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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LearningMotivationandAttitude

onEducationalSatisfactionamong

SomeAssistantNursingSchoolStudents

Kim,Seon-Ae

Advisor:Prof.Han,MiAh,MD.Ph.D

DepartmentofPublicHealth,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Objectives:Thisstudywasperformedtotheeffectofthelearningmotivation

andattitudeoneducationsatisfactioninassistantnursingschoolstudent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assistant nursing schoolstudents in

Gwangju.Datawerecollectedbyself-reportedquestionnairesincludinggeneral

characteristics,learning motivation,attitudeandsatisfaction ofeducation.Six

multipleregressionmodelswereusedtodeterminethesatisfactionaccordingto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 with six satisfaction measures (learning

subjects,theoreticaleducation,practicaleducation,teacher,facilitiesofschool

andoverallsatisfaction).

Results:Of240subjects,234(97.5%)subjectswerefemaleandthemeanage

was36.4±8.5.Theoverallsatisfactionscoreofeducationwas3.90±0.64.The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ducation

satisfaction.Evenafteradjustingforpotentialconfounders,learningmotivation

andattitudewerepositivelyassociatedwithsatisfactionforlearningsubjects,

theoreticaleducation,practicaleducation,teacher,facilitiesofschoolandoverall

satisfaction.

Conclusion:Thisstudy showed that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were

positivelyassociatedwitheducationsatisfaction.Motivationforstudyingbythe

establishmentofavisionforthefutureandencouragementtoachieve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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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ttitudewillincreasetheeducation satisfaction in assistantnursing

schoolstudents.

Keywords:Learningmotivation,Learningattitude,Educational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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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생활수 의 향상으로 건강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한 수요의 증가와 고령화 진 에 따른 치매, 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

한 노인이 격히 증가하고 있다.날로 발 하고 있는 보건의료수 과 양질의 서비

스에 한 욕구증 로 수 높은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나 의료인을 보조하

는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서비스의 질 수 제고와 효율 인 활용방안이 필요하

며,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따른 문화된 교육으로의 발 이 필요하다(조재국

외,2004).

의료인력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보조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며 의료기

에서 10% 이상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특히 의원 의료기 에서는 체

인력의 42.5%에 해당한다(구동국,2008).의료기 별로 종사인력수를 보았을 경우에

도 간호조무사는 각 의료기 에서 모두 4 안에 드는 직종으로서,의원 의료

기 에서는 가장 수가 많은 직종이며 병원 의료기 과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소에서도 비 이 높다(보건복지부,2004).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의 업

무와 역할이 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선의료기 에서 환자의 신체 간호와

진료보조의 많은 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 의존하고 있지만,보건의료 달체계에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음으로써(의료법 제2조) 문 이고 체계 인

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의료 인력에 비해 상 으로 사각지 에 놓여왔다(정

회경,2009).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는 간호사 인력의 해외 진출과 정부의 보건의료망

강화계획에 따라 발생한 간호요원의 부족 상을 해결하기 해 단기 인력수 계

획의 일환으로 1967년부터 배출하기 시작하 다( 미,1990).1969년 이후 간호조

무사의 해외취업 기회가 확 되고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민간 사설

학원이 설립되었고,이들 사설교육기 이 간호조무사의 문양성 교육기 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되었다(배은숙,2005).최 로 1967년에 간호조무사가 배출된 이후 사

설 학원 수는 267개,학원수강생은 17,960명,자격취득자 수는 340,375명이며 2005년

도는 19,231명이 배출되어 해마다 20,000명 배출시 가 될 것으로 망된다(한국간

호조무사 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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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 정

자를 포함)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 자원부장 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탁한 의료기 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해야한다.이 경우 실습과정 종합병원 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으로 연간 1,5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

을 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에 한 규칙).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 고학력자들의 간호조무사로 지원이 늘

어남에 따라 학력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의식수 과 자질향상으로 인해 간호사의

체 인력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반 인 간호조무사의 역할변화도 이루어지

고 있다(정회경,2009).

문성을 가진 간호조무사의 인력 양성을 하여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하며,교

육의 질이나 효과는 학업성취도나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다.만족도는 교육을 통한

성취,보람 인정을 의미하는데,Ruben(1995)은 교육의 질이 개선될수록 학습자

들의 교육만족도 한 향상될 것이라고 상하 고 나아가 학습자들의 만족도 수

을 높이고,지속시키기 해서 첫째,지원체제와 교육시설 등의 교육 인 라 구

축,둘째,교육과정의 효과 운 과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셋째,교수와 학습자

의 충실화,넷째,연구와 장학제도,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하 다.교육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참여 동기가 보고되

었다(노효련 외,2011).학습자의 동기 특성은 교육훈련에 요한 요소로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끈기를 보이게 하는 것으로,동기 특성이 높을

수록 교육훈련의 효과가 높았다(김아 외,2001). 한 박지원(2009)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 교육만족은 교육생들의 동기나 태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하

다.각각 요양보호사를 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교육동기에 따라서 교육만

족에 향을 미쳤으며(원효숙 2009,강윤정 2009,김선 2010)학습태도가 정

일수록 수업에 한 자신감도 정 인 성향으로 이행하고,학업성취도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 다(정 경 외,2007).

이처럼 의료인력 간호조무사의 비 과 역할이 요해지고 있고,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상으로 한 학습동기

와 학습태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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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부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학습

동기와 학습태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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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 방법

A.연구 상

G 역시에 소재한 8개의 간호학원을 방문하여 원장님께 연구목 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동의한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상으로 일반 특성,학습동기 학습태

도,교육만족도를 조사하 다.

자료수집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하 고,이론수업 인 학생들은

학원을,실습 인 학생들은 의료기 을 방문하 다.설문지는 250부를 배부하 고,

직 기입한 후 회수하여 불성실한 답변과 동의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총 240부

의 설문지를 수집하 다.

B.조사 변수

강윤정(2009)의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에 사용된 연구도구를 이용하

여 2011년 9월 19일 4명의 학원생들에게 비조사를 실시하 다.이후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에 맞게 수정 보완한 후, 상자의 일반 특성,학습동

기 학습태도,교육만족도를 조사하 다.

1. 상자의 일반 특성

성별,연령,학력,종교,결혼상태,수업반,교육원 선택,가구 월 평균 소득액,취

업계획,직업으로 10문항이었다.

2.학습동기 학습태도

학습동기란 학습자 개인의 특성 즉,학습자가 교육을 목 으로 참여했는지 는

외부 인 동기에서 교육에 참여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 다.학습자의 배경

특성이나 경험,처해있는 상황은 각기 다르므로 로그램에의 학습동기도 상이한

유형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로그램 참여동기는 로그램 학습 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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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강윤정,2009).따라서 학습동기를 학습내용의 유용성,

성,취업,지식습득, 문 인 역할 수행의 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측정 문항은 5

척도의 리커트 척도(LikertScale)로 구성하 다.각 문항은 1 “ 그 지

않다”,2 “약간 그 지 않다”,3 “보통이다”,4 “약간 그 다”,5 “매우 그

다”의 척도로 구성하 으며 합산하여 평균을 구했다.강윤정(2009)연구에서 신뢰

도 검정 결과 학습동기에 한 5문항의 신뢰도가 Cronbach'sa=0.83이었는데 본 연

구에서 학습동기의 신뢰도는 Cronbach'sa=0.79 다.

학습태도란 학습 는 공부와 련된 습 ,신념 환경 등이 나타내는 행동유

형으로써 학생들이 학교환경 내에서 겪는 변화의 경험을 통해 얻는 지속 이고 규

칙 인 반응 경향을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1992).학습자의 학습에 한 태도로

강의에 한 열의, 습 정도,복습 정도,결석을 하지 않음,조퇴나 지각을 하지 않

음의 5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측정문항은 5 척도의 리커트 척도(LikertScale)로

구성하 다.각 문항은 1 “ 그 지 않다”,2 “약간 그 지 않다”,3 “보통

이다”,4 “약간 그 다”,5 “매우 그 다”의 척도로 구성하 으며 합산하여 평

균을 구했다. 강윤정(2009) 연구에서는 학습태도에 한 6문항의 신뢰도가

Cronbach'sa=0.82 는데 본 연구에서의 학습태도의 신뢰도는 Cronbach'sa=0.78이

었다.

3.교육만족도

교육만족이란 학습자가 학습을 함으로써 성취,인정,보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 에 한 개인의 감정으로 개인의 감성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

태를 나타낸다.즉,학습자 자신의 학습에 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정 는 유

쾌한 감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인자,2005).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하 요인은 5가지 역(교과

목,이론교육내용,실습내용,강사,교육원시설)으로 각각 5문항씩 25문항으로 구성

하 다.각 문항은 1 “ 그 지 않다”,2 “약간 그 지 않다”,3 “보통이

다”,4 “약간 그 다”,5 “매우 그 다”의 척도로 구성되고 합산하여 평균을 냈

으며, 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강윤정(2009)연구에서 신뢰도

검정 결과 교육만족도의 각각 하 역에서 Cronbach'sa가 모두 0.70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 체 신뢰도는 Cronbach'sa=0.9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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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ASprogram(version9.2,SASInstituteNC)을 이용

하 다.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일반 특성,학습동기 학습태도,교육만족도에

해 기술통계 분석(빈도,백분율,평균,표 편차)을 실시하 다.일반 특성,학습

동기 학습태도와 교육만족도와의 련성은 t검정,분산분석을 실시하 고,학습

동기 학습태도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상 분석을 실시하 다.단순분석에서

p<0.1미만인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

태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체 교육만족도와 교육만족도

의 5가지 하 요인으로 나 어 다 회귀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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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결과

A.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일반 특성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일반 인 특성 결과,성별은 여자가 97.5%(234명)로 남자

인 경우 2.5%(6명)보다 많았고,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37.9%(91명)로 가

장 많았으며,40세 이상～50세 미만은 34.2%(82명),30세 미만은 21.7%(52명),50세

이상은 6.3%(15명)순이었다.학력은 고졸이하가 48.8%(117명)로 가장 많았고, 졸

이상은 26.3%(63명), 문 졸은 25.0%(60명)순이었다.종교는 있음이 57.1%(137

명)로 없는 경우의 42.9%(103명)보다 많았고,배우자가 있음이 73.3%(176명)로 없

는 경우의 26.7%(64명)보다 많았다.수업반 주간반은 72.1%(173명)로 야간반의

27.9%(67명) 보다 많았다.교육원 선택의 이유는 교육원의 거리 교통이

57.9%(139명)로 가장 많았고,합격률 취업률은 17.1%(41명),강사진 실무자의

친 도는 8.8%(21명),홍보 취업정보 제공은 7.1%(17명),경제 요인은 6.3%(15

명),기타 2.9%(7명)순이었다.가구 월 평균 소득액은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이 46.7%(112명)로 가장 많았고,15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각각 26.7%(64명)

로 같았다.수료 후 취업 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가 60.8%(146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 인 경우는 20.4%(49명),1～2년 이내는 15.0%(36명),없음은 3.8%(9명)순이

었다. 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63.8%(153명)로 있는 경우의 36.3%(87명)보다 많

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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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일반 특성 (N=240)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6 2.5

여자 234 97.5

연령(세) 30미만 52 21.7

30이상～40미만 91 37.9

40이상～50미만 82 34.2

50이상 15 6.3

학력 고졸 이하 117 48.8

문 졸 60 25.0

졸 이상 63 26.3

종교 없다 103 42.9

있다 137 57.1

배우자 없다 64 26.7

있다 176 73.3

수업반 주간반 173 72.1

야간반 67 27.9

교육원 선택 경제 요인 15 6.3

교육원의 거리 교통 139 57.9

홍보 취업정보 제공 17 7.1

합격률 취업률 41 17.1

강사진 실무자의 친 도 21 8.8

기타 7 2.9

가구 월 평균 소득(만원) 150미만 64 26.7

150이상～300미만 112 46.7

300이상 64 26.7

취업 계획 없다 9 3.8

고려 이다 49 20.4

1～2년 이내 36 15.0

빠른 시일 내 146 60.8

직업 없다 153 63.8

있다 8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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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 련 요인으로 학습동기와 학습태도를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1.학습동기

학습동기에서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학습내용의 유용성(4.47),취업(4.28),

지식습득(4.26), 문 인 역할수행(3.95), 성(3.75)순으로 높았고,학습동기 총 평

균은 4.15 이었다(표 2).

표 2.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동기

내용 평균 표 편차

간호조무사 교육을 배우는 것이 앞으로 나에게 유용할 것 같다. 4.47 0.67

간호조무사가 나의 성에 맞는 것 같다. 3.75 0.83

간호조무사와 련된 직장에 취업하는데 유리할 것 같다. 4.28 0.80

간호조무사로 활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을 얻는다. 4.26 0.75

간호조무사로서의 역할을 보다 문 으로 수행할 수 있다. 3.95 0.85

소계 4.15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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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습태도

학습태도에서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강의에 한 열의(3.95),결석을 하지

않음(3.67),조퇴나 지각을 하지 않음(3.62),복습정도(2.68), 습정도(2.42)순이었고

학습태도 총 평균은 3.27 이었다(표 3).

표 3.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태도

내용 평균 표 편차

나는 수업시간에 강의 내용을 열심히 들었다. 3.95 0.95

나는 수업시간에 앞서 꼭 습하 다 2.42 1.0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꼭 복습하 다. 2.68 1.06

나는 결석을 거의 하지 않았다. 3.67 1.23

나는 조퇴나 지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3.62 1.24

소계 3.27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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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는 5가지 하 요인(교과목,이론교육내용,실습

내용,강사,교육원시설)으로 구분된다.교육만족도를 분석한 결과,교과목만족도에

서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간호실습 교과목(4.40),간호의 기 교과목(4.27),

인체의 구조와 기능 교과목(4.17),보건간호 교과목(3.86),의료 계 법규 교과목

(3.58)순이었다.교과목만족도의 총 평균은 4.06 이었다.

이론교육내용 만족도에서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일

치한다(3.94),간호조무사 업무수행 시 도움이 된다(3.90),교육내용의 구성이 일

성과 연 성이 있다(3.90),과목별 시간 배분이 하다(3.85),교육내용이 주의집

과 흥미유발이 되도록 편성되었다(3.69)순이었다.이론교육내용 만족도의 총 평

균은 3.86 이었다.

실습내용 만족도에서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간호실습내용이 잘 구성되었다

(3.77),한 장소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수가 하다(3.65), 장 주의 실습이 이루

어진다(3.61),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진다(3.43),총 실습시간이 하다(3.40)순이

었다.실습내용 만족도의 총 평균은 3.58 이었다.

강사에 한 만족도에서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4.19),교육생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4.17),교육생들의

건의나 요구사항을 성의 있게 받아주고 있다(4.15)순이었고,논리 이고 체계 이

며 설득력 있는 달 항목과 장에서 용이 가능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4.08)

는 평균이 같았다.강사에 한 만족도의 총 평균은 4.14 이었다.

교육원 시설 만족도에서 문항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교육 련 기자재 구비 만족

도(4.06),교육원의 청결상태 만족도(4.05),실습 련 기자재 구비 만족도(3.96),교육

원의 생시설 만족도(3.75),교육원의 편의시설 만족도(3.52)순이었다.교육원 시

설 만족도의 총 평균은 3.87 이었다.

교육만족도에서 총 평균을 비교해 보면,강사에 한 만족도(4.14),교과목에

한 만족도(4.06),교육원시설에 한 만족도(3.87),이론교육에 한 만족도(3.86),실

습내용에 한 만족도(3.58)순이었고 교육만족도의 총 평균은 3.90 이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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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

특 성 구 분 평균 표 편차

교과목

만족도

<간호의 기 >교과목은 간호조무사 업무수행과

련된 문성 향상과 실천에 도움이 된다.
4.27 0.73

<인체의 구조와 기능> 교과목은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과 련된 문성 향상과 실천에 도움이 된다.
4.17 0.81

<간호실습>교과목은 간호조무사 업무수행과 련

된 문성 향상과 실천에 도움이 된다.
4.40 0.74

<보건간호>교과목은 간호조무사 업무수행과 련

된 문성 향상과 실천에 도움이 된다.
3.86 0.98

<의료 계 법규> 교과목은 간호조무사 업무수행과

련된 문성 향상과 실천에 도움이 된다.
3.58 1.05

소계 4.06 0.70

이론교육

내용

교육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교육내용이 배우

고자 하는 교육목표와 일치한다.
3.94 0.87

교육내용의 구성이 일 성과 연 성이 있으며 이해하

기 쉽게 잘 구성되어 있다.
3.90 0.84

과목별 시간 배분이 하다. 3.85 0.84

교육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주의 집 과 흥미유발이 이

루어지도록 편성되어 있다.
3.69 0.88

교육내용이 간호조무사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3.90 0.90

소계 3.86 0.73

실습내용

간호실습내용이 잘 구성되어 있다. 3.77 0.91

교육생들이 교육내용에 익숙하도록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3.43 1.12

한 장소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수가 하다. 3.65 1.00

단순실습이 아닌 장 주의 실습이 이루어진다. 3.61 1.18

총 실습시간이 하다. 3.40 1.19

소계 3.58 0.88

강사

강사는 논리 이고 체계 이며 설득력 있게 교육내용

을 달하고 있다.
4.08 0.86

강사는 실 으로 필요한 내용과 장에서 용이

가능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4.08 0.82

강사는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19 0.81

강사는 교육생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설명해주

고 있다.
4.17 0.84

강사는 교육생들의 건의나 요구사항을 성의 있게 받

아주고 있다.
4.15 0.85

소계 4.14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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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계속)

특 성 구 분 평균 표 편차

교육원시설

교육원에는 교육내용에 필요한 실습 련 기자재(

압기,체온계,주사실습,처치재료 등)가 충분히 구비

되어 있다.

3.96 1.03

교육원에는 교육에 필요한 련 기자재(빔 로

젝터,마이크시설,칠 ,컴퓨터 등)가 잘 설치되어

있다.

4.06 0.92

교육원의 청결상태(청소,온도,습도,냉방,조명

등)가 잘 되어 있다.
4.05 0.89

교육원의 편의시설(휴게실,주차장,자 기 등)이

잘 되어 있다.
3.52 1.09

교육원의 생시설(화장실,음수 등)이 잘 되어

있다.
3.75 1.06

소계 3.87 0.85

계 3.90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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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와의 분석 결과 종교,교육원 선택,취업계획에 따

른 교육만족도는 유의한 계 다(p<0.1).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교육

만족도가 높았고,교육원 선택에서는 강사진 실무자의 친 도,취업계획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경계역 수 에서 교육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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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일반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특성 구분 M±SD TorF p-value

성별 남자 4.13±0.55
0.90 0.369

여자 3.90±0.64

연령(세) 30미만 3.87±0.66

0.88 0.454
30이상～40미만 3.95±0.57

40이상～50미만 3.92±0.68

50이상 3.67±0.71

학력 고졸 이하 3.93±0.64

0.39 0.678문 졸 3.84±0.72

졸 이상 3.92±0.57

종교 없다 3.81±0.64
-1.96 0.051

있다 3.97±0.63

배우자 없다 3.87±0.64
-0.45 0.652

있다 3.91±0.64

수업반 주간반 3.87±0.66
-1.33 0.186

야간반 3.99±0.59

교육원 선택 경제 요인 3.75±0.59

1.95 0.087

교육원의 거리 교통 3.85±0.64

홍보 취업정보 제공 3.82±0.65

합격률 취업률 4.07±0.65

강사진 실무자의 친 도 4.17±0.64

기타 3.66±0.34

가구 월 평균소득(만원)150미만 3.99±0.69

0.83 0.436150～300미만 3.88±0.63

300이상 3.85±0.59

취업 계획 없다 4.07±0.53

2.59 0.054
고려 이다 3.69±0.56

1～2년 이내 4.00±0.65

빠른 시일 내 3.94±0.65

직업 없다 3.86±0.65
-1.24 0.216

있다 3.9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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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따른 교육만족도와의 상 성

학습동기 학습태도에 따른 교육만족도와의 상 계 분석 결과,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학습동기 r=0.576,p<0.0001;학습태도 r=0.299,p<0.0001).간호조무

사 학원생들의 학습동기가 강할수록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았고,하

부 항목들도 양의 련성이 있었다(표 6).

표 6.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따른 교육만족도와의 상 성

학습동기 학습태도

r p-value r p-value

교육만족도 0.576 <.0001 0.299 <.0001

교과목 0.510 <.0001 0.289 <.0001

이론교육 0.470 <.0001 0.239 0.0002

실습내용 0.446 <.0001 0.217 0.0007

강사 0.518 <.0001 0.238 0.0002

교육원시설 0.435 <.0001 0.25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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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습동기와 학습태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향

단순분석에서 교육만족도와 련성이 있었던 종교,교육원 선택 취업계획을

보정한 상태에서 다 회귀분석을 통해 학습동기 학습태도와 교육만족도와의

련성을 악하 다.학원생들의 학습동기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교육만족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β=0.603,p<0.001;β=0.164,p<0.0002).학습동기와 학습태도가 교육만

족도를 측하는데 41%(R
2
)의 설명력을 보 다.교육만족도의 5가지 하 요인으로

교과목,이론교육,실습내용,강사 교육원시설로 분류하여 학습동기 태도와의

련성을 악하 을 때도 학습동기와 태도가 증가할수록 교육만족도의 모든 항목

에서 유의하게 높았다(표 7).

표 7.학습동기와 학습태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향

학습동기 학습태도

β SE p-value β SE p-value R
2

교육만족도 0.603 0.061 <.0001 0.164 0.043 0.0002 41%

교과목 0.597 0.072 <.0001 0.167 0.051 0.0011 32%

이론교육 0.569 0.077 <.0001 0.153 0.054 0.0051 30%

실습내용 0.627 0.095 <.0001 0.159 0.067 0.0180 26%

강사 0.620 0.076 <.0001 0.125 0.054 0.0204 31%

교육원시설 0.605 0.090 <.0001 0.220 0.063 0.0006 28%

보정변수 :종교,교육원 선택,취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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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질의 서비스에 한 욕구증 로

수 높은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다.선행연구에서 학습동기에 따라

교육성과만족도는 높은 상 계가 있었고(양기훈,2009),학습태도가 극 일수록

학습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선옥,2009).이에 본 연

구는 일부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상으로 학습동기와 학습태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일반 특성으로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이 97.5%로 가장

많았고,연령은 30세 이상～50세 미만이 72.1%,학력은 문 졸과 졸이상이

51.3%로 많았다.이는 배은숙(2005)연구에서 연령이 25세 이하가 82.3%,고졸 이

하의 학력은 70.6%로 많았던 것보다 연령 상승과 학력 수 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특성이 고학력으로 이행되고 있으므로,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부응하기 한 문화된 양질의 수 높은 교육으로의 발 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교육원 선택의 이유로는 교육원의 거리 교통이 57.9%로

가장 많았다.이는 김선 (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육원 선택은 합격률

이나 취업률 보다는 이동시간과 교통의 편리성, 근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취업 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가 60.8%이었고, 재 직업은 없는 경우가

63.8%로 가장 많았다.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동기에서 평균을 비교해 보면,학습내용의 유용성

(4.47),취업(4.28),지식습득(4.26), 문 인 역할수행(3.95), 성(3.75)순으로 높았

고,학습동기의 총 평균은 4.15 이었다.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동기가 성보

다는 교육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유용할 것과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간호

학생의 간호과 선택 동기도 졸업 후 취업의 망이 밝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김은하 외,2000).실제로 수료 후 취업계획을 묻는 항목에 빠른 시일 내에

취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다.학습태도에서 평균을

비교해 보면,강의에 한 열의(3.95),결석을 하지 않음(3.67),조퇴나 지각을 하지

않음(3.62),복습정도(2.68), 습정도(2.42)순으로 높았고,학습태도의 총 평균은

3.27 이었다.학습태도는 학습과 련된 습 ,신념 환경요소로 나타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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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써 지속 이고 규칙 인 반응 경향이다(한국교육개발원,1992). 습은 수

업이 주체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하여 비 인 학습이라면,복습은 수업에서

배운 학습이 확실하게 이해되어서 올바르게 정착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평가하고

확인 검토하는 학습이다(이 춘,1989).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학습태도가 수업시

간에 강의내용은 열심히 듣지만 습과 복습은 평균이 낮은 순 으므로 차시의

교과학습에 한 이해와 심을 깊게 하는 습과 복습 습 을 형성하도록 강사의

격려나 평가가 필요하겠다.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는 5가지 하 요인(교과목,이론교육내용,실

습내용,강사,교육원시설에 한 만족도)으로 구분하 다.교육만족도에서 총 평균

을 비교해 보면,강사에 한 만족도(4.14),교과목에 한 만족도(4.06),교육원시설

에 한 만족도(3.87),이론교육에 한 만족도(3.86),실습내용에 한 만족도(3.58)

순으로 높았고 총 평균은 3.90 이었다.교육만족도의 5가지 하 요인 강사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연구들(노효련 2011,김선 2010)과 동일한

결과 고 실습내용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김은하 외(2000)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았다.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의료 장에서 용하여 문 인 능력

과 기술을 익히고 수행하는 기회는 주로 장실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체계 인 실

습교육을 통해 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조무사로서 취업과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

최근 들어 취업난,자기계발 욕구증 와 업무에 필요한 문 인 지식을 습득하기

한 문 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인력이 늘어나면서 학력수 이 반 으로 상

향되고 있는 추세(조재국 외,2004)에 있으므로 이러한 인력특성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실습에 한 합한 개선이 요구되어진다.실습내용 강화로 학원교육과정

기간 내에 충분한 이론과 실습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실습내용에 한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교육생들이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지는가의 평균은 3.43 이

고,총 실습시간이 한가의 평균은 3.40 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이는 한

해에 3월과 10월에 2회 개강함으로 학원생에 따라 교육기간과 실습기간,실습장소

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내용에 해서는 조사하지 못하 다.치기

공과 학생을 상으로 한 최에스더(2004)의 연구에서 실습기간,실습 장소에 따라

실습만족도가 달랐기 때문에 향후 이들 요인을 조사해서 만족도를 평가할 필요성

이 있다.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따른 교육만족도와의 상 분석 결과 유의한 양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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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었다.그리고 종교,교육원 선택,취업계획을 보정한 상태에서 교육만족도

향요인 분석 결과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서 유의한 향을 미쳤다.이는 간호조

무사 학원생들의 학습동기가 강할수록,학습태도가 좋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학습동기 β=0.60,학습태도 β=0.16).선행 연구에서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

는 학업성취도와 상 성이 있었고,동기와 태도를 강화하기 해 학습자 심의 소

재나 자료를 구성하여 흥미와 심을 이끌고 정 피드백이 필요하다(이미옥,

2008)고 하 다.수업진행 강사가 학원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학습태도

에서 복습과 습정도가 가장 낮은 결과에 해 학습태도 변화를 한 방법을 모

색하여 교육만족도를 향상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박미경(2000)의 지역사회

복지 사회교육 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참여 동기

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박선옥(2009)의 공무원 사이버교육

의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향요인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높을수록 학습

만족도가 높아지고 한 사이버교육에 임하는 학습태도가 정 이고 극 일수

록 학습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학습동기가 높은 경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태도가 좋은 경우 교육 내용을 잘 수용하고 강사의 지도에 잘 따르

기 때문에 교육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단된다.김해란 외(2011)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학생들의 연령이나 성별,생활만족도, 인 계 만족도,자기효능감 보다

는 학습태도가 좋을수록,수업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가 높아 간호학생들

의 내 학습동기를 고무시키는 방향의 교육방법이 더욱 효과 임을 보고하 다.

제한 으로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 선후 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따라서 교육에

한 만족도가 학습동기 학습태도에 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교육만족도의 세부 항목 교육기간과 실습기간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살펴

보지 못했는데,간호조무사 학원의 특성상 연간 2회(3월,10월)개강이 되고 교육기

간에 따라 교육내용 진도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이들 요인을 고려한 만족도

평가가 필요하리라 단된다.

교육만족도에 한 부분의 연구가 간호과,응 구조과,사회복지과 학생 등을

상으로 시행되어 왔다.하지만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에 한 연구가 미흡하 는데,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상으로 교육만족도를 평가하 고 교육만족도

를 하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역별로 교육만족도에 끼치는 향을 평가하여 향후

교육만족도 향상을 한 세부 인 근거를 마련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1 -

Ⅴ.요약 결론

본 연구는 일부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상으로 학습동기와 학습태도가 교육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G 역시에 소재한 8개 간호학원의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을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특성,학습동기,학습태도 교육만족도를 조사하 다.분

석방법은 t검정,분산분석 상 분석,다 회귀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 240명 여자가 97.5%(234명) 고,연령은 30세 이상～50세 미만이

72.1%(173명)로 가장 높았다.학력은 문 졸 이상이 51.3%(123명),교육원 선택의

이유는 교육원의 거리 교통이 57.9%(139명),취업 계획으로는 빠른 시일 내가

60.8%(146명), 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63.8%(153명)로 가장 높았다.학습동기와

학습태도의 총 평균은 각각 4.15 과 3.27 이었고,학습동기에서 학습의 유용성

(4.47)과 취업(4.28)순으로 높았고,학습태도에서 강의내용을 열심히 들었다(3.95)가

가장 높았으나 습(2.42)과 복습(2.68)은 낮았다.교육만족도는 총 평균이 3.90 이

었고,5가지 하 역에서 강사에 한 교육만족도(4.14)가 가장 높았고,실습내용

만족도(3.58)는 가장 낮았다.교육만족도 향요인 분석 결과 학습동기 학습태도

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었고,학습동기와 태도가 좋아질수록 교육만족도는 증가

하 다(학습동기β=0.60,p<.0001;학습태도β=0.16,=0.0002).

결론 으로 학습동기 학습태도가 증가할수록 교육만족도를 증가시켰다.향후

학습동기 학습태도를 증가시키기 한 간호조무사의 진로,역할,수업태도에

한 강사의 확인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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