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의 관계 

연구자: 이예진 이하영 유지수 이재이 안연정 권승혜 백경선 최보람 한다솜  지도교수: 김혜련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전공만족도

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에 따라 간호대학생 2, 3, 4학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진로 정체감과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though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 설계: 서술적 조사연구 
 

⦁ 연구대상자: 충북소재 C대학 2-4학년  
                   간호대학생 186명 
 

⦁ 연구 도구: 자살생각척도(19문항), 전공만족도 
                 (34문항), 진로정체감(14문항-역환
산) 
 
 

⦁ 자료수집 기간: 18.08.30-18.09.03 
 

⦁ 자료분석방법: SPSS/PC 1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검정 
                       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 

연구의 방법 

첫째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 , 전공 만족도 , 진로 정체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연구 결과는 사후 검정한 결과 3학년이 타 학년에 비해 자살생각(M=17.18) 및 진로정체감(M=62.92)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전공 만족도(M=71.07) 또한 가장 낮게 나왔다 . 

셋째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전공 만족도 , 진로정체감 세 가지가 서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살생각이 가장 높은 3학년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교내에서 자살예방프로그램과 스트레스해소클리닉을 진행하여 자살
에 대한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언한다. 자살생각은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이 낮아지면 전공만
족도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C시 C대학교 2~4학년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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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Attribute Classify 
Suicidal thoughts Scale  Major satisfaction level Career identity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M±SD t/F(p) Scheffe 

Grade 

Grade2 a 6.87±9.02 
9.514 

(<.000) 
a < b,c 

73.70±10.29 
1.027 

(.360) 

56.61±13.22 
3.700 

(.027) 
a < b Grade3 b 17.18±16.84 71.08±10.21 62.92±16.00 

Grade4 c 13.40±15.23 72.80±11.95 57.46±13.46 

자살생각,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N=186) 

suicidal thoughts Scale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suicidal thoughts Scal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Significant probability   

Major satisfaction level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59
*
 1 

Significant probability .030   

Career identit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286
**
 -.483

**
 1 

Significant probability <.000 <.000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