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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the effect o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nurse’s image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al education.

Methods : The study surveyed 209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science in the city of B for the period of April through 
May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2.0 to determine the frequency, percentage ratio,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included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verag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majors was 3.88±.50, the average of college life 
adaptation was 3.26±.47, and the average of the nurse image was 3.90±.51. The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otive for choosing a department (F=3.70, 
p=.003) and the thought of a nursing job (F=2.95, p=.004).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rade (F=3.50, p=.001), department selection motivation (F=2.69, 
p=.022)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nurse imag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residence type 
(F=6.00, p=.001) and nursing job thinking (F=2.11, p=.036).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showed 
that major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djustment college life (r=.51, p<.001) and nurse image (r=.54, 
p<.001). It was found that adjustment college lif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nurse image (r=.32, p<.001).

Conclusion : The high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major of nursing students prior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the 
higher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It is need to intervention studies that can improve the image of positive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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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COVID-19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

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간호사는 감염병 위기 속 최전선

에서 환자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차별없는 간호

중재를 제공하는 영웅 혹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으로

서 부각되기도 하였다(Choi 등, 2021). 또한, COVID-19 
상황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미디어 보도가 증가하였으며, 
보도 내용은 소명의식, 전문직의 역할 등 간호사의 이미

지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 이전과 달리 간호

사가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An, 2021; Park 등, 
2022).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직으로서 

간호를 확립하기 위해서 간호 학생들은 재학 중학 중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Park 등, 2021). 간호교육

의 일차적 목표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환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Lim 
& Jo, 2016). 특히, 간호 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부담이 과중하고 상 적으로 이른 나이

에 임상 상황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상자나 보호자와 인관계를 형성하여 실습을 수행해

야 하며, 교육과정 중에 신속한 업무 수행, 엄격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 등에 한 지속적인 요구에 노출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간호 학생은 학생활 적응이 타전

공의 학생활보다 적응 보다 어려울 수 있다(Kwag, 
2013).

전공만족도는 간호 학생의 학과 적응 뿐아니라 

학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요인 중 하나로, 전공만족도

가 높은 학생은 학생활 적응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im 등, 2015). 그러므로 학생

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일 필

요가 있다.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임상실습을 통해 간

호 학생은 간호사의 역할을 습득하고, 간호에 한 가

치관과 태도 및 간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간호학과 

3학년으로 상으로 연구한 결과(Lee & Lim, 2021)를 살

펴보면, 임상실습 전 간호사 이미지 평균 점수 4.17점(5
점 만점)에서 임상실습 이후  간호사 이미지의 평균점수

는 4.43점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간호 학생은 임상실

습 전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 확립에 한 교육 및 지원

을 할 필요가 있다.
간호 학생의 간호사에 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자신

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높은 전공만족도와 긍정적인 학생활을 적응함으로써 

간호사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Kawg, 2013). 간호 학생의 

간호사에 한 이미지상은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간호사

의 역할에 한 관점이 변한다고 한다. 즉 간호에 한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및 윤리적 표준 등에 한 

이미지와 행동이 내면화하여 일부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였다(Kang & Jeong, 2017).
간호사에 한 긍정적 이미지는 주어진 현실적인 문

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임상이나 지역사회 등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Seong 등, 2014).
Choi(2016)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교육 전 전

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간호사 이미지는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교육 전 1학년, 2학년 간

호 학생을 상으로 전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간호

사 이미지의 정도와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학생활 적응을 향상시켜 임상실

습교육 전 긍정적인 간호사의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간호교육 방법 및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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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교육 전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간호사 이미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 4개 학의 간호 학생을 상으

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임상실

습교육 전 간호 학생 1, 2학년 220명을 상으로 하였

다. 상자 수는 G-Power analysis program 3.1.5를 사용하

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α=.05, 검증력 .80, 효과크기 

.20일 때, 표본크기를 산출하면 최소표본 크기는 191명
이었다. 이에 탈락률을 15 %정도를 고려하여 220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였다. 
설문지는 회수된 것 중에서 11부(5 %) 응답 불충분한 것

을 제외하여, 20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의 측정도구는 Ha(2000)가 개발한 34개 학

과 만족 문항 도구 중 Lee(2004)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으

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6
문항, 교과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6문항

으로 4개의 하위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 Lee(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 이었다. 

2) 대학생활 적응

학생활 적응의 측정도구는 Baker와 Siryk(1989)가 

개발한 학생활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근거로 Lee(2000)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 정서적 적응을 정서적 

적응과 신체적 적응, 학 환경적 적응을 학에 한 애착

으로 총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영역당 5문
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 
이었다.

3)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Yang(1998)이 개발하고 

Lee 등(200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

는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
항 5개 하부 영역,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

적임을 의미한다. Lee 등(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94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1) 임상실습교육 전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만족도, 학생활 적응및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기

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임상실습교육 전 간호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및 간호사 이미지의 차

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3) 임상실습교육 전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생

활 적응 및 간호사의 이미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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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 209명 중 성별은 여학생 185명(89 %), 남
학생 24명(11 %)이었다. 연령은 20세 이하 146명(69 %)
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에서는 1학년 116명(55 %), 2학
년 93명(44 %)이었다. 종교는 무교 139명(66 %), 주거형

태는 통학 147명(70 %)로 가장 많았다. 학과선택 동기는 

취업이 96명(46 %),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50명(23 %), 
가족의 권유로 20명(9 %),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

이므로 15명(7 %), 기타 15명(7 %), 성적 13명(6 %)순이

었다. 간호직에 관한 생각은 ‘긍정적이다’가 193명(93 
%), ‘부정적이다’ 16명(7 %)이다. 입원경험은 유가 122명
(58 %), 희망 근무지는 병원이 158명(75 %)으로 가장 많

았고, 지역사회(보건소)가 26명(12 %), 기타는 11명(5 %), 
산업체 9명(4 %), 교직 5명(2 %) 순이었다(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4 11.48

Female 185 88.52

Age
(year)

Under 20 146 69.86
21~25 39 18.66
26~30 16 7.66

Over 31 8 3.83

Grade
1st 116 55.50
2nd 93 44.50

Religion

Christian 50 23.92
Catholic 3 1.44

Buddhism 15 7.18
None 139 66.51

Other religion 2 .96

Liver arrangement

Commuter 147 70.33
Dormitory 43 20.57

Living independently in rented 
accommodations 18 8.61

Others 1 .48

Motive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or interest 50 23.92
High school record 13 6.22

Family's recommendation 20 9.57
Job prospect 96 45.93
Job to serve 15 7.18

Others 15 7.18

Thinking of nurse 
Positive 193 92.34
Negative 16 7.66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122 58.37
No 87 41.63

Desired place of employment

Hospital 158 75.60
Community(public health care center) 26 12.44

Industry 9 4.31
School 5 2.39
Others 11 5.2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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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호사 이미

지 정도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3.88±.50점, 학생

활 적응 3.26±.47점 및 간호사 이미지 3.90±.51점으로 나

타났다(Table 2). 

Variables M±SD Min Max Range

Major satisfaction 3.88±.50 2.68 5.00 1~5

Adjustment to college 3.26±.47 2.00 4.28 1~5

Nurse’s image 3.90±.51 2.23 5.00 1~5

Table 2. Mean scores of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nurse’s image (n=209)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간호

사 이미지의 차이

본 연구에서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도 차이는 학과 선택동기(F=3.70, p=.003), 간호사에 한 

나의 생각(t=2.95,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에서 학과 선택동기 문항에서 

‘적성과 흥미’가 ‘가족의 권유’보다 간호학과 전공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학생활 적응은 학년

(t=3.50, p=.001), 학과 선택동기(F=2.69, p=.022)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고등학교 성적으로 학과를 선택

한 학생보다 학생활 적응이 높았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에 한 나의 생각(t=2.14, p=.036)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Characteristic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Nurse’s image

M±SD t/F
Scheffe p M±SD t/F

Scheffe p M±SD t/F
Scheffe p

Gender
Male 3.14±.44

.08 .933
3.26±.44

.06 .954
3.24±.36

.73 .465
Female 2.62±.50 3.26±.47 3.21±.32

Age

Under 20 3.89±.47

.65 .585

3.29±.45

1.23 .302

3.13±.35

1.13 .345
21~25 3.84±.58 3.17±.48 3.16±.28

26~30 3.82±.51 3.24±.55 3.24±.36

Over 31 3.69±.42 3.35±.49 3.22±.30

Grade
1st 3.92±.52

1.75 .832
3.35±.42

3.50 .001
3.32±.32

1.71 .714
2nd 3.80±.46 3.14±.40 3.22±.39

Religion

Christian 3.33±.43

.28 .891

3.20±.54

.89 .472

3.23±.34

.44 .775

Catholic 3.92±.15 3.25±.32 3.24±.33

Buddhism 3.79±.70 3.45±.40 3.23±.38

None 3.87±.49 3.25±.45 3.20±.32

Other religion 3.61±.22 3.38±.70 3.11±.98

Table 3.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nurse’s image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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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Nurse’s image

M±SD t/F
Scheffe p M±SD t/F

Scheffe p M±SD t/F
Scheffe p

Liver
arrangement

Commuter 3.84±.49

.82 .487

3.23±.48

.78 .508

3.22±.32

.65 .495

Dormitory 3.94±.51 3.34±.44 3.22±.38

Living independently in 
rented accommodations 3.98±.56 3.30±.43 3.25±.36

Others 3.73±.52 3.08±.57 3.23±.52

Motive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or interesta 4.09±.39

3.70
(e<b<f<

d<a)
.003

3.37±.43

2.69
(c<d

e,b<f<a)
.022

3.12±.17

.93 .445

High school recordb 3.77±.40 3.04±.22 3.01±.16

Family's recommendationc 3.62±.42 3.07±.41 3.17±.35

Job prospectd 3.85±.50 3.26±.47 3.23±.28

Job to servee 3.74±.65
3.10±.62 3.25±.39

Othersf 3.82±.53

Thinking of 
nurse 

Positive 3.90±.47
2.95 .004

3.27±.46
1.42 .157

3.95±.52
2.14 .036

Negative 3.53±.60 3.10±.51 3.42±.59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3.88±.51
.43 .667

3.28±.47
.99 .321

3.29±.32
.99 .322

No 3.85±.47 3.22±.42 3.23±.43

Desired place 
of employment

Hospital 3.88±.48

.18 .952

3.28±.49

.81 .520

3.23±.31

.22 .920

Community
(public health care center) 3.84±.56 3.15±.40 3.13±.36

Industry 3.94±.66 3.08±.41 3.22±.21
School 3.74±.51 3.34±.53 3.17±.36
Others 3.87±.49 3.33±.33 3.22±.39

Table 3.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nurse’s image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 (n=209)

4.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간호사 이미

지 상관관계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생활 적응(r=.51, 

p<.001), 간호사 이미지(r=.54, p<.001)와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활 적응은 간호사 이미

지(r=.32,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Nurse’s image

Major satisfaction 1
Adjustment to college .51** 1

Nurse’s image .54** .32** 1
*p<.05 **p<.001

Table 4.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adjustment to college, nurse’s image in participants (n=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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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임상실습교육 전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및 간호사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간호

교육 방법 및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한 논의

는 아래와 같다.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88±.50점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1학년을 제외한 

간호 학생 429명으로 상으로 연구한 결과(Choi, 
2016)에서 3.79±.49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
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1학년부터 4학년 간호학생을 

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Jeong과 Park(2019)의 연구에서 

3.83±.5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였

다. 한편 간호 학생을 상으로 단문항의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결과(Shin, 2017)에서 3.99±2.30점으로 본 연구결

과보다 높았다. 이는 연구 상자가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상자로 임상실습 이후 전공 만족도는 상승한 것

으로 보이며, 임상실습 교육 전이라도 학에서 현장 미

러형 실습실 구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실습과 유사

한 형태의 교육 인프라 제공이 전공만족도를 올릴 수 있

으리라 보며, 이를 위한 시설,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본다 

간호 학생의 학생활 적응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26±.4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도구로 사용

하여 2학년에서 4학년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 

한 Yoo(2018)연구 결과에서 3.24±0.53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한편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1학년

부터 4학년 간호학생을 상으로 한 Jeong과 Park(2019)
의 연구에서 3.52±0.55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낮은 점수

였다. 이를 분석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상자가 임상실

습교육 전 1, 2학년만을 상으로 하였으며, 선행연구

(Jeong & Park, 2019; Yoo, 2018)에서는 3, 4학년을 포함

하였다. 이는 연구 상자가 임상 실습을 경험한 학년이 

포함됨으로써, 오는 임상경험 유·무에서 오는 차이 인지 

또는 학년의 차이인지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또한 간호 학생들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등 교과과정을 통해 겪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

기 위해 각 학년에 맞는 다양한 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한 중재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임상실습교육 전 간호 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90±.51점으로 나타났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 학생 400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Kang & Jeong, 2017),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

호 학생(n=219명)의 간호사 이미지 평균점수는 

3.50±0.5점으로, 실습 미 경험자(n=181)는 3.70±0.5점으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때, 임상실습경험 이후에 간호

학생들은 간호사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함을 짐작

할 수 있다. 선행연구(Kang & Jeong, 2017)에서 상자는 

임상실습 전의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 이였으나, 임
상실습 이후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전환된 점은 추후 심

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임상실습 전 전공 기초를 통한 간호학의 학문적 접근을 

충분히 하여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육이 구성되었다면, 임상실습 후에도 3, 4학년을 

상으로 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수 있는 비

교과 프로그램 및 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긍정

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차이는 

학과 선택동기와 간호사에 한 나의  생각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공만

족도가 높을수록 학생활 적응의 정도가 높다고 나타

난 Lim과 Park(2018)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였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생활 적응의 차이

는 학년, 학과 선택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성별에서 차이를 보인 Oh(2014)의 연구, Jeong과 

Park(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학년에서 

차이를 보였다. 2학년보다 1학년이 학생활 적응 정도

가 높았다. 학업부담 및 취업에 한 부담이 상 적으로 

낮은 시기여서 학생활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2학년과 3학년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

생활 적응 정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 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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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im과 

Kwon(2018)의 연구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학생활 적응과 간호사 이미지도 정

적 상관관계를 보여, 학생활 적응이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활 적응이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도 향상될 수 있으므로 전공만

족도, 학생활 적응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다

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교육 전 전공만족도, 
학생활 적응 및 간호사 이미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결과, 간호 학생의 전

공만족도와 학생활 적응은 정적 상관관계, 전공만족도

와 간호사의 이미지 또한 정적 상관관계, 학생활 적응

과 간호사 이미지에서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

서, 임상실습교육 전 간호 학생의 전공만족도, 학생

활 적응력을 높이고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확립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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