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학생들의 DISC 유형별 전공만족도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by DISC Type
Objectives

Background
-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이론과 실습의 전공필수 교과목 비중이
크고 (신혜정, 박현정, 2017) 이미 진로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고방식도 지니고 있
다

이 연구는 간호대학 학생들의 DISC행동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나타

- 성격유형이론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발휘 할 역량과 관심에 대해 예측가능성

낸것으로써,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같다.

을 주며, 적성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한수정. 2013)
- DISC성격유형 검사는 세부적인 조합에 따른 성격 유형을 파악한다면, 개인 각
자의 성격유형 별로 전공만족도가 낮은지, 높은지를 살펴보면서 전공만족도와

1. 간호학과 학생들의 DISC행동유형을 분석한다.
2. DISC행동유형별 간호대학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분석한다.

disc 성격유형과의 관계를 규정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성격특성을 파악하
여 해당 성격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학과 교육 과정을 운영해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Methodology

Results
<표1>일반적 특성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DISC 성격유형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
기 위하여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수락한 간호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표2>일반적 특성별 전공만족도

3.1 DISC 성격유형
본 논문에서는 D: 주도형 6문항, I: 사교형 6문항, S: 안전형 6문항, C: 신중형 6문항 총
24개 문항을 선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하였다.
3.2 전공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0 .939로 나왔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공학문에 대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
니다’ 에서 ‘아주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4. 연구방법
네이버 폼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후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0.05
성별, 학과성적, 학과선택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of the Social Science)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표3>DISC성격유형별 전공만족도

5.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한다.
5.2 DISC 성격유형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한다.
5.3 DISC 성격 유형별 전공적합성은 T-test와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effe
test로 분석한다.

*p<0.05, DISC성격유혈별 전공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Discussion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별(t=1.366, p=.016), 학과 성적(4.301(.006)) 그리고 학과 선택 동기(9.583(<.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ISC
성격유형검사결과 “D(주도형) 15.5%, I(사교형) 43.7%, S(안정형) 21.4%, C(신중형) 19.4%”로 나왔다. 또한 사교형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 [4]의 결과와
본연구가 일치하였음을 나타낸다.
1.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성별, 학점, 학과 선택 동기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DISC성격유형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위 연구는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간호학과 대학생 전반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표본 수를 확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