만족도가 향 요인

으로 악되었고, 진로만족에 해 6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선택 향요인  

공 련 진로에 한 인식으로 평균 4.19 이며, 진로

만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본 연구결과 확인

되었다(β=.368, p<.001). 즉 간호 학생이 간호학 련 

진로를 선택해서 나아갈 가능성을 탐색할 때, 공 련 

진로에 한 정 인 인식이 있다면 선택한 진로에 

한 만족과 희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려우나, Lent와 Brown[32]이 결과기 가 진로만족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호의 인 직업상을 

가질수록 직업목표와 결과 추구를 이루기 해 더 노력

하게 되고 진로만족에도 향을 다고 한 것과 유사하

다. 따라서 교수자는 공지식과 기술의 교육 외에도 

학생들이 간호 문직의 가치를 인식하고 간호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기 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두 번째 향 요인으로는 

공 련 학습선호로 평균 3.55 이며 간호 학생의 진

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β

=.229, p=.003).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조원숙[33]은 간호계열

의 경우 37.8%의 학생이 공-흥미가 일치하는 동일 

유형이며 학생의 공-흥미 일치도와 공만족도를 

비교할 때 동일유형이 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

다고 하며 본 연구와 맥락 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따라서 공-흥미가 일치하지 않은 학생들을 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선

택할 수 있도록 돕기 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탐색 집단상담 로그

램[34]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진로만족에 세 번째 향 요인은 공학업 집 으로 

평균 3.00 이며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임이 본 연구결과 확인되었다(β=.181, 

p=004).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직

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련 연구에서 학습 몰입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맥락 으로 일치하

는 결과를 보 다[35]. 따라서 간호 학생의 공학습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PBL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

료의 활용 등 효율 인 교수법을 용하거나 웹 기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등의 교수학습 략이 필요하다.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네 번째 향 요인은 공

련 활동 참여를 통한 공 응으로 평균 3.50 이며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이 확인되었다(β=.149, p=.025). 이는 동아리 활동참여

가 학생활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고욱재[36] 

 교과외 활동 경험이 학교육에 한 만족도를 향상

시킨다는 김정은[37]의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교수

자는 간호 학생들이 공 수업 외에 공동아리, 공 

련 사활동 등 다양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공 응력 향상을 

통한 진로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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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에 다섯 번째 향 요인은 교

내실습 만족도로 평균 3.82 이며 간호 학생의 진로만

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β=.139, 

p=.025). 이는 최근 임상실습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교내에서 실시하는 상황기반 시뮬 이션실습에 

한 간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향을 미친 것

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가 진로

만족과 높은 상 계는 있었으나 설명력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만족도와 공정체감이 높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13]. 그러나 임상실습은 간호 학생의 

문직 을 형성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므로 학생

들의 요구에 맞는 실습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실습만족

도를 높임으로써 임상실습이 간호 학생에게 정 인 

경험이 되도록 하는 지속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의 향 요인으로 

공학업 수행, 내 동기, 문제해결력은 진로만족과 높은 

상 계는 있었으나 설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 문 학의 졸업학년 간호학생

만을 연구 상으로 조사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의 향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일 문 학 3학년에 재학 인 간호학생

을 상으로 진로만족 수 을 악하고, 진로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양질의 진로교육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다. 연구결과 연

구 상자의 진로만족 수는 5  척도에서 평균 3.99

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진로

만족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직무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학생을 상으로 실무 장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인 진로지도교육이 필요하다.

연구 상자의 종교, 휴학 경험, 편입 여부, 거주 형태, 

학과선택 동기, 출신고교 계열 등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만족의 수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는 선

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과 련 요인들 간

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공 련 진로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공 련 학습을 선호하며 공

련 활동에 극 으로 참여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업을 잘 수행하고 공학업에 

집 할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 동기와 문제해결력이 높고 교내실습과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에서 졸업학년 간호 학생의 진로만족과 

유의한 상 계가 확인된 요인들에 한 계  다

회귀분석 결과, 공 련 진로인식, 공 련 학습선호, 

공학업 집 , 공 련 활동참여, 교내실습 만족도가 

향 요인으로 악되었고, 진로만족에 해 63.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 련 진

로인식이 가장 향력 있는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간

호 학생이 진로에 해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호 문직의 가치 달과 간호철학 정립을 돕기 한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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