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ARTICLE

ISSN(Print) 2287-9110
ISSN(Online) 2287-9129

Child Health Nurs Res, Vol.23, No.3, July 2017: 385-393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85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이영은, 김은영, 박선영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Young Eun Lee, Eunyoung Kim, Sun Young Park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00 nursing students at a college and a university in P city and K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 to 20, 2017, and analyzed
with SPSS PASW 22.0. Results: In the hierarchical analysis,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were emotional intelligence (β=.39, p<.001), psychological well-being (β=.31, p<.001), and self-esteem (β=.16, p=.010). The variable that had the highest impact wa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regression model was 65%(F=34.40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are essential for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Thus, enhanc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to improve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Students, Nursing, Self-concept,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resilience

서 론

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엄격한 윤리의식 함양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된
다[2].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이유들로 스트레스가 많아 대학생활의 적

연구의 필요성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아존중감의 저하, 정서적 변화, 스트레스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옮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1,3,4]. 이러한 간호대학생

겨가는 발달 과정을 경험하는 단계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해

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간호교

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더 많아지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정체

육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3].

성을 확립해야 하는 등의 과업이 있다[1].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성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의 준비를 위한 학업에 임하는 학생

공적으로 극복하는 발달과정이며, 회복탄력성에 의해 축적된 경험은

이고 인문사회과학의 교양과 전공학문, 교과 외 활동 등이 통합된 교

간호대학생의 적응능력과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의료인으

[5].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반드시 역경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
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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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반적인 적응기제의 개념이다[6].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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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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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습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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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업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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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은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인이 대면하는 도전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이며 회복탄력성과 높은 상관관

들로부터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능하는지에 관한 개념으로[18], 개인이

계를 가지며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적 안녕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7,8].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와 학업성취를 높여

능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10]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야 하는 발달

임상간호사로서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고[9], 심리적 안녕

과업을 지닌 대학생 시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12].

감은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을 높이

한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게 하는 사고방식이다[10,11].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삶을 긍정적

Jee와 Kim[19]의 ‘일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11]. 또한 자아존중

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감과 정서지능은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지닌

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하였으며 Park[20]의

대학생 시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12].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 및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녕감은 임상실습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

요인’에 의하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 연령, 스트레스 반응, 가정의 생활

응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13].

정도, 대인관계정도, 성적이 간호대학생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

또한 Stephens[14]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중

요 변수라고 하였고 Park과 Kwon[21]의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자아

요한 요소로서 Gillespie, Chaboyer와 Wallis (2007)가 말한 정신 · 생리적

존중감 및 극복력의 관계’에 의하면,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가 대학생

인 통합, 개인적인 조절방식의 발달, 정신적인 적응, 혼란한 상황에서의

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개인적인 성장에 더하여 효과적인 대처기술, 긍정적인 적응, 자아존중

과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을 주요 변수로 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감, 정신 · 생리적인 건강상태, 자기초월, 안녕감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회복탄력성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이 회복탄력성에

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중재 프로그램

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대처/적응 능력과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개인적인 요인인 자
아존중감과 대처/적응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정서지능, 안녕감을 대변
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및 심리적 안녕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수용하거나 존중하고 스스로
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 외
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의한 영향이 낮다고 하였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수용하게 되어 어떠한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15,16]. 그리고 Iacobucci[7]는 자아존중감
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을 가치 있는 전문직으로 여겨 정직함,
너그러움과 유익함과 같은 가치관을 확장시키려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
성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
성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란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개인

연구 방법

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을 버텨낼 수 있게 하며,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
의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기분상태나 스트레스로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며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다[16]. Seo, Min과 Lee[17]는 간호대학생의 정서지
능은 회복탄력성의 유사개념인 자아탄력성의 속성 중 내면적인 요소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연구이다.

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
정을 인식하여 문제를 능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자아탄력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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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와 K시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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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를 2학년 이상으로 제

회복탄력성

한한 이유는 1학년의 경우 법정연령 기준에 따라 미성년자일 수 있어

회복탄력성은 Shin, Kim과 Kim[25]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Re-

연구에 임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silience Scale, R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7문항으로 9개 하위영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사용될 통계적 검

역인 원인분석력 3개 문항, 감정통제력 3개 문항, 충동통제력 3개 문항,

정법에 따라 결정하였다.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 .09, 효과크기(fz)

감사하기 3개 문항, 생활만족도 3개 문항, 낙관성 3개 문항, 관계성 3개

를 medium (.15), 예측변수를 4개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수

문항, 커뮤니케이션 능력 3개 문항, 공감능력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180을 기준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였고 200부가 모

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두 회수되어 이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Kim과 Kim[25]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간호학과 2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

.88이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자료 수집 및 방법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였다. 자

자아존중감

료 수집 방법은 P시와 K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K대학교의 기관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Self-Es-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학교 학과장의 협조를 얻

teem Scale)를 Baik[22]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어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서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2개 하위영역인 긍정적 자아

면동의한 간호대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

존중감 6개 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

지 작성 후 즉시 회수하였고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

ert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가 4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으로 점수

와 응답을 독려하기 위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ik[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승인번호:

정서지능

1040549-170117-SB-0004-01)을 받은 후, 설문지 첫 페이지에 연구 참여

정서지능은 Wong과 Law (2002)가 개발한 정서지능 척도(Wong &

동의서를 첨부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원 개발자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Jung[23]이 번역한 정서지능

로부터 직접 이메일을 통해 사용허락을 받은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도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인 자기감성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

의 이해 4개 문항, 타인감성의 이해 4개 문항, 감성조절 4개 문항, 감성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

활용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질 것과 연구 대상자의 익명으로 처리된다

‘매우 그렇다’ 7점으로 평균평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

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미한다. Jung[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는 .87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Joseph, Maltby, Wood, Stockon, Hunt와 Regal (2012a)
이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도구를 Jeong과 Kim[24]이 번안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2개 하위영역인 자신과 세상에 대
한 변화 8개 문항, 인생관 및 대인관계 변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eong과 Kim[24]의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는 .91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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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
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은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ﬀé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ﬃcients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

이영은, 김은영,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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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강한 순 상관관계(r = .74, p < .001)를 각각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석하였다.

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의 관계는 강한 순 상관관계(r = .70, p < .001)를,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정도의 관계는 강한 순 상관관계(r = .64,
p < .001)를,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 정도의 관계도 강한 순 상관관계
(r = .74, p < .001)를 보였다(Tabl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평균 연령은 21.90 ± 4.09(최소, 최대: 19-51)
세였다. 학년은 3학년이 39.0%, 결혼 상태는 미혼이 98.5%, 편입여부는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지 않았음’이 95.0%,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동거함’이 57.5%, 성적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 53.0%로 각각 가장 높았다. 경제상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을 검토하

태는 중간이 57.0%,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86.5%, 대인관계는 좋음이

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

93.5%, 가족지지는 높음이 92.0%, 친구지지는 높음이 92.0%로 각각 높

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설명하여 분석한 후

았다. 간호학과의 지원동기는 취업률 보장 30.5%, 전공만족도는 만족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주요 변수를 추가로 포함한 모형

함이 72.0%, 여가활동 여부는 ‘많지 않음’이 50.5%, 종교는 없음이 50.5%

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오차의 자기 상관성 검증에서는

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Table 1).

Durbin-Watson 통계량이 1.894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34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정도

.970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정도는

1.031-2.915로 기준인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평점 2.95 ± 0.50(4점 만점)으로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정서지능 정도는 평균평점 4.96 ± 0.82(7점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대인관계(β =.18, p = .018), 전공만족

만점)로 비교적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도 평균평점 3.82± 0.53(5

(β =.14, p = .039)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평점 3.70 ± 0.44(5

변수는 회복탄력성에 대해 14%를 설명하고 있었다. 주요 변수를 투입

점 만점)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Table 2).

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위계적 회귀분석 2
단계에서는 정서지능(β =.39, p < .001), 심리적 안녕감(β =.31, p < .001), 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는 대학성적 만족도
(t = 2.16, p = .031), 부모의 경제력(t = 4.18, p = .017), 건강상태(t = 2.88,

아존중감(β =.16, p = .010)이 유의한 영향 변수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변
수는 정서지능(β =.39, p < .001)이었다. 2단계에서 주요 변수의 회복탄력
성에 대해 51%가 추가 설명되어 전체 설명력은 65%였다(Table 4).

p = .004), 대인관계(t = 4.02, p < .001), 가족지지(t = 2.99, p = .003), 친구지지
(t = 2.54, p = .012), 전공만족도(t = 3.13, p = .002), 여가활동정도(t = 2.32,
p = .02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성적 만족도에서 ‘만족
함’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부모의 경제력에서 ‘중’이 ‘상’과 ‘하’보다, 건강
상태에서 ‘건강함’이 ‘건강하지 않음’보다, 대인관계에서 ‘좋음’이 ‘좋지

논 의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 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않음’보다, 가족지지에서 ‘높음’이 ‘높지 않음’보다, 친구지지에서 ‘높음’

첫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2.73± 0.37(4점 만점)로 보통 수준

이 ‘높지 않음’보다,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함’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여

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측

가활동정도에서 ‘많음’이 ‘많지 않음’보다 회복탄력성이 각각 더 높았

정도구를 사용한 Kim과 Hong[26]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

다(Table 1).

중감이 2.89 ± 0.44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그리고 Iacobucci[7]의 연구에
서 3.30 ± 0.42, Jung, Cho와 Chung[12]의 연구에서 2.80 ± 0.40으로 유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높은

정도와의 관계

편임을 알 수 있었다. Iacobucci[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정도의 관계는 중등도의 순 상관

은 간호학을 가치 있는 전문직으로서 여겨 정직함, 너그러움과 유익함

관계(r = .60, p < .001)를,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의 관계는 강한

과 같은 가치관을 확장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래의 간호사로서

순 상관관계(r = .73, p < .001)를,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정도의 관

학업에 임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더 높이는 중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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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and Differences of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 		

(N=200)

n ( %)

M ± SD

t or F

p

20 (10.0)
180 (90.0)

3.85 ± 0.39
3.68 ± 0.44

1.62

.106

19
20
21
22
≥23

31 (15.5)
55 (27.5)
46 (24.0)
26 (13.0)
42 (20.0)

3.65 ± 0.39
3.68 ± 0.46
3.78 ± 0.39
3.63 ± 0.46
3.72 ± 0.48

0.77

.542

Grade

2
3
4

70 (35.0)
78 (39.0)
52 (26.0)

3.70 ± 0.44
3.65 ± 0.43
3.78 ± 0.43

1.23

.293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197 (98.5)
3 (1.5)

3.70 ± 0.44
3.79 ± 0.14

0.33

.735

Military service

Yes
No

3 (15.0)
17 (85.0)

3.83 ± 0.39
4.00 ± 0.46

0.67

.510

Transference

Yes
No

10 (5.0)
190 (95.0)

3.83 ± 0.50
3.69 ± 0.43

0.97

.330

Living status

Live with parents
Don’t live with parents

115 (57.5)
85 (42.5)

3.69 ± 0.44
3.72 ± 0.43

0.48

.626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Non-satisfaction

94 (47.0)
106 (53.0)

3.77 ± 0.47
3.64 ± 0.39

2.16

.031

Parents’ economic status

Higha
Middleb
Lowc

43 (21.0)
114 (57.0)
43 (21.0)

3.78 ± 0.55
3.73 ± 0.40
3.53 ± 0.37

4.18

.017
a＞b＞c

Health status

Healthy
Unhealthy

173 (86.5)
27 (13.5)

3.73 ± 0.42
3.48 ± 0.48

2.88

.004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Not good

187 (93.5)
13 (6.5)

3.73 ± 0.42
3.24 ± 0.40

4.02

＜.001

Family support

High
Not high

184 (92.0)
16 (8.0)

3.73 ± 0.42
3.39 ± 0.48

2.99

.003

Friend’s support

High
Not high

184 (92.0)
16 (8.0)

3.72 ± 0.42
3.42 ± 0.57

2.54

.012

Reasons for application

Employment rate
Aptitude and interest
RPS
Professional
High school results
Others

61 (30.5)
60 (30.0)
47 (23.5)
21 (10.5)
5 (2.5)
6 (3.0)

3.69 ± 0.49
3.77 ± 0.40
3.71 ± 0.39
3.59 ± 0.50
3.50 ± 0.25
3.57 ± 0.40

0.90

.48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Non-satisfaction

144 (72.0)
56 (28.0)

3.76 ± 0.40
3.55 ± 0.48

3.13

.002

Leisure activity

Much
Not much

91 (45.5)
109 (54.5)

3.78 ± 0.46
3.63 ± 0.41

2.32

.021

Religion

None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

101 (50.5)
72 (36.0)
23 (11.5)
4 (2.0)

3.70 ± 0.42
3.70 ± 0.46
3.68 ± 0.46
3.80 ± 0.34

0.13

.9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Male
Female

Age (year)

a, b, c=Scheffé test. RPS=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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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lated Variables of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N=200)

Variables

n

M ± SD

Item range

Min.

Max.

M ± SD

Scale range

Self-esteem

10

29.50 ± 5.00

10~40

18

36

2.95 ± 0.50

1~4

Emotional intelligence

16

79.38 ± 13.15

16~112

43

112

4.96 ± 0.82

1~7

Psychological well-being

16

61.27 ± 8.63

16~80

36

80

3.82 ± 0.53

1~5

Resilience

27

100.01 ± 11.91

27~135

67

125

3.70 ± 0.44

1~5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Related Variables with Resilience 		
Variables
Self-esteem

(N=200)

Self 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Resilience

r (p)

r (p)

r (p)

r (p)

1

Emotional intelligence

.60 (＜.001)

1

Psychological well-being

.70 (＜.001)

.73 (＜.001)

1

Resilience

.64 (＜.001)

.74 (＜.001)

.74 (＜.001)

1

Table 4.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N=200)
β

t

p

Adj. R

ΔR

F (p)

Satisfa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Parents’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mily support‖
Friend’s support¶
Satisfaction about major#
Leisure activity**

.07
.06
.12
.18
.09
.06
.14
.11

1.04
1.02
1.79
2.39
1.25
0.89
2.07
1.68

.297
.306
.075
.018
.210
.371
.039
.094

.14

.14

5.02 (＜.001)

Satisfa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Parents’ economic status†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mily support‖
Friend’s support¶
Satisfaction about major#
Leisure ac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

-.01
.03
.04
.04
-.01
.05
.00
.03
.39
.31
.16

-0.23
0.74
0.99
0.92
-0.30
1.00
0.08
0.85
6.13
4.42
2.59

.793
.459
.321
.354
.761
.318
.935
.394
＜.001
＜.001
.010

.65

.51

34.40 (＜.001)

Variables

Categories

Level 1

Level 2

2

2

*Dummy coded (non-satisfaction=0); †Dummy coded ( middle=0); ‡Dummy coded (non-healthy=0); §Dumm coded (not good=0); ‖Dummy coded (not
high=0); ¶Dummy coded (not high=0); #Dummy coded (non-satisfaction=0); **Dummy coded (not much=0).

하다고 본다.

스의 부정적인 효과에 상처를 입기 쉽고 대다수의 미숙한 청소년은 건

둘째,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은 4.96 ± 0.82(7점 만점)로 비교적 높은

강관리직업의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가 되어있지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Shin[13]의 연구에서 간호

않아 부정적인 대처와 대처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4.76 ± 0.69점이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

타냈다. Stephens[14]는 간호학과에 입학한 미숙한 청소년은 그들의 미

해하는 정서지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숙한 적응능력과 갈등요소에 대처하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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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ark과 Kwon[2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없어 비교가 어렵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한 Shin[13]의 연구에서 간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는 결과와, Ko[9]와 Shin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3.42± 0.42였다는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1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본 연구 결과가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라고

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보아진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심리적 안녕감은 인생관 및 대

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없지만, 일반 대학생을

인관계 변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반면, Shin[13]의 연

대상으로 한 Lee[11]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

구에서는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과 삶의 목적, 자아수용, 환경

성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심리

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

서는 2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정서지

넷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3.70 ± 0.44(5점 만점)로 보통보다

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

비교가 어렵지만, 다른 도구를 사용한 Hong과 Kim[4]의 연구에서 간

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총 설명력

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3.42 ± 0.48(5점 만점)이었다는 결과와 비교

은 65%였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정서지능(β =.39, p < .001)으

했을 때 본 연구 결과가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와 측정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

도구의 차이라고 보아진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 3, 4학년생인 반면,

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Gil과 Kim[10]의 연

Hong과 Kim[4]의 연구에서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추

구에서 정서지능(β =.42, p < .001), 심리적 안녕감(β =.50, p < .001)이 회

후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복탄력성의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탈리아

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취업률이 높게

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Magnano, Craparo와 Paolillo[2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반면, Hong과 Kim[4]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취업용이, 주위 권

정서지능(β =.18, p < .001)은 회복탄력성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고, 조직사회에서의 성취동기를 조절요인으

과 지원동기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로 한 정서지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17%를

측정도구의 속성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회복탄

보였다. 그리고 Seo, Min과 Lee[17]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

력성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

성을 측정한 12편의 연구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주로

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반면, Hong과

임상실습 상황 자체를 역경으로 인지하여 불안이나 스트레스 반응으

Kim[4]의 연구에서는 강인성, 지속성/내구성, 낙관주의, 지지, 영성을

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2개 측정도구

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

의 타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과 성공적인 임상간호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대인관계, 가족지지, 친구지지,

사로서 적응하게 하는 전략적인 요소로서 회복탄력성을 꼽을 수 있다

전공만족도, 여가활동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

고 하였다. 한편 Fujino et al.[2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른 도구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9]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매우 좋음’이라고

사용하였지만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간호사는 간호활동을 하는 데 있

답한 경우가 대인관계가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

어 더욱 전문적인 발달을 꾀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며 능동적인

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과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간호사는 간호기술을

Kim[4], Shin[13]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동아리 활동에 따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

라 회복탄력성이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Haase,

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간호대학생들에게 정서지능을 높여 회복탄력성

Kintner, Monahan과 Robb는[27]는 가족 내의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의 발달을 꾀하는 중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다루어진 자아존종감, 정서지능, 심리적 안

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고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가족

녕감은 비슷한 긍정적 개념들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높게 나온 것으로

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줄 수 있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마음 챙김, 의사소통, 스트레스, 소진, 성

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찰 등의 변수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를

여섯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정서지능과 회복탄

확인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간호대학생과

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은 각각 중간에서 강한 정도의 순 상

일반 대학생 및 다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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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를 제언한다. 한편,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 시 일부 지역에 국

attitude, behavior problems and resilience of school age children.

한된 학교의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해석을 일반화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11;17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3):174-180. https://doi.org/10.4094/jkachn.2011.17.3.174
7. Iacobucci TA, Daly BJ, Lindell D, Griffin MQ. Professional values,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self-esteem and ethical conﬁd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2013;20(4):479-490.
https://doi.org/10.1177/0969733012458608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8. Place M, Reynolds J, Cousins, A, O’Neill S. Developing a resilience

의 주요 영향요인은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이었고 가장

package for vulnerable childre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영향력이 큰 변수는 정서지능이었고 다음은 심리적 안녕감이었다. 따

2002;7(4):162-167. https://doi.org/10.1111/1475-3588.00029

라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서지능
과 심리적 안녕감 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9. Ko MS.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10):280-291. https://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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