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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연구의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실시하 으며, 본연구를 한자료

수집은 B 역시, U 역시, G시 소재 8개 학의간호학과 1, 2학년학생 연구목 을이해하고자발 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학생 부 한응답을제외한 205명의설문지를분석하 다. 연구결과로 상자의일반 특성에따른 학생활

응정도는학년, 건강상태, 인 계. 희망진로, 학교성 , 가정생활정도에따라유의한차이가있었고, 공만족도가높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에 가장

높은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학년들이간호 학생으로의 공에 한만족을향상시킬수있는교과내외

의 로그램을지속 으로 용하고, 입학시부터지도교수나교과담당교수진과의다양한의사소통이나상담의기회를제공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this investig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2 to August 15, 2017. The collection was mad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nursing students in their 

1st or 2nd year at one of eight colleges or universities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U Metropolitan City and G 

City. Participants were informed of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it. Of all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after the survey, those filled in by 205 participant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here, with those 

by others excluded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to have been inappropriately filled 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ursing students surveyed in the stud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with respect to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epending on grade,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sired 

career,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life level. Moreover, nursing students who ha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more interactions with their professors were likely to adjust better to university life.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had the bigges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students in their 1st or 2nd year of school should 

continue to be provided with curricular or extracurricular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that they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with or counseling from their advisors or other nursing 

professors from the onset of universit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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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Jung-Hoon Park(Youngsan Univ.)

Tel: +82-10-9399-3636  email: nbusisi@nate.com

Received July 20, 2018 Revised (1st August 7, 2018, 2nd August 20, 2018)

Accepted September 7, 2018 Published September 30, 2018



한 산학기술학회논 지 제19  제9호, 2018

196

1. 론

1.1 연  필

우리나라 학생들은 여러 가지 기 와 환상을 가지

고 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새로운 학환경은학생

들에게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경험하게

한다. 결국 학 입학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었던 수험

생들과는 달리, 학생활이 시작되면서 복잡하고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1].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간호학 공 학생들은 문 지식 습득을 한

과 한 학업이외에도 주요교육내용으로 장실습이 구

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습과 련하여 일반 학생들과

는 다르게 환자를 간호하는데 큰 책임감을 느끼고 경험

과 지식의 부족, 엄한 행동 규범, 낯설고 다루기 힘든 환

자에 한 부담, 장실습지도자에 의한 평가, 실습기간

의 과도한 과제 바쁜 일정 등으로 학생활 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2,3,4], 스트 스와우울

이 높아 질 수있고[5], 학년이높아지면서 학생활 응

이 더 어려워지므로[6] 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근간

이 되는 장실습 단계에 해당하는 1, 2학년 시기부

터 학생활 응 상태를 확인하고이들이어려움에유연

하게 처할 수있도록 지원해주어야한다[7]. 간호학

공 학생들은 응을 잘하지 못할 경우 학업과정 는

졸업 후에도 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간호

사로 일하면서 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직

사회에 응하지 못하여 도 포기하게 된다[8]. 즉, 간

호 학생들이 학과 학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태에서 임상실습에 하게된다면이들은앞으로

학생활 응에 더큰 어려움에 처할 수있을 것이다. 그

러므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 상

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응을 한 한 재를 제공

하는 것은 요하다[9].

학생활 응이란 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

이 생활하면서 학업, 인 계, 정서 측면에서 학생

활의 요구에 처하는 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10]. 간호 학생은 학생활을 잘 응함으로써, 올바

른 가치 을 수립하고,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본

인 소양 공 련 문 지식을 습득하여 졸업 후 복

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임상 장에 하게 응할

수 있는 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한 능

력과 자질을 갖추게 된다[6]. 따라서 학생활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이에 응하는 것은 간호 학생에게 재의

과업달성은 물론미래의간호사로서의삶에도 향을미

치는 매우 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6]. 이러한 맥락에

서 볼 때 학생활 응은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

는 요한 문이며 생활 반 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시기이므로 보다 나은 학생활 응을 한개

인 , 사회 자원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격한 변화

에 한 어려움을 이는 것이 필요하다[11].  

  교육 장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수업에서 뿐

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잘 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12], 성공 인 학생활 응을 해서는 우선 본인이

선택한 공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공만족도

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과 비교하여

재 자신이 소속한 공에 해 만족하는 정도이다. 그

러나 다른 공에 비해 간호학과는 비교 높은 취업률

때문에 공과정에 한고민없이 간호학과를지원하는

상황에서 성의 불일치로스트 스에 처하지 못하

는 간호 학생은 입학 후에 학생활 응에 지 한

향을 받고 있으며[13], 공 만족도가 낮아지면 학업성

취도도낮아지게되어결국 학생활에 응하기 어려우

며, 공에 한 불만족은 간호 학생들이 추후 간호사

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올

바른 신념과 태도를형성하는 데 장애가될 수 있다[14].

한 Kim 등[15]은 학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교수-학생상호작용이라고 하 다. 교수

-학생 상호작용은 교수가 학생들 개개인에 한 인지

이해의 기반 에 교육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리 , 행

동 변화에 민감하게반응하고 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정서 유 감을 의미한다. 

교수의 행동은 학생들의 행동에 향을 주기도 하므로, 

교수가 일방 으로 학생에게 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

작용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교육 으로 의미를 가진

다고 하 다[16]. 학생들이 교수에게서 느끼는 친 감

을 높게 평가 할수록 그들의 반 인 학 생활 응 수

이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 신뢰의측면 에서

능력이라든지 성실성 보다는 교수들이 학생들과 얼마나

정서 으로 가까운 계를 유지하는지에 한문제인친

감이 학생들의 학생활 응을 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7].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극복력, 교우 계, 진로태도성숙,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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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1], 공만족도[9], 정서지능[8], 자기주도 학습, 

창의성[7], 자아탄력성[6], 임상실습스트 스, 처방식

[18], 공 만족도와심리 요인[19]등이 있었으나 공

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며,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 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실습을앞둔 1. 2학년간호 학생

들의 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 학생들의 성공 인

학생활 응을 도울수 있는 재 로그램을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 교수-학

생 상호작용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며 그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한다.

둘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생활 응 정

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활 응 정도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활 응과의 상 계를 악한다.

다섯째, 상자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는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본 연구는 B 역시, U 역시, G시 소재 8개 학의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을 상으로 표본크기는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유

의수 α는 .05, 검정력은 .80, 효과크기는 .25(medium)

로 선정하여 계산하 을 때 200명이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하여 210부를 회수하여 그 부

한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205명을 분석하 다.

2.3 연  도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설

문지의 구성은 일반 특성 9개 문항, 공만족도 22문

항, 교수-학생 상호작용 18문항, 학생활 응 60문항

으로 총 10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전공만족도 측정도

공만족도를 측정하기 하여 Cho[19]와 Ha[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 요인 즉 일반만족 7문항, 교과

만족 6문항, 계만족 4문항, 인식만족 5문항 총 22문

항으로 구성하 으며,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까지로, 수가 높을수

록 공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19]의연구에서의도구의 체신뢰도는 Cronbach's

⍺=.92, Ha[20]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92 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

=.941이 으며, 하 요인별로는 일반만족 .880, 교과만

족 .840, 계만족 .869, 인식만족 .926이 다.

2.3.2 수-학생 상호 용 측정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정도구는 Wubbels 등[16]의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에 한 이론을 바탕으로

Fisher[21]가 제작한 교사-학생 계척도(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와 Chi 등[22]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Han[23]의 설문을 사용하 다. 교수-학생 상호작

용을 측정하기 한 하 요인으로 친 감 9문항, 신뢰감

9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23]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친

감 Cronbach's ⍺=.922, 신뢰감 .915 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964이 으며, 하

요인별로 친 감 .945, 신뢰감 .946이 다.

2.3.3 대학생활적  측정도

학생활 응 측정도구는 Baker 등[24]이 개발한 도

구를 Hyun[25]이 번안한 학생활 응척도(SACQ: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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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26]이 재구성한 설문을 사용하 다. 학생활

응을 측정하기 한 하 요인으로 학업 응 24문항, 

사회 응 14문항, 개인-정서 응 13문항, 학 환

경에의 응 9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Likert 

5 척도로 ‘매우 그 다’ 5 에서 ‘ 그 지 않다’ 1

까지로, 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26]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는 학업 응 Cronbach's ⍺=.827, 사회 응 .883, 

개인-정서 응 .797, 학 환경에의 응 .831이 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체 신뢰도는 Cronbach's ⍺

=.930이 으며, 하 요인별로 학업 응 .862, 사회

응 .801, 개인-정서 응 .812, 학 환경에의 응

.814이 다.

2.4 료수집 기간   

본 연구에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7월 22일부터 8

월 15일 까지 실시하 으며, 본 연구를 한 자료 수집

은 B 역시, U 역시, G시 소재 8개 학의 간호학과

1,2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자료 수집에 참여하기를 동

의한 상자에게 연구자가직 연구목 을충분히설명

하고 응답의 비 보장과 개인 정보는 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설

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

다.

2.5 료분  

본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로그램을사

용하여 분석하 으며, 구체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상자의 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생활 응 정도

의 차이는 평균과 표 편차, t-test, ANOVA 

Scheffe's-test로 분석하 다.

3) 상자의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활 응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4) 상자의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

활 응과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5) 상자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175명(85.4%), 남자가 30명(14.6%)이었고, 학년별 분포

는 1학년이 131명(63.9%), 2학년 74명(36.1%)이 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113명(55.1%), 종교가 없는 경우는

92명(44.9%)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함 107명(52.2%), 

매우 건강함 50명(24.4%), 보통 38명(18.5%), 나쁨 10명

(4.9%) 순이었다. 인 계는 좋음 107명(52.2%), 매우

좋음 59명(28.8%), 보통 39명(19.0%) 순이었다. 지원 동

기는 성과 흥미 66명(32.2%), 부모나 주변 권유 42명

(20.5%), 문직 40명(19.5%), 취업률이 높아서 39명

(19.0%), 고교성 고려 13명(6.3%), 기타 5명(2.5%) 순

이었다. 졸업 후 희망진로는 병원취업이 177명(86.3%)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간호직 공무원 19

명(9.3%)으로 나타났다. 학교성 은 권(평균학

B+)이 90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

권(평균학 A) 44명(21.5%), 하 권(평균학 B) 40

명(19.5%) 순이었다. 가정생활정도는 보통인 경우가

131명(6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  적 특 에 따  대학생활 

적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생활 응 정도는

[Table 1]과 같다. 학생활 응 정도는 학년별(t=2.655, 

p=.009), 건강상태(F=9.874, p<.001), 인 계(F=27.059,

p<.001), 희망진로(F=2.990, p=.020), 학교성 (F=4.541,

p=.002), 가정생활 정도(F=2.787, p=.042)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건강함으로 응답한 집단이 건강함, 보통, 나쁨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학생활 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인 계에 따라서는 인 계가 좋을수록 학생활

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 에 따라서는 상 권

인 경우가 권, 하 권, 하 권인 경우보다 학생

활 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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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05)  

Variables Category n %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Female 175 85.4 3.22±0.41 -.652(.519)

Male 30 14.6 3.29±0.54

Grade 1st 131 63.9 3.29±0.46 2.655(.009)

2nd 74 36.1 3.13±0.37

Religion Yes 113 55.1 3.26±0.47 1.076(.283)

No 92 44.9 3.19±0.39

Health status Very healthya 50 24.4 3.46±0.45 9.874(.000)

Healthyb 107 52.2 3.22±0.41 a>b,c,d

Moderatec 38 18.5 3.05±0.36

Unhealthyd 10 4.9 2.92±0.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a 59 28.8 3.48±0.43 27.059(.000)

Goodb 107 52.2 3.21±0.36 a>b>c

Moderatec 39 19.0 2.90±0.39

Motivation of admission High school Scorea 13 6.3 3.02±0.12 1.694(.138)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surroundingsb 42 20.5 3.16±0.39

High employment guaranteec 39 19.0 3.18±0.35

Aptitude and interestd 66 32.2 3.31±0.46

Professione 40 19.5 3.31±0.53

Othersf 5 2.5 3.12±0.43

Desired career Employment in hospital 177 86.3 3.27±0.43 2.990(.020)

Enrollment in graduate school 5 2.4 2.83±0.64

Health teacher 2 1.0 3.07±0.05

Aptitude and interest 2 1.0 3.05±0.12

Public health nurse 19 9.3 3.01±0.36

Academic achievement High(A+)a 10 4.9 3.69±0.52 4.541(.002)

High-middle(A)b 44 21.5 3.29±0.46 a>c,d,e

Middle(B+)c 90 43.9 3.22±0.39

Middle-low(B)d 40 19.5 3.18±0.42

Low(≥C+)e 21 10.2 3.03±0.38

Family life level Low 25 12.2 3.08±0.42 2.787(.042)

Middle 131 63.9 3.22±0.42

High 34 16.6 3.30±0.42

Very high 15 7.3 3.46±0.52

  

       

3.3 대상  전공만족도, 수-학생 상호

용, 대학생활적  정도

상자의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 생활

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공만족도 정도는 평

3.89 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 역 에서 인식만

족이 4.28 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이 3.85 , 교과

만족이 3.75 , 계만족이 3.66 으로 가장 낮았다. 교

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는 평 3.85 으로 나타났으며 2

개의 하 역 에서 신뢰감이 4.03 으로 높았고, 친

감이 3.68 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생활 응 정도

는 평 3.23 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 역 에서

학 환경에의 응이 3.54 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

응이 3.40 , 학업 응이 3.12 , 개인-정서 응

이 3.04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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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n=205)

Variables Iteam
Minimum-

Maximum
Mean±S.D

Total sum 

Mean±S.D

Major Satisfaction Total 22 2.00-5.00 3.89±0.58 85.48±12.64

General Satisfaction 7 2.00-5.00 3.85±0.64 26.94±4.46

Curriculum Satisfaction 6 2.00-5.00 3.75±0.59 22.51±3.56

Relation Satisfaction 4 1.00-5.00 3.66±0.71 14.65±2.83

Acknowledge Satisfaction 5 1.00-5.00 4.28±0.68 21.38±3.38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Total 18 2.00-5.00 3.85±0.66 69.37±11.94

Intimacy 9 2.00-5.00 3.68±0.72 33.13±6.50

Confidence 9 1.00-5.00 4.03±0.68 36.24±6.15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otal 60 2.00-5.00 3.23±0.43 193.86±25.98

Academic Adjustment 24 2.00-5.00 3.12±0.46 74.81±11.11

Social Adjustment 14 2.00-5.00 3.40±0.49 47.59±6.85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13 1.00-5.00 3.04±0.58 39.57±7.58

University Enviroment adjustment 9 2.00-5.00 3.54±0.65 31.89±5.86

3.4 전공만족도, 수-학생 상호 용, 대학생

활적  사  상 계

상자의 공만족도와 학생활 응(r=.563, p<.001)

간에는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

인별로 살펴보면, 일반만족과 학생활 응(r=.587, 

p<.001)간, 교과만족과 학생활 응(r=.577, p<.001)

간, 계만족과 학생활 응(r=.481, p<.001)간, 인식

만족과 학생활 응(r=.318, p<.001)간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

작용과 학생활 응(r=.505, p<.001)간에도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요인별로는 친 감과

학생활 응(r=.524, p<.001)간, 신뢰감과 학생활

응(r=.426, p<.001)간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n=205)

Variable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r p

Major Satisfaction .563 .000

General Satisfaction .587 .000

  Curriculum Satisfaction .577 .000

Relation Satisfaction .481 .000

    Acknowledge Satisfaction .318 .000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505 .000

          Intimacy .524 .000

          Confidence .426 .000

3.5 대상  대학생활적 에 향  미치는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독립변수들 학생활 응과 유의한 상

계가있었던 , 공만족도, 교수-학습 상호작용 그리

고 제 특성 학생활 응과 유의한 차이가있었던 학

년, 건강상태, 인 계, 희망진로, 학과성 , 생활수 정

도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제 특성 에서는 인 계(건강함)를 제외한 인

계(매우건강함), 학년, 건강상태, 희망진로, 학과성 , 생

활수 정도는 학생활 응 정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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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들에 한 가정을 검증하기 해다 공선성

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값이 0.846~0.937

의 범 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00~1.138의 범 로 10이하

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해 Dru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64로 나타나 자기 상 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회귀모형을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4.433,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는 .413으로 체 설명력이 41.3%이었다.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만족도에서 교과만족이 28.7% 으며,  

인 계 정도 추가시 35.7%, 교수-학생 친 감 추가시

37.2%, 교수-학생 신뢰감 추가시 39.3 %, 공만족도에

서 일반만족 추가시 41.3% 다[Table 4].

Variables    B   SE    ß   t   p Adj. R²

Constant 62.397 7.368 　 8.468 .000

Major Satisfaction(Curriculum Satisfaction) .875 .485 .229 1.804 .073 .287

Interpersonal  Relationship(Good) -5.103 1.382 -.246 -3.694 .000 .357

Professor-Student Interaction(Intimacy) .697 .213 .341 3.270 .001 .372

Professor-Student Interaction(Confidence) -.688 .239 -.323 -2.876 .005 .393

Major Satisfaction(General Satisfaction) .870 .349 .275 2.495 .014 .413

                                               Adj. R². =. 413., F=54.433, p<.001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N=205)

4.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

작용이 학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

호 학생의 공만족도 정도는 평 3.89 (±.58)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 1~4학년을 상으로 한

Jang[27]의 연구에서 3.89 으로 나타난 결과와 남자 간

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Lim 등[28]의 연구에서

3.90 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으나 간호학과를 특

정하지않고 4년제 일반 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한 Lee[29]의 연구에서 3.59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원동기에서 보면 성

과 흥미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

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사료된다. 4개의

하 역 에서는 인식만족이 4.28 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이 3.85 , 교과만족이 3.75 , 계만족이 3.66

으로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계열의 1~2학년

남녀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Cho[19]의 연구와 일치

하 다. 학과 인지도에 한 만족을 나타내는 인식만족

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 학생들은 사회 으로 인

정받는 직업으로서간호사에 한인식에 해서만족하

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남자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Lim 등[28]의연구에서는 일반만족, 인

식만족, 교과만족, 계만족 순으로나타나본 연구와차

이를 보 다. 이는 상자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로 보여진다. 남자간호 학생들은 진학동기가 본인의 의

지로 입학한 경우가 훨씬 더 높고 공선택시에도 많은

검토 후에 선택하 으므로 공의 내용에 해 스스로

느끼는 반 인 만족도인 일반만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는 평 3.85 으로 나타났

다. 이는 2~3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한 Cho 등[30]의 연구에서 3.96 으로 나

타난 결과와 유사하 으나 충청북도 소도시에 치한

4년제 사립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한

Kwon[31]의 연구에서 2.56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

게 나왔고, 우리나라 4년제 학들을 상으로 연구한

Choi[32]의 연구에서 6 만 3.04 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도 높게 나왔다. 이는 타학과에 비해 교수와함께하

는 실습교육이 더 많은 간호학과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학생활 응 정도는 평 3.23 으로 나타났다. 이

는 3년제 간호 학생 1~3학년을 상으로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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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33]의 연구에서 3.14 으로 나타난 결과와 Choi 등

[34]의 연구에서 2.96 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왔

다. 이는 4년제 간호 학생 1~2학년만을 상으로 연구

한 본 연구에 비해서 3년제 간호 학생 간호사 국가

고시 등 학업부담 취업부담이 높은 3학년들이

Oh[33]의연구에서는 14.8%, Choi 등[34]의 연구에서는

36.7%로 상당수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한 간호학과 신입생을 상으로 연구한 Yang 등[35]의

연구에서는 3.34 으로 나타나 간호 학생 1,2학년을

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를 보인 것은 Yang 등[35]의 연구에서는 간호 학 신입

생만을 상으로하 는데, 신입생들은 학교생활 응을

해 가장 극 으로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기

이고 학업과 취업의 부담감이 상 으로 낮은 시기 이

므로 학생활 응에 한 수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

된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생활 응 정도는

학년별(t=2.655, p=.009), 건강상태(F=9.874, p<.001), 

인 계(F=27.059, p<.001), 희망진로(F=2.990, p=.020),

학교성 (F=4.541, p=.002), 가정생활 정도(F=2.787, 

p=.04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유무와 학

생활 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 등[36]의 연구, 

성별과 학생활 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Kim[37]

과 Oh[33]의 연구, 지원동기와 학생활 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Choi 등[3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

년별로는 2학년 보다 1학년이 학생활 응 정도가 높

았다. 이는타학년보다 1학년이 높게나타난 Kim[37]의

연구와 일치했다. 학업부담 취업부담이 상 으로

낮은 시기여서 학생활 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스스로 인지

할수록, 인 계가 좋을수록 학생활 응 정도는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하다고 스스로 인지할

수록, 인 계능력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 Sim 등

[38]의 연구와 일치하 다. 그리고 학교성 이 상 권일

수록, 가정생활 정도가 여유가 있을수록 학생활 응

정도가 높았다. 이는 가정형편이 하다고 인식한 경

우가 어렵다고 인식한 경우보다 학생활 응 정도가

높고, 학성 이 상이나 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하

라고인식하는 경우보다 학생활 응 정도가 높았다는

Kim[3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상자의 공만족도와 학생활 응(r=.563, p<.001)

간에는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Oh[33] 

(r=.527 p<.001), Park 등[36]의 연구(r=.455 p<.01)와

간호학과 신입생을 상으로 연구한 Cho[39]의 연구

(r=.219 p<.01)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학생활 응을

높이기 해서는 공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활 응(r=.505, p<.001)

간에도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도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김해시 소재 2개의 학교 재학생을 상으

로 연구한 Song 등[40]의 연구(r=.48 p<.01)와, 지방소

재 4년제 사립 학에 재학 인 1학년을 상으로 연구

한 Nam 등[41]의 연구(r=.483 p<.001)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친 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학생의 학생활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만족도에서 교과만족이 28.7% 으며,  

인 계 추가시 36.7%, 교수-학생 친 감 추가시

37.2%, 교수-학생 신뢰감 추가시 39.3 %, 공만족도에

서 일반만족 추가시 41.3%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Park 등[36]의 연구결과와 Cho[39]

의 연구에서 공만족도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친

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공에 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간호 학생들이 학생활 응이 높아진다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한 인 계가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Sim 등[38]과 Kim 등[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으며, 교수-학생상호작용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친다는결과는간호 학생을 상으로연

구한 선행연구들에서 하 요인별로 향요인을 연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지만 무용학과 학생을 상으로 연

구한 Do[42]의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 요

인별로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 요인인친 감과신뢰감

이높을수록 학생활 응이높아진다는것으로사료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 재학생 1학년과 2학년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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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함으로써

임상실습 간호 학생들이 앞으로 수행될 임상실습과

남은 학생활에 잘 응하도록 하는 재 로그램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얻고자 시도하 다.

본 연구의 결과 공만족도에서 교과만족과 일반만족

이 높을수록, 인 계가 좋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

에서 친 감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의 정도

가 높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일수록 교과에 한

이해도를높일 수 있도록돕고, 선·후배 계, 교우 계에

한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

며, 교수와 학생간의 친 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하는 다양한 교과내외 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B 역시, U 역시, G시 소재 8개 학의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만을 상으로 연구하 기에 추

후연구에서는보다많은 상과 범 를 확 하여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 학생들이 학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알아보기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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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 고신 학교 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박사)

•2001년 8월 ~ 2017년 3월 : 좋은

강안병원 재무 장

•2018년 3월 ~ 재 : 산 학교

의료경 학과 교수

< 심분야>

병원회계, 병원재무 리, 병원경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