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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대학이미지 및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D광역시 일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과 G시에 위치한 일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로 총 108명이었고, 자료 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자의 유머감
각, 대학이미지 및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ti le re 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과 대학이미지로
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수자의 유머감각을 향상시키는 로그 의 개발과 노력이 필요
하다. 또한 대학 원에서도 이미지 신을 위한 노력과 구 적인 전 이 수립되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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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게 되고 올바른 신념과 태도 형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최근 대학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전공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2014년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

만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혁을 통해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였다. 하지

을 높이는 것[6], 자아존중감과 직업 존중감을 높이는 것[7],

만 이러한 상황은 일부 대학의 이미지를 감소시키게 하고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것[8]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Cho[4]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1].

의 연구에서 교수자의 유머감각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전공만

1.

[5].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알아보고

대학이미지는 교내활동뿐만 아니라 교외활동을 포함한

족도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다양한 노력들의 종합된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학이

유머감각은 교육이나 회의에서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편

미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하고 부드럽게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

된다[2]. 특히 대학의 부정적 이미지는 재학생들에게 심리

용하고 많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유머감각의 중요성을 인

적 문제를 발생시켜 대학생활 적응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식하고 있다[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4]는 간호대학생이

있다.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

대학생활은 성인으로의 이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가 높다고 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10]의 연구

경험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잘 적응하는 것은 졸업 후 성공

에서는 학생들이 인지한 교사들의 유머수준이 학습풍토에 긍

적인 취업을 위해 중요한 경험이 된다[3]. 또한 성공적인 대학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tuart[11]는 우수한 교

생활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4], 전공만족도가 높은

사일수록 유머를 더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직에 대한 전문성 확립을 위에 긍정

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전공만족도가 낮으며 간호대

이렇듯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대학이

학생이 졸업 후 임상현장으로 나갈 경우 직무수행에 어려움

미지 및 전공만족도는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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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나 이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Cronbach's α= .98이었다.

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

감각, 대학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알아보고, 전공만

2.3.3 전공만족도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

조사(Program EvaluationSurvey)를 Lee[14]가 전공만족과 관

2.
2.1

연구방법

항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 만족, 인식적 만족, 교과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 간의 만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과 대학이미지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완

련된 18문 을 추출하여 수정 보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본론

점

점 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수는 1 “전

.95이었다.

월 27일에서 2021년 09월 30일까지

본 연구는 2021년 09

자료분석

D광역시에 위치한 1개 4년재 대학과 G시에 위치한 1개의 4

2.4

년제 대학 간호학과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 과

목

접설
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는 자발적 서면동의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
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총 111명의 대상자중 불완전한
설문지 3부를 재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08명이었
대상자 모집은 연구자가 연구 적과 내용에 대해 직

다.

2.3

2.3.1 교수자 유머감각

교수자 유머감각은 Thorson과. Powell[12]이 개발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대학이미

지 및 전공만족도 정도는

3)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대학이미

지 및 전공만족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척도를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학교행동 이미지 5문항, 사회행동 이미지 5문항, 마케팅
이미지 5문항, 호의적 이미지 5문항 총 4개영역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이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Heo[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자의 유머, 대학
이미지, 전공만족도
3.1

2.3.2 대학이미지

대학이미지는 Heo[13]가 개발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4) 교수자의 유머감각, 대학이미지 및 전공만족간의 상관

평가할 수 있도록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
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교수자의 유머감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
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8이었다.
Cho[4]가 교수자의 유머감각을

같이 분석하였다.

사후

연구도구

음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자의 유머는 학교만
족(F=6.318, p=.001)과 전공만족(F=9.480, p=.000)에 따라

차

이가 있었고, 대학 이미지는 학년(F=3.583, p=.016), 학교만족
(F=15.696, p=.000)과 전공만족(F=14.043, p=.000)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 전공만족은 성적(F=4.929, p=.009), 학교만족

(F=17.889, p=.000) 및 전공만족(F=58.441, p=.000)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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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between Sense of Humor, University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08)
Sense of Humor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1-yeara

36(33.0)

4.25±.664

2-yearb

25(22.9)

4.21±.614

3-yearb

26(23.9)

3.98±.582

4-yeard

21(19.3)

4.10±498

4.0≤a

21(19.3)

4.20±.516

Degree

Academic
performance
(score)

Colleg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Image

Major Satisfaction

n(%)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3.36±.810

4.25±.701
3.583
(.016)
a,b>c,d

3.46±.916

1.079
(.362)

2.89±.612

4.19±.718
3.98±.705

2.95±.709

4.41±.528
.422
(.657)

3.0~3.9b

71(65.1)

4.18±.611

2.0~2.9c

19(14.7)

3.91±.663

3.02±.738

3.72±.591

Bada

6(5.5)

4.30±.800

2.03±.314

3.55±1.02

Nor badb

48(44.0)

3.91±.613

Goodc

47(43.1)

4.29±.496

Very Goodd

7(6.4)

4.70±.376

Bada

4(3.7)

3.20±.

Nor badb

30(27.5)

3.88±.

Goodc

52(47.7)

4.24±.

Very Goodd

22(20.2)

4.46±.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걱,
대학이미지, 전공만족도 정도
3.2

점 만점에 평균
4.15점이었고, 대학이미지는 3.19점 이었으며, 전공만족은 5점
만점에 4.1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23±.816

6.318
(.001)
a,b,c<d

3.55±.710

4.15±.604

1-5

University Image

3.19±.803

1-5

Major Satisfaction

4.15±.693

1-5

4.929
(.009)
a>b,c

17.889
(.000)
a<b,c<d

4.95±.067
2.62±.433
14.043
(.000)
a<b,c<d

2.73±.585
3.27±.720

3.53±.442
4.36±.470

3.81±.772

58.441
(.000)
a<b<c,d

4.79±.277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nse of Humor, University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Sense of Humor
Sense of Humor

3.4

University Image

University Image

1
.345
(.000)
.598
(.000)

University Image

Table 2. Nursing students’ Sense of Humor, University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Sense of Humor

4.47±.441

2.11±.265

Major Satisfaction

Range

3.80±.646

3.83±.968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는 5

Mean±SD

4.18±.718

15.696
(.000)
a<b<c,d

2.88±.621

9.480
(.000)
a<b,c,d

.967
(.411)

4.20±.631

3.18±.825
1.411
(.248)

t or F(p)

1
.524
(.000)

1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관관
계에서 유의한

귀

차이를 나타낸 교수자의 유머와 전공만족을

다중회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수자의 유머는 대학이미지(r=.345, p=.000) 및 전공만족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965으로 2에 가깝
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
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

(r=.598, p=.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학이미지는 전

인은 교수자 유머(β=9.762, p=.000) 및 대학이미지(β=5.601,

공만족(r=.524, p=.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p=.000)로 나타 으며, 전공만족에 대한 명력은 46.2%였다(Table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대학이미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3.3

났다(Table 3).

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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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Major Satisfaction
Variables

B

[7] M. A. Shin,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β

SE

t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p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3(1), 1024-1035, 2013.
(Constant)

16.445

6.342

Sense of Humor

9.762

1.559

University Image

5.601

1.175

2.601

.011

.473

6.260

.000

.360

4.768

.000

DOI: https://doi.org/10.5392/JKCA.2013.13.11.1024
[8] Y. S. Kim, E. J. Oh,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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