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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로 분석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구현영1, 박옥경2, 정선영1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과학연구소, 2수성대학교 간호과

1

Pat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Nursing Students - Based o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Hyun Young Koo1, Ok Kyoung Park2, Sun Young Jung1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2Department of Nursing, Suseong University, Daegu, Korea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ersonal, contextual, and 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nursing students. In this study, an examination was done of the fitness of a path model for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413 nursing students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self-esteem,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self-esteem, outcome expectation, and social support.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level were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Conclus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self-efficacy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career behavior of Korea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ors should consider personal, contextual, and cognitive factors of nursing students and develop systemic career guidance programs to help nursing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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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발달 과정을 경험

을 결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 일을 체험한다[2]. 개인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여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
므로[3], 충분한 자기탐색과 진로탐색을 거쳐서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
에 관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적절한 지지와 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단계로, 졸업 후 독립적인 사회인의 삶을 위해 자신의 진로를 결

진로탐색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하고, 직업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때이다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제도는 이러한 체

[1]. 진로는 단순한 직업의 의미를 넘어 일생동안 일과 관련된 체험을

계적인 진로탐색을 어렵게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공을 선택할 때

말하는데, 개인은 다양한 일의 세계를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

자기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숙고하기보다 진학에 임박하여 짧은 시
간에 결정하고,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도 취업이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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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므로, 진로탐색에 소극적일 수 있다[4]. 더욱이 간호대학생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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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입학하는 순간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이미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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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진로결정과 준비 과정을 불충분하게 진행하기도 하고[5],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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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업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취업에 관한 문의와 정보제공 위주의 진
로지도를 받기도 한다. 진로 개념이 직업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진로발
달이 일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6]을 고려하면, 간호대학생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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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결정과 진로행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적합한 진로지도

아니라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의 진로발달이라는 과업의 수행도 이끌

를 실시하는 것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진로발달도 도울 것이다.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Lent 등[9]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근거로 간호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높은 전문성을

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 인지

가진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로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결정하는 것

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진로행동 요인인 진로결정수준과

과 더불어 필요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진로목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파악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진로결정과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이에

계와 설명력을 고려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중재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므로, 진로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측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 더불어 행동적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7]. 그러나 간
호대학생의 진로는 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수준

연구목적

에 대해 연구되어 왔으며[4,8],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이나 활동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진로

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효

행동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관련 요인 간의 직·간접적 영향

과적이고 실제적인 진로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진로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Lent, Brown과 Hackett[9]은 개인의 진로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서 Bandura[10]의 사회인지이론을 기초로 한 사회인지 진로모형을 제
시하면서, 성별, 건강상태, 성향, 능력 등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등의 맥락적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라는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첫째, 간호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 맥락적 요인, 인지적 요인, 진
로행동 요인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간호대학생
의 진로행동에 관한 수정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확인하여 경로를 규명한다.

미치고, 인지적 요인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과 행동이라는 진로행동 요
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

개념적 기틀과 가설적 모형

는 데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고

본 연구는 Lent 등[9]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토대로 하고, 간호대학

[10], 결과기대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믿음이

생의 진로에 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검토를 참고하여 관련 요인 간

다[11].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관계의 틀을 설정하고, 경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간호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행동을 실천하지 않거나 미룰 것

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과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이고,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며,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포기할 것이다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11].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결과기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진

대는 진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12],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로행동 요인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

결과기대가 높았고,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진로목표 추

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인 심리적 요인인

구활동이 높았다[7].

자존감과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또한 Lent 등[9]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의하면, 개인 심리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통해서 진로결정과 진로행동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작용해서 심리적

Selfesteem

Selfefficacy

특성과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 진로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12]. 우리
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Career
decision
level

수준이 높았고[13], 사회적 지지는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직접 영향을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미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7].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과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진로에 진입하며,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근무하면서 진로를
계속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14]. 즉,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결정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
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대학생으로서의 진로결정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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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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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로 설정을 바탕으로 Figure 1과 같이 가설

bach’s α=.84이었다.

적 경로를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

연구 방법
연구설계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0]이 개발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
능감 척도를 Hong[21]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7문항으로 구성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 맥락

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적 요인, 인지적 요인과 진로행동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경

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 도구의

로분석 연구이다.

신뢰도는 Hong[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5이었다.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 모집단인 간호대학생의 간호학제를 고려하여 임의

결과기대

표집하였으며, D시에 소재한 3년제 전문학사 프로그램 한 곳과 4년제

결과기대는 Lee[19]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직업에 대한

간호학사 프로그램 한 곳에 다니는 1-4학년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

결과기대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특정 직업을 선택했을 때 기대

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며,

자 수는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검정할 때 자유모수치 대 피험자수의

4문항으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

비율을 1 대 10-2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15]을 적용하면 380명

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과기

이상이므로,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42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

대가 높음을 의미한다(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다. 총 4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누락되거나 응

당시 Cronbach’s α=.80이었고[1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0이었다.

답이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418명(99.5%)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자
료분석하였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등[22]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연구도구

진로결정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Koh[23]가 번안하여 동

자존감

일 대상자군에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

자존감은 Rosenberg[16]의 자존감 척도를 Jon[17]이 한국판으로 표

구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 요인을 확인하고 진로선택

준화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타

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미결정 상태를 측정하는 18문항으로 타당도가

당도가 확인되었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확인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

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

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 도구의 신

하도록 점수를 역산하여 계산하였다(최저 18점에서 최고 72점). 도구

뢰도는 Jon[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

의 신뢰도는 Koh[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

bach’s α=.87이었다.

서 Cronbach’s α=.84이었다.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는 Lent 등[18]이 개발한 맥락적 지지 척도를 Lee[19]가

진로준비행동은 Kim[2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준비행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사

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나 직업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회적 혹은 가족의 영향 5문항, 도구적 조력 2문항, 역할 모델이나 멘토

선택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평가하며, 16문항

3문항, 경제적 지원 4문항의 4가지 항목, 총 14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

으로 구성되었고,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석 결과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

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

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최저 16점에서 최고 64점). 도

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 도구의 신뢰도

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 ’s α =.84였고[24], 본 연구에서

는 Lee[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

Cronbach’s α=.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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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절차

관계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예비조사는 도구의 검증 및 수정 보완을 위해 2014년 5월 12일부터

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 맥락적 요인, 인지적 요

14일까지 간호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인, 진로행동 요인에 관한 가설적 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경로계수

질문지 작성 시간을 측정하고,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추정치와 효과분석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본 조사는 2014년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D시에 소재한 3년제 전

연구 결과

문학사 프로그램 한 곳과 4년제 간호학사 프로그램 한 곳에 다니는
1-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를 분석
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이 절대값 2를
넘지 않았다. 또한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윤리적 고려

이 .05 이상으로 정규성을 만족하여 구조모형 분석 중 최대우도법으

본 연구는 C대학병원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의 승인(CR-14-050)

로 모형적합도를 검정할 수 있었다(Table 1).

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

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석한 결과, 각 측정변수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에 대해서는 익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69를 넘지 않았

명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

고, 허용도(tolerance)는 0.1 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확대인자

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독립변인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고,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

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25]으로 확인되었다.

을 강요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가설적 모형의 검정

선물(학용품)을 하였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모수

수집된 자료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WIN

를 추정한 결과, χ2 =16.52 (p <.001), χ2/df=2.11, RMSEA=.06 (.05 < RM-

19.0과 Analysis of Moment Structure (AMO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

SEA<.07), SRMR=.06, GFI =.88, AGFI =.88, NNFI =.91, CFI =.90으로

여 분석하였다.

나타났다(Table 2). GFI는 다소 낮고, RMSEA는 적절하나, 두 개의 경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오차간의 공분산을 통한 수정지수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for Measured Variables
X1

X2

Y1

Y2

Y3

Y4

r (p)

r (p)

r (p)

r (p)

r (p)

r (p)

1
.65 (<.001)
.42 (<.001)
.46 (<.001)
.30 (<.001)
.34 (<.001)

1
.56 (<.001)
.37 (<.001)
.44 (<.001)
.43 (<.001)

Variables
X1
X2
Y1
Y2
Y3
Y4

(N=413)

1
.59 (<.001)
.47 (<.001)
.57 (<.001)

1
.56 ( < .001)
.48 ( < .001)

1
.60 ( < .001)

1

M (SD)

Skewness

Kurtosis

3.34 (0.57)
3.84 (0.56)
3.05 (0.40)
4.02 (0.65)
3.00 (1.08)
3.81 (0.68)

0.10
0.09
1.34
0.80
0.63
-0.33
-0.65

-0.89
-0.86
1.48
0.19
-1.00
-0.55
-0.84

X1 =Self-esteem; X2 =Social support; Y1=Self-efficacy; Y2=Outcome expectation; Y3= Career decision level; Y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able 2. Goodness for Fit Tests 
Goodness
Hypothetical structural model
Modified structural model

www.e-chnr.org

(N=413)
χ (p)

χ /df

RMSEA

SRMR

GFI

AGFI

NNFI

CFI

16.52 (<.001)
9.01 (<.001)

2.11
1.39

.06 (.05< RMSEA< .07)
.06 (.05< RMSEA< .07)

.06
.04

.88
.91

.88
.92

.91
.94

.90
.9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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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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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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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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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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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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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pathway
e2

Figure 2. Modified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이용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크기와 표본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

서 모수를 추정한 결과,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β)를 중심으로 가설적

로, 일반적으로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 NC)인 χ2/df 값을

모형에 대한 경로 도형(path diagram)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더 의미있게 보며, 이 값이 2보다 작을 때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한다는
근거[25]로 볼 때, 본 연구의 χ 2 /df =1.39로 적합하였다. 또한 RM-

수정 모형의 검정

SEA =.06 (.05 < RMSEA <.07), SRMR =.04, GFI =.91, AGFI =.92,

모형의 수정과정

NNFI=.94, CFI=.95였는데, RMSEA는 .05 이하이면 매우 적합한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변수를 유지하며 가설적 모형의 결과를 근거

이고 0.05에서 0.08의 범위이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타당성을 고려하며 세부적 지수인 고정지수

RMSEA의 90% 신뢰구간의 상한이 .10 이하이므로 모델이 자료에 부합

(Critical Ratio, CR)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여 수정하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25], 다른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부

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고정지수가

합하여[25] 수정 모형은 경험적 자료를 잘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았고, 삭제할 경우 간명도와 적합도를 높일 수 있어서 삭제

χ2 값은 적합하지 않아도 다른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다면 모형이

하였다.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는 이론적 배경을 고

적합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는 근거[25]에 따라 본 연구의 수정 모

려한 근거가 문헌에 따라 다양하고, 고정지수가 유의하지 않아 삭제하

형은 적합하였다(Table 2).

였다. 경로 삭제 전과 후의 각 모형 중 최적 모형을 판별하기 위하여 가
설적 모형과 수정 모형 간의 모형적합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χ2 값이 7.51 만큼 낮아지게 되었고, 적합도의 변화량은 p =.15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설적 모형에서 경로 2개를 제거하여

수정 모형에 대한 추정계수 유의성 검정

수정 모형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는 모든 경로에서 고정지수 값이 유
의하였다(Table 3).

도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지 않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존감이 높을수록(β =.12, t= 6.89),

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이 df=2만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 =.28, t=3.18),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β

었다. 따라서 제거된 경로에 대한 타당한 모형 수정은 성공적이었다.

=.37, t= 8.55)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은 자존감이 높을수록(β =.19, t=7.59),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β =.12, t=3.87),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β =.29, t=2.18), 결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본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χ = 9.01 (p <.001)로 χ 값은 가설적 모형과

기대가 높을수록(β =.34, t= 6.81)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않았고, χ 값은 수정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대

기대는 자존감이 높을수록(β =.23, t= 4.50),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 은 관찰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β =.13, t= 4.08), 자기효능감(β =.34, t=7.59)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았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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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ameter Estimates for Modified Structural Model and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Parameter estimate
Self-efficacy
Self-esteem
Social support
Outcome expectation
Self-esteem
Social support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Self-esteem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esteem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Career decision

SP (SE)

CR (p)

.31 (.07)
.19 (.18)

9.15 (<.001)
3.80 (<.001)

.23 (.07)
.13 (.18)
.29 (.03)

4.50 (<.001)
4.08 (<.001)
3.17 (<.001)

.19 (.07)
.12 (.18)
.29 (.03)
.34 (.05)

7.59 (<.001)
3.87 (.031)
2.18 (<.001)
6.81 (<.001)

.12 (.06)
.28 (.21)
.37 (.12)

6.89 (<.001)
2.18 (<.001)
8.55 (<.001)

SMC

(N=413)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31 ( < .001)
.19 ( < .001)

-

.31 ( < .001)
.19 ( < .001)

.23 ( < .001)
.13 ( < .001)
.29 ( < .001)

.10 ( < .001)
.07 (.006)
-

.33 ( < .001)
.20 (.001)
.29 ( < .001)

.19 ( < .001)
.12 ( < .001)
.29 ( < .001)
.34 ( < .001)

.06 (.004)
.08 (.009)
.17 (.001)
-

.25 ( < .001)
.20 ( < .001)
.46 ( < .001)
.34 ( < .001)

.27 ( < .001)
.31 ( < .001)
.37 ( < .001)

.06 (.010)
.24 ( < .001)
.21 (.049)
.31 ( < .001)
-

.33 ( < .001)
.24 ( < .001)
.52 ( < .001)
.31 ( < .001)
.37 ( < .001)

.320

.411

.510

.769

SP=Standardized parameter; CR = Critical ratio;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고, 자기효능감은 자존감이 높을수록(β =.31, t =9.15),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β =.19, t=3.80)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과 맥락적 요인
인 사회적 지지는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영향을 미
쳐서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높
았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진로행동 요인인 진로결정수준에

수정 모형의 효과 분석

수정 모형에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내생변수 중심으

영향을 미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고, 표준화 경로 추정계수를 중심으로 수정

높았고,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진로결정수

모형을 제시하면 Figure 2와 같다.

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았다. 이는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기효

인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라는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

능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진로결정수준, 자존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

적 요인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과 행동이라는 진로행동 요인에 영향을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76.9%였다. 그 중 사회적 지지는 부트스트레핑에

미친다는 Lent 등[9]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서 p <.001 수준으로 유의한 간접 효과를 보여, 직접 효과 없이 진로결
정수준을 매개로 간접 효과가 유의하여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

진로결정과 진로행동은 자존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
적 지지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는데,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자존감, 사회

과 결과기대라는 인지적 요인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여 진로결정과

적 지지의 순으로 총 효과가 있었으며 설명력은 51.0%였다. 간호대학생

진로행동의 진행을 돕는다[26]. 다양한 전공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 결과기대는 자존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총 효과가

한 선행연구[12]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자

있었으며, 설명력은 41.1%였고, 자기효능감은 자존감, 사회적 지지 순으

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진로목표 추구활동에 영향을 미쳤다[8]. 즉, 자

로 직접 효과가 있었고, 설명력은 32.0%였다.

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고, 결과기대
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을 말하는데,

논

의

Lent 등[9]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가졌고, 그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Lent 등[9]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근거로 간호대학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때 행동을 시도하고 계속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 맥락적 요인, 인지적 요인이 진로행동 요인에 미

[11].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

치는 영향과 경로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고, 행동을 수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을 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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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을 수행한다고 하겠

로모형을 검증한 최근 연구[27]에서 사회적 지지는 직업탐색행동에 직

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추후 반복 연

는 먼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

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외부 자원 부족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상

록 해야 할 것이다.

태 등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대학생의 진로 발달을 방해하므로[29], 간

Lent 등[26]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진로결정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진로행동에 영

호대학생의 지지 자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도와야 할 것이다.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미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았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만, 결과기대는 진로결정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진로준비행동에

미친 변수는 자기효능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결과기대 점수가 높았던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은 실제로 행동을 실천하는 데

점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5점 Likert 척도에서 평균 4점에

에 영향을 미친다[10]. Kim[8]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이를 정도로 간호대학생은 결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대학생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았고, 자기효능감은 진로목표 추구활동

있었다. 사회인지 진로모형을 검증한 최근 연구[27]에서도 결과기대는

변량을 21.5%를 설명하였다[30]. Lent 등[9]의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의

직업탐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연구자들은 일부

하면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결정과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원인이 대학생들이 실직한 근로자에 비해 구직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

아니라, 결과기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과기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

를 갖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간호대학생은 많은 경우에 다

로에 영향을 주는데[26],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미치

른 전공분야의 대학생에 비해 취업이 수월하다는 생각으로 전공을 선

는 영향이 유의하여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택하고[4], 이미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므로[5], 결과에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진로를 선택했을 때 자신의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과기대와 진로결정

가치가 충족되라는 기대가 높고, 이러한 자신감과 기대는 자신의 진로

수준 간의 관계가 결과기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보다 더 높았던

를 결정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끈다. 그러므로 대학생

결과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과기대는 진로준비행동보다

의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진로행동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

진로결정수준과 더 높은 관련을 가지며, 결과기대가 상승될 때 진로결

하여[7], 간호대학생을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지도와 상담 및

정수준이 상승되어 진로준비행동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과기대와 진로결

키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정수준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간호대학생의 인구사

개인 심리적 요인인 자존감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

회학적 특성, 경험, 가치, 흥미 등을 포함하여 진로행동에 관한 모형을

향을 미쳐서 자존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높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

았다. Koh와 Park[1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자존감 수준에 따라 진

을 중심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

로결정수준이 달랐는데, 대학생은 주체성과 미래 확신성 정도에 따라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탐색활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도와서, 결
과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13]. 즉, 자존감은 간

결

호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준비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이었다.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맥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진로행동에 관한 가설적

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으나, 진로준비행동에는 직

모형을 제시하고, 관련 요인 간의 영향력과 경로를 파악하였다. 연구

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결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통해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

진로결정수준, 자존감, 결과기대, 사회적 지지였고, 진로결정수준에 영

다. Son과 Son[28]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장벽은 진로결정수준을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자존감, 사회적 지지였다. 따

잘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

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는 이들 요인 간의 관계와 영향

을 확인할 수 있었고, Yang[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진로선택

력을 고려한 중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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