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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 in
stress and coping strategy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4 personality index of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ethods: A descriptive survey study conducted data
collection with questionnaires using e-mail to nursing students of the C university who
performed MBTI. MBTI results were referred to the C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Life
stress scale and Way of coping checklist was used. Results: Degree of stress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y to coping strategy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 to follow Extroversion, Intuition and Thinking prefernece significantly
more active coping strategies was used than Introversion, Sensing and Feeling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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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Counseling and programs development were needed associated with the
use of active coping strategy to Introversion, Sensing and Feeling prefer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basic data for stress management,
counseling of students and the development of coping program based MBTI personality
type.
Key word: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life stress, coping behavior

Ⅰ. 서 론

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Hur & Lee, 2011; Lee, Chung, & Cho,
2000).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누구나 부정적
대학생은 발달단계 상 자아정체감, 가치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등을 확립하고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

서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경험

및 직업적 역량을 배양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유무가 다를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발달과업을 거치면서 대학생들은 학업문제,

정서적 또는 신체적 반응도 다르다(Bolger &

취업문제, 대인관계문제, 경제문제, 이성문제

Zuckerman, 1995; Vollrath, 2001). 이는 스트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해야 하는 스트레스

레스를 직면하였을 때 위협을 느끼는 정도와

를 경험하는데(Kim & Chon, 1991), 스트레스

그에 대한 반응은 객관적인 자극보다는 개인

는 대학생활 적응도, 학업성취도, 삶의 질에

의 심리상태나 해석, 지각이 따라 달라진다는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Song, 2012) 신체적,

것을 의미한다(Im & Kim, 2005). 또한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성격특성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

알려져 있어(Choo & Lim, 2010; Gong &

친다(Connor-Smith & Flachsbart. 2007; Geisler,

Lee, 2006; Park & Jang, 2010) 대학생들의 스

2009; Knoll, Rieckmann, & Schwarzer, 2005;

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Lee-Baggley, Preece, & DeLongis, 2005; Vollrath,

대학의 여러 전공학과 중 간호학을 전공하

2001).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개인의 특성에 의

는 학생들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과중한 학습

해 결정된다는 구조적 접근과 스트레스 상황과

량, 임상실습 이수,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

개인의 인지적 평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Cho & Jeong,

된다는 상호작용적 접근(Lazarus & Folkman,

2001), 간호사로서 대상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1984)의 두 가지 견해 모두 개인의 성격이 대

다양한 직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스트레스와

처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는 같

갈등을 겪는다. 간호학 전공 학생들이 장차 의

다.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성실성은 문제중심

료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 다른 의료종사자

의 대처방식과 관련이 있고, 신경증적 경향성

들과 원활한 관계를 갖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은 회피전략과 관련이 있으며, 외향성 성격은

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이 취약한 스트레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

스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잘 대처하여 건강

으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였다(Connor-Smith

- 34 -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 Flachsbart. 2007; Geisler, 2009; Knoll et
al., 2005; Lee-Baggley et al., 2005).
인간행동의 일관된 경향성과 인식과 판단의
방향성에 대한 Jung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3. 용어정의
1) 생활스트레스
(1) 이론적 정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

생활스트레스란 생활환경에서의 혼란이 개

은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방식을 파악하

인의 항상성 유지를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을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의 특성을 알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상태이다

보기에 유용하다(Lee, 2010). MBTI는 인간의

(Kim & Chon, 1991).

성격유형이 4가지 선호성의 조합으로 이루어

(2) 조작적 정의

지고 16가지의 성격유형을 나타내는데 MBTI

본 연구에서는 Chun, Kim과 Lee(2000)가

의 4가지 선호척도의 기능(EI: 외향성 내향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척도를 사용하

성, SN: 감각 직관, TF: 사고 감정, JP: 판

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 인식)을 보다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
어 보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2)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움이 된다(Cho, 2002).

(1) 이론적 정의

이에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검사를 활용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일상생활에서 직면

하여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

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반응으로 문제해결방

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파악하여

식과 행동전략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과 대처프로

1984).

그램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되
었다.

(2)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Lazarus & Folkman(1984)이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를 기초로 Son, Bae, Bae

2. 연구문제 및 가설

과 Lee(1999)가 수정한 30개의 문항으로 측정
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

1) 연구문제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별로 생활스트레스,

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가설

Ⅱ. 연구 방법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별로 생활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별로 스트레스 대처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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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하는데, 대인관계의 요인에는 이성,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G 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C대학
간호대학생 중 MBTI를 시행한 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대학 심리상담 연구소에
의뢰하여 MBTI를 시행한 총 191명의 학생명
단과 성격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에 참여
할 것에 동의한 학생에게 2012년 6월 30일에

친구, 교수,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당면과제의
요인으로는 가치관, 학업, 경제, 장래문제가
있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각 요인별 신뢰도가
모두 Cronbach's α 값이 .70이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93 이었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서 8월 27일까지 이메일과 질문지를 통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zarus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163부의 자료

& Folkman(1984)이 개발한 68개 문항을 토대

가 수집되었으며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1부

로 하여 Son 등(1999)이 30개 문항으로 수정

자료를 제외하여 총 162부의 자료를 토대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 대

분석하였으며 응답률은 85.3%였다.

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문제 중심
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요인을 적극적 대

3. 측정도구

처로,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대처 요

1) MBTI 성격유형

인을 묶어서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여 측정하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근거로 개발한 MBTI
검사도구를 Kim과 Sim(1990)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컴퓨터 채점형
(GA형) form G MBTI 검사지는 에너지 방향
인 외향(Extraversion), 내향(Introversion): EI지
표, 인식기능의 감각(Sensing), 직관(iNtuition):
SN지표,

판단기능의 사고(Thinking),

감정

였다(Son et al.,1999). 0(사용하지 않음)에서
3(많이 사용)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
이 .81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Feeling): TF지표, 채택하는 생활양식인 판단
(Judging), 인식(Perceiving): JP지표로 총 95문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호성격지표, 16

도는 EI지표 Cronbach's α 값은 .77, SN지표

가지 성격유형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81, TF지표 .78, JP지표 .82이다.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생활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
하여 Chun 등(2000)이 개발, 보완한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50개 문항으로 0(전혀 경험하지 않음)에

성격유형별 생활스트레스 정도와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5. 연구 제한점

서 3(매우 자주 사용 함)까지의 Likert식 4점

본 연구는 일 간호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척도로 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스트레스 요인을 대인관계와 당면과제로 구분

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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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나타났다. 16가지 성격유형분포에서는 ESTJ
가 25명(15.4%)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ISTJ
23명(14.2%), ISFJ 19명(11.7%), ISFP 18명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1%), ESFJ 12명(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2명이었으며 학년

(Table 1).

별로 1학년 90명(56.6%), 2학년 61명(37.7%), 3
학년 10명(6.2%), 4학년 1명(0.6%)이었으며 남

3.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학생 20명(12.3%), 여학생 142(87.7%)이었다.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총 점수는 37.7점
이었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 11.3점, 당면과

2. 대상자의 성격 유형

제 스트레스가 26.5점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1) 대상자의 선호지표와 성격유형 분포

보다 당면과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

대상자의 MBTI 선호지표 분석결과 에너지

로 나타났다. 당면과제 중 학업문제(8.4점), 장

방향을 알 수 있는 E-I지표에서는 내향성(I)이

래문제(7.0점)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92명(56.8%)으로 외향성(E)보다 많았고, 인식

낮은 스트레스 요인은 대인관계 중 이성과의

유형인 S-N지표에서는 감각형(S)이 122명

관계(1.9점), 친구와의 관계(1.7점)로 나타났다.

(75.3%)으로 직관형(P)보다 많았다. 의사결정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적극적 대처유형은 23.6

유형인

사고형(T)이

88명

점, 소극적 대처유형은 22.1점으로 적극적 대

(54.3%)으로 감정형(F)보다 많았으며, 생활양

처유형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스

식을 알 수 있는 J-P지표에서는 판단형(J)이

트레스 대처점수는 45.7점 이었다(Table 2).

T-F지표에서는

94명(58.0%)으로 인식형(P)보다 많은 것으로
<Table 1> Distribution of MBTI Preference and Personality Type
(N=162)
Personalty type
Preference

n(%)
Type

n(%)

Type

n(%)

Extroversion

70(43.2)

ISTJ

23(14.2)

ESTJ

25(15.4)

Introversion

92(56.8)

ISFJ

19(11.7)

ESFJ

12( 7.4)

Sensing

122(75.3)

INFJ

3( 1.9)

ENFJ

1( 0.6)

Intuition

40(24.7)

INTJ

8( 4.9)

ENTJ

3( 1.9)

Thinking

88(54.3)

ISTP

11( 6.8)

ESTP

10( 6.2)

Feeling

74(45.7)

ISFP

18(11.1)

ESFP

4( 2.5)

Judgement

94(58.0)

INFP

9( 5.6)

ENFP

8( 4.9)

Perception

68(42.0)

INTP

1( 0.6)

ENTP

7( 4.3)

Total

162(100)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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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 of Life Stress and Ways of Coping
(N=162)
Variables

Min

Max

M±SD

Relationship with opposite sex

0

17

1.9± 2.54

Relationship with friends

0

14

1.7± 2.08

Relationship with professor

0

13

3.8± 2.81

Relationship with family

0

17

3.9± 3.24

0

52

11.3± 7.80

Value problem

0

15

5.3± 2.92

Academic problem

0

20

8.4± 3.81

Economy problem

0

21

5.6± 4.44

Future problem

0

20

7.0± 3.96

Sub total

3

69

26.5±11.62

Total

4

121

37.7±17.38

Active coping stratege

7

40

23.6± 6.16

Passive coping stratege

9

39

22.1± 5.04

21

78

45.7± 9.93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b total
Life stress

Ways of
Coping

Faced problems

Total

4.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생활스트레스

5.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비교
성격유형별 생활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분

1) 성격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석한 결과에서 각 성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생활스트레스 중 높

하게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은 점수를 보인 당면과제 스트레스를 선호성격

으로 나타났으며( p=.031) 소극적 대처방법에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당면과

는 차이가 없었다. 직관형(N)이 감각형(S)보다

제 요인 중 가장 많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인

유의하게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

학업문제에서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더 많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48) 소극적 대처방

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사고형(T)이 감정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43)(Table 4).

형(F)보다 유의하게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3) 소극
적 대처방법에는 차이가 없었다. 판단형(J)과
인식형(P)사이에서는 대처방식에 대하여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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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Life Stress according to MBTI Preference
Preference

Life Stress

n(%)

t

p

-1.04

.298

-1.54

.125

-0.29

.775

-1.56

.122

M±SD

Extroversion

70(43.2)

36.1±15.99

Introversion

92(56.8)

39.0±18.36

Sensing

122(75.3)

36.5±17.26

Intuition

40(24.7)

41.4±17.46

Thinking

88(54.3)

37.4±15.96

Feeling

74(45.7)

38.2±19.04

Judgement

94(58.0)

35.9±15.38

Perception

68(42.0)

40.2±19.67

(N=162)

<Table 4> Difference of Faced broblem Stress according to MBTI Preference

Prefernece

Value
problem

n(%)

M±SD

Academic
problem
t

Extroversion

70(43.2)

5.0±3.10

Introversion

92(56.8)

5.6±2.77

Sensing

122(75.3)

5.2±2.87

Intuition

40(24.7)

5.7±3.09

Thinking

88(54.3)

5.3±2.90

Feeling

74(45.7)

5.4±2.95

Judgement

94(58.0)

5.4±2.96

Perception

68(42.0)

5.1±2.87

-1.29

-0.83

-0.15

.60

M±SD
8.4±3.72
8.5±3.90
8.1±3.78
9.4±3.79
8.4±3.64
8.5±4.03
7.9±3.67
9.2±3.92

Economy
problem
t

-0.06

-1.83

-0.27

-2.04*

M±SD

t

5.2±3.96
5.9±4.78
5.3±4.32
6.8±4.65
5.3±4.26
6.1±4.64
5.1±4.16
6.3±4.75

(N=162)

Future
problem

-1.00

-1.92

-1.12

-1.74

M±SD

t

6.6±3.86

-1.18

7.3±4.03
6.9±4.08

-0.48

7.3±3.64
6.9±3.54

-0.45

7.2±4.44
6.8±3.91

-0.70

7.3±4.04

* P<.05

<Table 5> Difference of Ways of Coping according to MBTI Preference
Prefernece

n(%)

Active coping stratege
M±SD

Extroversion

70(43.2)

24.8±6.09

Introversion

92(56.8)

22.7±6.09

Sensing

122(75.3)

23.0±6.15

Intuition

40(24.7)

25.3±5.94

Thinking

88(54.3)

24.9±6.42

Feeling

74(45.7)

22.0±5.46

Judgement

94(58.0)

24.1±6.66

Perception

68(42.0)

22.9±5.35

Passive coping stratege

t

p

2.20

.031

-1.99

.048

3.07

.003

1.2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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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22.7±4.73
21.7±5.25
21.8±5.24
23.2±4.30
22.8±5.12
21.3±4.85
22.0±5.18
22.3±4.88

t

p

1.25

.212

-1.53

.127

1.98

.050

-0.44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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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가진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STJ 유형은 연구결과 두 번째로 많은 유형으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

로 집중력이 강한 현실감각을 갖고 있고 조직

에 따라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적이며 침착한 성격으로 회계, 법률, 생산, 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축, 의료직 등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

간호대학생들의 선호지표 결과를 보면, 내

성을 가지고 있다(Hirsh & Kummerow, 2009).

향형(I)이 외향형(E)보다 많고, 감각형(S)이 직

Kim과 Sim(1990)의 MBTI 한국판 표준화

관형(N)보다 많으며, 사고형(T), 판단형(J)이

과정에 사용된 한국 대학생 규준집단의 결과

감정형(F), 인식형(P)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

와 비교하였을 때 16가지 성격유형 분포에서

났다. 이는 Kim과 Sim(1990)의 MBTI 한국판

가장 큰 특징은 본 연구에서 ISFJ 유형과

표준화 과정에 사용된 한국 대학생 규준집단

ISFP 유형이 특히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는

의 결과, 기독교 상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것이다. ISTJ 유형은 책임감이 강하고 차분하

한 연구(Chang, 2005)와 의과대학생을 대상으

며 온정적이고 헌신적이며 타인의 감정흐름에

로 한 연구결과(Shin, Kim, & Lee, 2011)와

민감한 특성을 갖으며, ISFP 유형이 말없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내향형(I)과 외향형(E)의

다정하고 속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며, 모든

분포에서는 3년제 간호전공 대학생을 대상으

성격 유형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적응력과 관

로 한 연구(Jung, Kim, Yoo, Kim, & Won,

용성이 많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성격특성

2007; Kim, 2010), 보건계열전공 여대생을 대

분포가 간호대학생들이 일반 대학생 대상의

상으로 하는 연구(Lee & Ha, 2011)에서는 서

연구보다 더 많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로 다른 결과가 보고되어 내향형과 외향형의

앞으로 간호사로써 대상자를 돌볼 때 필요한

분포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감정적 공감능력과 이타주의적 성향을 갖고

16가지 성격유형은 연구결과 ESTJ(15.4%),

있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STJ(14.2%), ISFJ(11.7%), ISFP(11.1%) 순으

간호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TJ 성격

결과는 대인관계보다 당면과제에서 스트레스

유형이 국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를 더 받고 있었는데, 당면과제 중 학업문제에

나, 본 연구에서는 ESTJ 성격유형이 가장 많

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뒤를

은 분포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어 장래, 경제, 가치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 Kim(2010)와 Lee(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

대인관계 중 이성관계와 친구관계에서의 스트

하였다. 성격유형의 분포 순위는 간호전공을

레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Song(2012)의

포함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 연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업문

구(Kim, 2010; Lee & Ha, 2011)마다 조금씩

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차이가 있었다. ESTJ 유형은 구체적이고 현실

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반면, 타 전공의 대

적이면서 일을 조직화시켜 실행단계를 계획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장래문제에

여 추진하는 지도력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Gong & Lee, 2006;

(Hirsh & Kummerow, 2009) 본 연구 대상인

Ha & Song, 2007; Sung & Chang, 2007). 학

간호대학생들 중 간호전문직으로써 보건의료

업과 장래문제는 모든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이

분야에서 리더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성격을

나 간호학 전공 대학생들은 타 전공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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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다양한 진로로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 Ha와

률이 안정적이어서 장래문제보다는 학업문제

Song(200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어떤

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Song,

대처방식이 다른 대처방식보다 더 좋거나 나

2012).

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적응에는 다양한

MBTI 선호성격유형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모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생활스트

지만(Lazarus & Folkman, 1984), 대학생을 대

레스 중 높은 점수를 보인 당면과제 스트레스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

를 선호성격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할수록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고(Yoon et al.,

결과 학업문제에서 인식형(P)이 판단형(J)보다

2011),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우울을 감소시키며(Choo & Lim, 2010; Gong

식형(P)은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 Lee, 2006), 심리 및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

생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변화 가능한 작업

다는 연구(Lee, Chung, & Cho, 2000)들이 보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Hirsh

&

고되었다. 그러므로 내향형(I)과 감각형(S), 감

Kummerow, 2009),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간호

정형(F)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사용하여 스

대학의 막중한 학업량과 고정된 교육과정 등

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겠으며, 적극

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결과를 살펴보면, 통계

는 선호지표의 조합인 ISFP와 ISFJ 유형의 적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인식형(P)이 판단

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형(J)보다 적극적 대처방법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00)은 적극적 대처

Ⅴ. 결론 및 제언

를 많이 사용할 때 대학생들의 심리 및 신체
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였고, Yoon 등(2011)
도 적극적 대처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에 따른 간호대학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학업 스트레스에

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알

취약한 인식형(P)이 적극적 대처법을 더 많이

아보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

사용하여 학업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가는 노

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간호대학 학생

력이 필요하겠다.

중 MBTI를 시행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외향형(E)이 내향

한 162명이었다. 생활스트레스는 Chon, Kim

형(I)보다 적극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

과 Lee(2000)가 개발, 보완한 개정판 대학생용

며, 감각형(S)보다 직관형(N)이, 감정형(F)보다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

사고형(T)이 적극적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

대처방식은 Lazarus & Folkman(1984)이 개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향형(E)이 내

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토대로 Son 등

향형(I)보다 사회적 지지추구와 능동적 문제해

(1999)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결 등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사고형(T)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

이 감정형(F)보다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

과는 다음과 같다.

는 것으로 보고한 Lee(2010)의 연구와 부분적
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성격유형별로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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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TI 성격유형별 생활스트레스를 받는 정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2), 183-191.

2. MBTI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

Cho, S. H. (2002). Personality. Seoul: Manlym

향형(E)이 내향형(I)보다, 직관형(N)이 감각
형(S)보다, 사고형(T)이 감정형(F)보다 적극

media.
Choo, S. Y., & Lim, S. M. (2010). The relationship

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between life stress and depression in
undergraduates: The mediating effect of

이 연구의 결과는 MBTI 성격유형을 기반으

experiential avoidance and the moderating

로 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과 대

effect of problem-focused coping. Korean

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Journal of Youth Studies, 17(2), 309-332.

겠다. 특히 내향형(I), 감각형(S), 감정형(F)의

Chun, K. K., Kim, K. H., & Lee, J. S. (2000).

적극적 대처방법의 사용과 관련된 상담과 대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그러나 본 연구가 일부지역의 간호대학 학생

health psychology, 5(2), 316-335.

들만 대상자로 편의표집한 것이므로 연구결과

Connor-Smith, J. K., & Flachsbart, C. (2007).

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본 연구를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coping:

바탕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하여 유형별로 다양한 지지체계가 마련되는데

Social Psychology, 93, 1080-1107.

이용되기를 바라며 추후 연구 및 반복연구가

Geisler, F. C. M. (2009). What coping tells about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3(4), 289-306.
Gong, S. J., & Lee, E. H. (2006).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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