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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hat examines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professionalism.

Methods :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four colleges located in City B, South 

Korea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subject and a total of 262 copies of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using 

SPSS/WIN 22.0 program. The correlation relationship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capture the effect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esults :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280, p<.001),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581, p<.001), and betwee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290, p<.001). General satisfaction (β=.227, p=.001),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β=.248, p=.000) among major satisfaction had the strongest prediction power for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followed by right to life of fetus (β=.190, p=.000) among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motivation for admission (β

=.137, p=.006). These predictors explained 36.9 % of the variable of nursing professionalism. 

Conclusion : Based on this study result, repeated studies are required that can confirm diverse influential factors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Operation of curriculums and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increase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and foster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are requir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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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기술과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건강서

비스직의 전문화 및 생명의료윤리인식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Lee, 2016). 간호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

에 효과적으로 응하기 위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 및 생명의료윤리인식을 가진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Kim & Bak, 2018).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간호활동 기준 제공, 간호에 

한 체계화된 견해, 직업에 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으

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에 한 개인적 만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아

주 중요한 개념이다(Choi, 2017).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

직관은 전문지식 및 기술과 더불어 간호학에 한 태도, 

가치 등과 함께 학에서 전문적 교육에 의해 발달된다

(Kang & Ko, 2016).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 학생들

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해야 자신

과 직업에 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으며 윤리적 딜레마 

극복, 지속적인 직업 유지와 간호전문성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Kim & Bak, 2018; Lee, 2016).

전공만족도는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한 기 와 비

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Choi, 

2017)으로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

활에 적응을 잘하며 학과 수업 및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 이는 간호전문직에 한 가치관이나 태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n, 2018). 또한 전공만족

도가 높은 간호 학생은 진로에 한 자신의 태도와 목

표가 분명하며 졸업 후에도 간호사로서 직업에 한 기

와 간호사에 한 정체성이 확고한 것을 볼 수 있다

(Kim & Bak, 2018).

생명의료윤리인식은 현 의 발달된 보건의료환경에서 

인간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윤리학으로 의료인이 생명

윤리적 상황에서 책임을 인식하며 윤리적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개념이다(Lee, 2016). 임상에서 생명윤리에 

한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된 간호사는 간호 상자가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도와

주어 간호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Bae, 2018),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 전문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고 간호업무에 한 한계, 간호전문직 역할 수

행의 어려움으로 결국 간호직무에 한 만족도가 떨어

지고 이는 이직을 초래하게 된다(Kim & Bak, 2018). 이

러한 생명의료윤리인식은 학에서의 학습과 교육으로

부터 시작하여 임상현장에서 유지‧강화된다(Yoo & Park, 

2010). 간호 학생이 어떠한 생명의료윤리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졸업 후 행하는 전문적 간호행위와 직

결되며, 현명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Seo & Nam, 2016).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간호전문직관이 전공만족도와 학생활적응, 간호

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에서 매개효과를 본 연구(Choi, 

2017; Hong, 2017),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생명의료윤

리의식, 전문직관과의 관계를 본 연구(Lee, 2016; Lim 등, 

2015),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에 미치는 

영향(Kang과 Ko, 2016), 간호전문직관과 생명의료윤리의

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Kim과 Bak, 2018) 등으

로 이들 세 변수를 동시에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전공만

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 이들 요인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간호사로서 간호전문직관

을 확립하고 전문직 역할 수행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

식, 간호전문직관 정도 및 이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 전

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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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4개 학의 간호 학생 3, 4학년 

재학생을 상으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 280명을 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였다. 설문지는 회수된 것 중

에서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26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척도는 Ha(2000)가 개발하고 Lee(200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

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4)의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5 이었다.

2) 생명의료윤리인식

생명의료윤리인식 척도는 Lee(1990)가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설문지를 Kwon(200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

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

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

사 5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찬성’ 4점, ‘ 체로 찬성’ 3점, ‘ 체로 반

’ 2점, ‘반 ’ 1점으로 점수화하고 부정 문항은 역산처

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생

명의료윤리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2003)의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ch’s α)는 .76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 이었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척도는 Yeun 등(2005)이 개발한 29문항

을 Han 등(2008)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

로 축소한 5개 하위요인, 18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

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

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

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화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Han 등(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는 .90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분석한다.

1)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고,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호전문직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생명의료

윤리인식,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3) 상자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호전문

직관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4) 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 262명 중 여학생은 233명(88.9 %), 남학

생은 29명(11.1 %)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164명(62.6 

%), 4학년이 98명(37.4 %)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57명

(59.9 %)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60명(22.9 %), 불교 29명

(11.1 %), 천주교 13명(5.0 %)순이었다. 진로희망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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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12명(42.7 %), 2차병원 105명(40.1 %), 공무원 23명

(8.8 %), 기타 10명(3.8 %), 외국간호사 6명(2.3 %), 산업

간호사 5명(1.9 %), 보건교사 1명(0.4 %) 순이었다. 지원

동기는 취업에 유리해서 95명(36.3 %), 가치있는 직업이

라서 63명(24.0 %),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42명(16.0 %), 

부모님과 주위에 권유로 27명(10.3 %), 안정적인 직장이

라서 25명(9.6 %), 기타 4명(1.5 %)이었다. 헌혈 경험이 

‘있다’ 180명(68.7 %), ‘없다’ 82명(31.3 %)이었다. 이식받

은 경험이 ‘있다’ 3명(1.1 %), ‘없다’ 259명(98.9 %)이었

으며, 이식 준 경험이 ‘있다’ 20명(7.6 %), ‘없다’ 242명

(92.4 %)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9 11.1

Female 233 88.9

Age

20~24 189 72.1

25~29 45 17.2

30~34 12 4.6

≥35 16 6.1

Grade
3rd 164 62.6

4th 98 37.4

Religion

Christian 60 22.9

Catholic 13 5.0

Buddhism 29 11.1

None 157 59.9

Others 3 1.1

Career hope

University hospital 112 42.7

Secondary facility hospital 105 40.1

Public official 23 8.8

Advanced occupational health nursing 5 1.9

Health teacher 1 0.4

Overseas hospital 6 2.3

Others 10 3.8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95 36.3

A valuble profession 63 24.0

Considering aptitude 42 16.0

Satable workplace 25 9.6

Correspond to score 6 2.3

Recommendation of parents of teacher 27 10.3

Others 4 1.5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180 68.7

No 82 31.3

Organ transplant recipient
Yes 3 1.1

No 259 98.9

Organ transplant donor
Yes 20 7.6

No 242 92.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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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호전문

직관 정도

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3±0.57점

이었으며, 생명의료윤리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85±0.26점이었고,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53±0.4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of satisfaction in major,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n=262)

Variables M±SD Range

Satisfaction in major 3.73±0.57 1~5

  General satisfaction 3.73±0.72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3.92±0.62

  Curriculum satisfaction 3.50±0.77

  Relationship satisfaction 3.60±0.85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85±0.26 1~4

  Right to life of fetus 2.85±0.53

  Artificial abortion 2.83±0.39

  Artificial insemination 2.81±0.44

  Prenatal diagnosis of fetus 2.77±0.47

  Right to life of newborn 3.22±0.47

  Euthanasia 2.76±0.45

  Organ transplantation 2.73±0.42

  Brain death 2.87±0.42

Nursing professionalism     3.53±0.47 1~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88±0.60

  Social awareness 3.37±0.7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88±0.62

  Role of nursing service 3.81±0.63

  Autonomy of nursing 2.15±1.1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

호전문직관의 차이

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성별(t=4.749, p=.030), 진로희

망(F=2.801, p=.012)과 지원동기(F=2.510, p=.023)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진로희망과 지원동기

에 한 사후검증에는 차이가 없었다. 생명의료윤리인식

은 종교(F=2.819, p=.02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에는 차이가 없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진로희망(F=2.457, p=.021)과 지원동기(F=2.725, p=.014)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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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Satisfaction in major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68±0.23

4.749 .030
2.91±0.11

1.887 .171
3.66±0.58

1.454 .147
Female 3.42±0.22 2.83±0.10 3.52±0.46

Age

20~24 3.57±0.22

0.697 .555

2.86±0.10

0.530 .662

3.58±0.45

2.240 .084
25~29 3.49±0.23 2.85±0.11 3.42±0.49

30~34 3.43±0.27 2.95±0.13 3.42±0.62

≥35 3.70±0.25 2.82±0.12 3.38±0.50

Grade
3rd 3.51±0.22

1.261 .263
2.87±0.11

0.094 .760
3.57±0.49

1.436 .152
4th 3.59±0.22 2.86±0.10 3.48±0.45

Religion

Christian 3.59±0.22

0.374 .827

2.94±0.10

2.819 .026

3.64±0.46

1.763 .137

Catholic 3.52±0.25 2.77±0.12 3.69±0.41

Buddhism 3.45±0.23 2.77±0.11 3.46±0.35

None 3.52±0.21 2.90±0.10 3.49±0.50

Other religion 3.64±0.38 2.95±0.18 3.79±0.08

Career hope

University hospital 3.67±0.21

2.801 .012

2.83±0.10

1.423 .206

3.59±0.43

2.457 .021

Secondary facility hospital 3.63±0.21 2.86±0.10 3.54±0.47

Public official 3.51±0.23 2.87±0.11 3.41±0.46

Advanced occupational 
health nursing

3.48±0.32 2.62±0.15 3.54±0.33

Health teacher 3.94±0.60 3.13±0.29 3.61±0.00

Overseas hospital 3.70±0.30 2.99±0.14 3.68±0.90

Others 2.90±0.26 2.76±0.12 3.03±0.58

Motivation for 
Admission

Employment 3.54±0.21

2.510 .023

2.89±0.10

0.705 .646

3.42±0.47

2.725 .014

A valuble profession 3.76±0.22 2.91±0.10 3.62±0.49

Considering aptitude 3.78±0.22 2.92±0.11 3.61±0.35

Satable workplace 3.70±0.24 2.93±0.11 3.58±0.57

Correspond to score 3.48±0.31 2.71±0.15 3.87±0.42

Recommendation of 
parents of teacher

3.42±0.24 2.85±0.12 3.57±0.41

Others 3.15±0.36 2.85±0.17 3.08±0.68

Experience of blood 
donation

Yes 3.53±0.22
0.098 .755

2.85±0.10
0.422 .517

3.56±0.48
1.087 .278

No 3.56±0.22 2.88±0.11 3.49±0.46

Organ transplant 
recipient

Yes 3.31±0.35
2.090 .150

2.83±0.17
0.209 .648

3.35±0.37
-0.683 .495

No 3.78±0.15 2.90±0.07 3.54±0.47

Organ transplant 
donor

Yes 3.61±0.24
0.912 .341

2.91±0.11
2.225 .137

3.61±0.47
0.751 .453

No 3.48±0.21 2.82±0.10 3.53±0.47

Table 3. Differences of satisfaction in major,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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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호전문

직관의 상관관계

상자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호전문직

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생명의료윤

리인식(r=.280, p<.001),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r=.581, p<.001), 생명의료윤리인식과 간호전문직관

(r=.290,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상자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식, 간

호전문직관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Variables Satisfaction in major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1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80** 1

Nursing professionalism  .581** .290**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262) 

*p<.05, **p<.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ubfactor variables (n=262)

subfactor 
variables   

General 
sat-

isfac-
tion

 Social 
percep-

tion 
sat-

isfac-
tion

Curricu
lum 
sat-

isfac-
tion

Relatio
nship 
sat-

isfac-
tion

Right 
to life 

of fetus

Artifici
al abor-

tion

Artifici
al in-
semi-
nation

Prenata
l diag-

nosis of 
fetus

Right 
to life 

of new-
born

Euthan
asia

Organ 
trans-

planta-
tion 

Brain 
death

Self-co
ncept 
of the 
pro-

fession

Social 
aware-
ness

Professi
onalism 
of nurs-

ing

Role of 
nursing 
service

Autono
my of 

nursing

General 
satisfaction 1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592** 1

Curriculum 
satisfaction .538** .418** 1

Relationship 
satisfaction .470** .418** .665** 1

Right to life of 
fetus .317** .212** .369** .319** 1

Artificial 
abortion .011 .133* .143* .206** .279** 1

Artificial 
insemination .057 .078 .113 .122* .261** .315** 1

Prenatal 
diagnosis of 

fetus
-.076 .020 .080 -.073 .182** .219** .665** 1

Right to life of 
newborn .194** .369** .179** .197** .175** .163** .199** .217** 1

Euthanasia .013 .095 .138* .131* .035 .269** .200** .126* .077 1
Organ 

transplantation .055 .141* .168** .170** .145* .288** .319** .247** .169** .439** 1

Brain death .106 .162** .221** .102 .176** .367** .365** .292** .201** .340** .508** 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540** .525** .420** .461** .317** .144* .114 .012 .236** .014 .054 .066 1

Social awareness .306** .189** .380** .402** .312** .152* .126* -.021 .046 .071 .029 .120 .508** 1

Professionalism 
of nursing .445** .555** .324** .354** .191** .097 .141* .104 .241** .127* .110 .118 .660** .445** 1

Role of nursing 
service .469** .506** .374** .320** .218** .037 .090 -.025 .257** .062 .063 .110 .651** .442** .686** 1

Autonomy of 
nursing -.116 -.216** .076 .013 .126* .189** .163** .158* -.251** .123* .184** .154* -.158* .176** -.163** -.127* 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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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한 예측 

설명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와 생명의료윤리인

식 및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전문직관에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진로희망과 지원동기를 회귀식에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모형을 검

증하기 전에 기본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분석에서 공차한계 값과 분산팽창인자 값과 오차의 자

기상관 값(Durbin-Watson)은 1.885으로 2에 가까워 모형

의 오차 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예측력이 높은 요인은 

전공만족도 중 일반만족(β=.227, p=.001),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β=.248, p=.000)이었고, 다음으로 생명의료윤

리인식 중 태아생명권(β=.190, p=.000)이었고, 지원동기

(β=.137, p=.006)이었으며, 전공만족도 중 인식만족(β

=.163, p=.009)이었다. 이들 예측인자는 간호전문직관 변

인을 36.9 % 설명하였다(Table 6).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n=262)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1.431 0.185 7.733 .000

General satisfaction 0.151 0.044 .227 3.471 .001 .564 1.773

Relationship 
satisfaction

0.140 0.033 .248 4.265 .000 .716 1.397

Right to life of fetus 0.172 0.048 .190 3.580 .000 .861 1.161

Motivation for admission 0.039 0.014 .137 2.750 .006 .979 1.021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0.126 0.048 .163 2.620 .009 .624 1.602

R2 =.381, Adjusted R2=.369, F=6.865, p=.009

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인

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

전문직관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

으며, 그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3±0.57점으로 Kim과 Bak(2018), Choi(2017), 

Hong(2017), Kang과 Ko(2016)의 연구 결과보다 낮고 

Han(2018)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 학생

의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중 인식만족이 3.92±0.62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과만족이 3.50±0.85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별, 

진로희망,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

증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특성상 

간호 학생은 입학 때부터 진로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

져 있으며 진로선택에 한 고민과 혼란이 타 학과에 비

해 상 적으로 적은 편이나 국가고시에 한 불안감, 과

도한 학습량, 임상실습 등에 한 부담은 많다. 따라서 

적성보다는 취업률, 주위의 권유, 성적을 고려하여 간호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 전공에 한 흥미와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식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85±0.26점으로 Kim과 Bak(2018), Lee(2016), Lim

과 Park(2014)의 연구 결과보다 낮고 Jee 등(2016)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

식 하위요인 중 태아의 생명권이 2.85±0.53점, 인공임신

중절수술이 2.83±0.39점으로 가장 높았다. 간호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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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윤리의식은 종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증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한 강한 권리, 태아

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 임신중절수술에 한 사회적 저

항감, 여성인권에 한 사회적 관심 증 로 보이며 인공

임신중절과 여성인권은 접한 윤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3±0.47점으로 Choi(2017), Hong(2017), Kim과 

Bak(2018)의 연구 결과보다 낮고 Han(2018), Lim 등

(2015)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 학생의 간

호전문직관 하위요인 중 전문직 자아개념이 3.88±0.60점

으로 가장 높았다.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

호전문직관은 진로희망, 지원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사후검증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

호사 직업 특성상 지속적인 전공 공부가 필요하며 그 지

식을 바탕으로 능숙한 간호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지원동기에

서 가치있는 직업이라서,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가 간호

전문직관이 높게 나왔지만 성적에 맞춰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도 높았는데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이

에 한 차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생명의료윤리인식, 전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인식과 간호전문

직관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생

명의료윤리인식 관계는 Kim과 Bak(2018)의 선행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명의료윤리인식 함양이 중요함

을 알 수 있으며, 간호학과는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

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

관 관계는 Choi(2017), Han(2018), Hong(2017), Kim과 

Bak(2018), Kang과 Ko(2016)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간호 학생은 긍정적

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여 간호사라는 직업에 해 

만족하며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간호

학과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료윤리인식과 간호전문직관

의 관계는 Lee(2016), Moon(2018)의 선행연구결과와 일

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

식은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학생 시기에 

확립되어야 하며 간호 학생이 임상실습기간 중에 경험

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졸업 후 간호사로

서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여 전인적 간호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인식과 간호전문

직관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동일한 변수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Kang과 Ko(2016)의 연구결과에서도 전공만족

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들은 다양한 교수법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 등으로 

간호 학생이 전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은 전공만족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함양하

고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의

식,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

성, 전공만족도, 생명의료윤리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생명의료윤리인식, 전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인식과 간호전문

직관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들 

요인들 중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일부 간호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분

석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향후 간호

학생을 확 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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