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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Employment

김정애*

Jungae, Kim*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생각 구조를 분석하고자 20세에서 30세 사이의 대학생 10

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Giorgi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

한 생각 구조는 3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구성요소는 14개이었다. 3개의 범주는 1. 취업의 영향력, 2. 실무교육의 필

요성, 3. 힘들지만 참고 견딤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요소는 ⌜보다 나은 삶」 ⌜미래」 「생계유지」 「가정 형성」

「새로운 시작」 「독립」「밀접한 관계」 「깊이 있는 학습은 스스로 해야 함」 「수업과 취업은 긴밀한 연관」

「통합적 학습 매뉴얼이 필요함」 「취업 경쟁이 덜함」 「수요가 많고 다양한 분야」 「과정이 까다롭고 국가고시

에 대한 압박감」「한 단계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 대학생들은 취업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 독립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간호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취업분야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과정이

힘들게 느끼고 있었으며, 학교 수업이 취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통합적 매뉴얼의 개발을 필

요로 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과 학생들의 효과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연구와 타당하고 실질적인 이론 실습 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간호 대학생, 현상학, 취업에 대한 생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about the structure of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job. 
The phenomenology study design and Giorgi method were used for this analysis. The subjects were 10 people 
between undergraduate 20-30 years of age and were interviewed over a total of four time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there were 3 structures and 14 factors such as ⌜the better life」 ⌜future」⌜make a 
living」⌜affect to own family」⌜new starting」⌜independent」⌜closely relationship」⌜depth information that 
is self-learning」⌜proportion between class and job」⌜integrated learning manual are required」⌜job 
competition is little hard」⌜much in demand and various sectors」⌜hard and difficult nursing licence 
examination」⌜the hope of the more better lif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job were 3 structures which were the impact of employment, practical training necessary and 
hard but withstand.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appropriate education research and objective including practical 
contents practice manual development are suggested.

Key Words : Nursing student, Phenomenology, Thanking about employment.

Ⅰ. 서 론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인으로서의 처음

시작을 대학생활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대학생 기간

동안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독립 등 독립된 사회인으

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1〕. 독립된 성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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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하여 살기 위한 재정적

독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업이라

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취업난은 큰 이슈가 되

고 있다. 더욱 우리나라는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

기지 금융 위기의 여파로 대학생들을 ‘실업 예정자’라

는 말로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대학생들을 불안하게 만

들고 있는 실정이다[2]. 이와 같은 취업에 대한 불확실

성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취업은 최근 제 2의 대학입시

경쟁이라고 불리 울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

다[3]. 실제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률

은 2012년 7.8%, 2013년 8.0%, 2014년 9.0%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20대 실업률이 9.9%로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4].

반면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열악한 취업

현황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요양시설 등 노인 인구의 건

강과 관련한 의료기관 등에서 간호인력 수요의 급증과

일반인들의 건강증진의 요구 증가에 따라 취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간호학과를 앞 다투어 신설하여서 많은 간호사들이 배

출되고 있다[5]. 간호학과는 취업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학과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간호학은 실천 철학 학문 분야

인 응용과학으로써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는 임상실습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간호 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이 겪지 않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5-6].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간호 대학생들은 대학에 적응하

면서 간호학과가 가지는 간호학 이론과 임상실습 등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 들을 보고하고 있다.

즉,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 규범

및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

등은 다른 학과 대학생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

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간호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2012년도에 Kim은 전공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간의

연구를 하였다. Kim 의 연구에 의하면 전공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8]. 즉,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 대학생들은 취업 스

트레스를 낮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2013년도에

는 Jung 과 Yang은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결정 상

태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를 하

였다[9]. 이와 같이 간호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는 다양한 종류로 나타나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이 상관관계가 있고 이러한 변수들은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전공만족도가 진로정

체감, 자아 존중감 및 학과 부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0-12]. 그리고 각 대

학의 학생생활 상담센터 자료에 의해서도 진로나 취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취업관련 스트레

스를 덜어 주고자 많은 대학에서 특성화의 일환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14-15].

이상과 같이 취업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간

호 대학생들에게도 사회초년생으로 첫 출발을 하는 대

학생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적

통념으로 간호학과는 취업이 수월하다는 편견으로 그

들의 생각을 고려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은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

의 간호학과의 수업은 취업과 어떤 관련이 되어있고,

취업에 대하여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취업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자 한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는 간호 대학생들의 취업 스

트레스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 문제는 현

재까지 연구된 간호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 논문

고찰과 간호대학 교수 3인의 의견을 받아서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의 취업은 어떤 의미인가?

둘째, 간호학과 수업과 취업의 관계는?

셋째, 간호학과의 취업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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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 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현상에 대해 많은 통

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하여 비확률

표본을 이용하였다[16]. 본 연구에 적용된 참여자의 구

체적 준거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조사

시점에서 20-30세 연령의 대학생들로 선정하였다. 둘

째, 취업은 어떤 의미인가? 에 대한 질문은 [17-22] 등

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대학생들의 정서적 요인에

대한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

고, 학과 수업과 취업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18],

[22-23]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고, 간호과의 취

업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은 본 연구자가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하여 연구되지 않은 부분을 간호학과 교수 2

인과 건축학과 교수1인이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대한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목

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취업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이 연구가 참여자가 취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서 어려움이 될 만

한 것들은 약어 표기로 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해하

고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참여 의사를 밝히는 20-30

세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

의 인구학적 특성은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이었고, 나

이는 20세 2명, 21세 2명, 22세 1명, 23세 2명 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5명, 불교가 1명이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 준비 및 과정을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솔

직하게 말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찾기 위하여 D시

소재 대학교에 모집 공고를 내어서 연구에 참여할 뜻

을 밝힌 7명의 대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면담은 2017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 참여자별로 4회

이루어졌고, 1회당 평균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면

담 진행은 연구자가 만든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

으로 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연구 참여자에게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미흡하거나 의

문이 있는 것은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하였

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인적 특성, 인터뷰 시에 관찰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행동에 대한 느낌을 기록한 현

장노트와 연구 진행과정,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점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연구일지를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심층 인터

뷰를 통해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Giorgi의

분석과정 단계는 ‘전체적 인식’, ‘의미단위 구분’, ‘의미

단위의 학문적 용어로의 변형’, ‘구조로 통합’하는 것으

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① 자료의 느낌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대상자

의 기술을 읽고 기술문의 모호한 부분은 의미를 정확

히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시 물어서 참여자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참여자의 말(natural meaning

unit)을 그대로 기술하였다(전체적 인식).

② 각 단위에서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themes)를 규명하였다(의미단위 구분).

③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경험이 의

미하는 중심 의미(focus meaning)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하였다(용어전환).

④ 중심 의미를 통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상황·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을 하였다.

⑤ 상황·구조적 기술문을 통합하여 전체 참여자의 관

점에서의 경험 의미를 일반적 구조문(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으로 작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을 동시에 진행

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부

분에는 밑줄을 긋고, 의미가 다른 기술 내용이 있는 곳

은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의

미단위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

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로 분석 시마다 원 자료

(raw data)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감을 잡고 의미단위

도출과정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질적 연구 관련 워크샵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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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현상학적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연마하였으며,

현상학 연구 및 내용분석의 박사논문을 통해 질적 연

구로의 기반을 준비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 중 진

술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

구 참여자에게 다시 질문하여 해석이 맞는 것인지 확

인하였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로 박사를 받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재분석

을 의뢰해서 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결 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도출된 간호 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 구조의 의미는 4개의 구성

요소와 28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Table 1).

1. 취업의 영향력

1)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참가자들은 취업의 의미를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며,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삶의 큰 부

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취업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

다.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

“원하는 길로 취업을 했든 하지 않았든 취업이란 남

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자본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생계에서도 자본이 중요하기

때문에(중간생략)...”

2) 미래를 보장함

참가자들은 취업을 통하여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

으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취업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며 목표를 달성하

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

었으면 생계유지와 앞으로의 미래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래의 모습과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나의

미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획이라고 생각한다. 앞

으로 나의 미래를 위한 첫 발걸음이므로 매우 줄요한

단계이다.”

“ 취업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여 목표를 달성하

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생계유지

와 앞으로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3) 생계유지

참가자들은 꿈이 있다 하여도 꿈을 이루기 위해선

취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취업은 생

계유지에 필수사항이라고 하였다.

“취업을 통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여 목표를 달성하

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

었으면 생계유지와 앞으로의 미래를 나아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여 책을 쓴다 하여도

그 책이 판매가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그래서 취

업은 생계유지가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적어

도 아니 최소한 취업은 생계유지에 필수이죠”

“취업하지 않으면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기에 취업은

인생의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4) 가정을 형성하는데 영향

참가자들은 원하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형성하기 위

해선 취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미래의 모습과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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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는 취업처는 자신의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요즘 5포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간호과 졸업 후에

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웃음).....”

5) 새로운 시작

참가자들은 취업은 스스로 생활할 경제력을 얻음으

로써 비로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취업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벌고 사회

적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통해 비로소 정상 성인의 사회생활이 시작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대학생활은 사실 부모님께서

반은 도와주시는 거 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그래서 직업을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6) 독립

참여자들은 취업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됨으로써 취업은 독립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취업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독립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경

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한 사회인으로 성장함으로써 부

모님의 품에서 벗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중간생략)...

또한 각자의 직업에서 느끼는 경험과 그 직업의 책임

감이 스스로를 어른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

한다.”

“취업을 하면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요. 물론 부모

님과 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젠 부모님께 용돈 받아 쓰는 것도 바

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랄까....(생각 하는듯한 표

정) 치업의 의미는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2. 실무교육의 필요성

1) 실무에 밀접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

참가자들은 학과 수업이 실질적 학문으로 취업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업과 취업은 밀접한 관계이다. 수업에서 배운 내

용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이다..”

“책을 통해 이론에서 배운 것들을 실습을 나가 현장

에서 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새롭기도 했고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한 것들을 실습 현장에서 볼 땐 낯설기도 했지만 수

업 시간에 배운 것을 볼 땐 아는 것이 나와 기쁘기도

했고 더 이해하기 쉬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

습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취업을 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간호학과 수업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수업을 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

업을 했을 때 아무런 지식 없이 임상에 나간다면 아무

래도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느껴지

기 때문입니다..”

“간호학과 수업을 기초로 간호사 취업을 하는데 간

호사가 되어서 간호학을 알아야 임상에서 일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수업 내용이 곧 임상에 나가면 적용되어야 하는 필

수 지식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론이 반드시 실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은 실

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수업 내용이 취업 후 실무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

문에 수업과 취업은 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2) 깊이 있는 지식은 스스로 학습하거나 취직 후에

스스로 공부함

참여자들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깊이 있는 학문은 스스로 하

거나 취업 후에 실전에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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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좀 더 깊이 있는 간호는 직접 취직을 해 그 병동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배우는 간호과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

금 배우는 기본적인 지식과 간호에서 좀 더 공부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수업과 취업은 긴밀한 연관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익히는 수업은 취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과 수업과 취업은 정말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실습을 나가다 보면 간호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이론적 근거가 다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업과 취업에

있어서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많은 교양과목에서 취업에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

이라던지 관련 컴퓨터 활용기술 등을 배울 수 있다. 그

것은 취업으로 연결되어 임상에서 활동할 때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배울 때는 이걸 다 왜 외워야 하나라는 식이

었는데, 병원에 실습을 나가보니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목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

하고 노력해야 취업을 해서 비로소 누군가를 간호를

하고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매우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과에서 배우

는 모든 과목들이 모두 임상에서 쓰이는 아주 중요한

과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 간호과 수업 중 중요하

지 않은 과목은 없는 것 같다.”

4) 통합적 학습 메뉴얼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학교 수업이 이론에 집중되어 있어서 부

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좀 더 통합적인 메뉴얼로 일관

성 있는 수업이 되길 원하고 있었다.

“아직 이론에만 급급한 것 같다. 임상에서 필요한 기

술들을 습득하고 싶다. 실습해보니 약리학과 병태생리

학이 아주 중요했다. 전산처리능력과 인간관계 등 통합

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리고 불필요한 레포트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이고 형식

적이다. 책 위주로 수업이 나갔으면 좋겠다.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더 공부해야 할 것이다”

“조금 더 임상실습 때 대하는 대상자들의 질병에 대

하여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대해야 하고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

겠어요..”

“뭐 메뉴얼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 힘들지만 참고 견딤

1) 취업경쟁이 덜함

참여자들은 간호과가 국가고시만 합격한다면 취업은

다른 과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느끼고 있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취업률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

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청년들이 대학 나와

서 취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간호과는 취업이 잘 되

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 간호과는 국시를 통과하여 면허만

취득할 수 있으면 취업은 아무 문제없이 잘 된다고 생

각합니다.”

“취업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2) 많은 수요와 다양한 분야

참여자들은 간호과의 취업은 많은 수요와 다양한 분

야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

“병원직이나 공문원이나 산업체 등 다양한 종류의

분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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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를 졸업하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학 교수,

간호과장, 보험심사, 요양병원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과는 어떤 곳에서도 적용가능한 직업인 것 같

다. 굳이 분야를 생각해보면 공부를 더해서 전문 간호

사의 길과 교육자의 길을 걷거나 산업 간호사가 되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교직이수를 받고 국

가에서 치루는 임용을 치게 되어 보건교사가 될 수 있

고 또 국가공무원시험을 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간

호사나 센터의 간호사가 될 수도 있다(중간생략).”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어떤 분야든지 필요

한 사람이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기업, 국가기

관 등등 여러 분야로 취업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

습니다.”

(3) 까다로운 과정과 국가고시 압박감

참여자들은 간호과 취업이 잘되는 반면 까다로운 과

정과 국가고시의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다른 학과에 비해 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을 위해 준

비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느껴집니다.”

“과제가 생각보다 많아 힘듭니다.”

“내 성적에 맞는 취업지를 선택할 수 있고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재 거주하는 곳이 A시입니다. 학교는 B 이라 A

시에 취업을 할까 B 에 취업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또

한 남자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될지도 걱정이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중간 생

략)..여태껏 내가 뭘 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졸업인데

원서도 쓰고 해야 하는데 높은 곳만 바라보는가 싶기

도 하고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필요한

스펙을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과 난 아직

어린데 벌써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성적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병원에 가기에 나이가 걸린다. 어리고 습득력이 좋은

간호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병원의 입장이 이해되기 때

문이다.”

“지금 내 성적으로 과연 어떤 병원을 갈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이 가장 큰 스트레스이다.”

“취업 스트레스보다 간호 국가고시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을 느끼고 있다.”

“어디에 취업해야 할지 어렵다...”

“국가고시에 대한 압박감이나 성적에 따라 원서 지

원이나 면접이 걱정되는데, 원서 지원 시 성적에 맞는

병원 선택도 문제지만 전형별 지원 시 그 지원은 어떻

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중간

생략)”

“병원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성적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하나하나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 취업 할 곳이 번번이

제약이 따른다.”

4) 한 단계 더 나은 인생의 펼쳐짐

참여자들은 졸업 후 취업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며, 한 단계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었다.

“졸업 후 취업을 하면 한 단계 더 나은 미래가 펼쳐

질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취업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간호

과처럼 취업이 보장된다는 것은 지금보다 인생의 질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은 인생2막이라고 하는데, 간호과에 들어와서

공부하기 힘들지만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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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본질적인 의미로 도출한

것을 일반적인 진술로 통합하여 현상학적 글쓰기로 기

술하면 간호 대학생들의 취업의 생각에 대한 경험 구

조(structure)는 ‘취업의 영향력’, ‘실무교육의 필요성’,

‘힘들지만 참고 견딤’로 설명할 수 있었다. 구조의 그

구성요소들은 ‘취업의 영향력’ 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 ‘미래를 보장함’, ‘생계유지’, ‘가정을

형성하는데 영향’, ‘새로운 시작’, ‘독립’이었다. ‘실무교

육의 필요성’ 구조의 구성요소들은 ‘실무에 밀접한 지

식을 배우는 과정’, ‘깊이 있는 지식은 스스로 학습하거

나 취직 후에 스스로 공부함’, ‘수업과 취업은 긴밀한

연관’, ‘통합적 학습 메뉴얼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힘

들지만 참고 견딤’ 구조의 구성요소들은 ‘취업경쟁이

덜함’, ‘많은 수요와 다양한 분야’, ‘까다로운 과정과 국

가고시 압박감’, ‘한 단계 더 나은 인생의 펼쳐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취업의 영향력

참가자들은 취업이란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취업은 남은 인생

의 안락함을 결정하는 주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실무교육의 필요성

참가자들은 간호학과 수업이 실질적 간호사 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과 수업은 실무

에 상당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지식은 스

스로 학습하거나 취직 후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배워

야 하는 점을 들어서 통합적 학습 메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힘들지만 참고 견딤

참여자들은 간호학과가 국가고시만 합격한다면 취

업은 다른 학과에 비하여 어렵지 않게 느끼고 있었다.

즉, 많은 수요와 다양한 분야의 취업은 되고 있으나 취

업 이전에 까다로운 교과과정과 국가고시 압박감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취업 후 더 나

은 인생의 펼쳐짐을 기대하며 대학생활을 힘들지만 참

고 견딘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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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Theme Theme cluster Structure

What's mean of job-seeking?

Method for comfortable life, Decision of the rest of life,

Huge part of life

Effect to the future
The impact of

employment

Future

Make a living

Affect to own family

New starting

Independent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Department

and job-seeking?

Nearness, practical use, help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learning the necessary knowledge
Closely

relationship

but little more

depth education

needs

Practical

training

necessity

Depth information that is self-learning, self-study after

getting job

proportion between class and job, extension of class,

Closely associated

Integrated learning manual were required

What is the job-seeking

prospect of Nursing

department?

Guarantee. stability, Easy, Job competition is little hard

The process is hard

but positive

result

Hard but

withstand

Much in demand, various sectors

The process is hard, Pressure od state examination,

Worries of a male nurse, grade worries, tight schedule

and clinical practice, age

The hope of the more better life

표 1. 간호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

Table 1. The Nursing students's thinking about job see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