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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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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60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ly in 2015.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al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60.36±9.53), clinical practice stress (69.15±
12.28), employment stress (51.03±14.74), stress coping style (62.05±9.39), major satisfaction (6.34±1.74),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6.07±1.78),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e (5.97±1.83) were more than half of the measurement range. Among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sex, religion, family’s economic status, personality, school record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stress coping style was problem-focused coping (Model 3 =.35, p＜.001), participants were
male (Model 2 female =−.14, p=.008), participants had a religion (Model 3 =.15, p=.002), personality was extroverted or
general (Model 2 introverted =−.11, p=.038), and school record was higher (Model 3 middle =.23. p＜.001; high =.28, p
＜.001). The combined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2% (F=14.44 , p＜.001).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need to consider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students’ school record and use of stress coping styles,
especially emotion-focused coping style,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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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양한 학습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
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1], 간호대학생들이 대학

1. 연구의 필요성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문가로써 간호사의 위상 향

이 되고 있다[2].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훌륭한 간호인재

상과 더불어 불안정한 경제와 취업환경에서 안정적인 직업

로 배출되는 것은 개인적인 시행착오를 줄이는 문제일 뿐 아

인으로써 간호사에 대한 인식은 간호학과 진학에 대한 선호

니라 전문 보건의료인인 간호사의 적절한 인력수급에 중요

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론

한 문제이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학습 뿐 아니라 임상실습과 그에 따르는 과제물과 팀학습 등

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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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은 3, 4학년이 되면서 학교와는 다른 병원이라
는 낯선 환경에서 대상자와 보호자, 다른 의료진들과 직접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부딪쳐야 하고, 과중한 업무 하에서도 실제 학습한 내용을

스트레스를 모두 피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 대처를 통하

적절하게 실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불확실성 등

여 자신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대응행동을 할 수

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이러한 임상실습 관련 스

있다[12]. 그러나 스트레스에 대한 비효율적인 대처는 여러

트레스는 학습능력 저하와 함께 궁극적으로 임상실습만족

정신적인 문제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13]

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4]. 실제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나 취업스트레스를 겪는 간호대학생에

로 인해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

게 있어서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통한 스트레스 관

나[5], 임상실습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필수 교육과정이므

리는 중요하다. Lee와 Kim [14]이 3년제 간호전문대학생을

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인한 대학생활 적응 영향을 확인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으로 인한

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스트레스가 높았지만 이에 대해 적극적, 문제 중심적 해결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의 대처방식을 보인데 반하여 오히려 3학년 학생들은 회피

때 비교적 취업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적 대처방법을 빈번히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아서 졸업 때까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시행된 연구들을 보면 최근 간

지 긍정적이고 목표지향적 대처방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호학과 졸업생 수의 증가 및 다양한 취업조건을 갖추기 위한

는 교과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노력들로 인해 취업스트레스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본 연구는 간호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져 있다[6]. 이중 국가고시 준비와 취업준비를 함께 진행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는 졸업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는데[7], 학년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와 임상실습경험, 경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

수준 등도 취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고되었다[8].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임상실습을 통

쓰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이 보다 대학생활

해 다른 학과 학생들보다 취업현장을 보다 일찍 경험하게 되

에 잘 적응하여 대학생활을 잘 마치고 전문보건의료인으로

며, 취업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안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성장해 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등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다른 형태의 취업스트레스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2. 연구의 목적

정도와 이로 인한 대학생활 적응의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학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임상실습 스트

생들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악영향을 받

레스, 취업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미치는 영향

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생들에게 이론교육과 함께 필수적인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흡연,

부분이나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와 같은 건강행위를 포함하는 건강관련 특성, 전공만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유발 요인으로는 실습업무 부담 뿐 만

도, 대학생활만족도, 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아니라 실습교육 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환자와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전공만족

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 실습평가의 불확실한 기준, 권위적

도, 대학생활만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인 의사의 태도 등[9,10]이 알려져 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

차이를 분석한다.

스와 불안 또는 피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스의

있다[10].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승은 간호대학생

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

의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

악한다.

며, 특히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가운데 인간관계보다 학업
과 임상실습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11]는

4)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
고 설명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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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육 환
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6문항), 실습업무부

1. 연구설계

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 등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하는 3, 4학년 간호학생의 대

총 5개 하위영역의 전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

학생활 적응에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및 스트

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

레스 대처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

연구이다.

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와 Lee [17]
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1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A광역시에 위치한 B간호대학교의 3
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자료

3) 취업 스트레스

수집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으며, 3학년과 4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nell Medical Index,

학년 학생의 분반 수업 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CMI) [21]을 토대로 Hwang [22]이 한국실정에 맞게 개발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서면동의 후 참여하도록 하였으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Kim과 Kang [23]이 수정보완한

며, 각자 설문지를 가져가 작성한 후 지정된 함에 넣도록 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격의 스

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트레스 요인(6문항), 취업불안의 스트레스 요인(3문항), 가

.05, 검정력 80%, 소-중간수준의 효과크기를 얻기 위해 변

족환경의 스트레스 요인(5문항), 학교환경의 스트레스 요인

수 당 15명이 필요하다고 볼 때[15], 입력 변수 6개 및 표집오

(4문항), 학업의 스트레스 요인(4문항) 총 5개 하위영역의 전

차 20%를 토대로 약 108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며, 본 연

체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1점 ‘전

구는 총 267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결측치가 많은 7부

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화하였으며, 점

를 제외한 총 2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이 기준을 총

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

족시킨다.

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69
∼.87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3. 연구도구

alpha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1) 대학생활 적응
Jung와 Park [16]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

4)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하였다. 이 도구는 대인관계(4문항), 학업활동(4문항), 진

Folkman과 Lazarus [24]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로준비(4문항), 개인심리(4문항), 사회체험(3문항) 총 5개

척도에 기초하여 Lee와 Kim [25]이 번안하고 수정 후 Park

하위영역의 전체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26]이 하위차원에 따라 영역별로 6문항씩 선별하여 총 24

척도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점수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

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 소망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Cron-

적 사고 대처방식, 정서적 대처방식이며, Likert식 4점 척도

bach's alpha는 .70∼.86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도구의

로 1점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서 4점 ‘아주 많이 사용함’까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89이었다.

것을 의미한다. Park [26]의 전체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
Kim와 Lee [17]가 Lee [18], Choi [19], Beck과 Srivastava
[20]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수정ㆍ보완한 임상실습 스트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SPSS versio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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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며,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8.8%였고, 규칙적인 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전공만족도, 대

사를 하는 식습관을 가진 학생은 41.5%였으며, 아침식사를

학생활만족도, 실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임상실습 스트

하는 학생은 41.5%였다. 주에 2∼3회 운동하는 학생은

레스, 취업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기술통계를

18.8%였으며,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5.4%였고, 매우 건강하다 또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학

2)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특성,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
족도, 실습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이 85.4%였다.
만족도 가운데 전공만족도는 평균 6.34점(±1.74)이었으
며, 대학생활만족도는 6.07 (±1.78)점, 실습만족도는 5.97

3) 대학생활 적응,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및

(±1.83)점이었다(범위 0∼10점). 대학생활 적응은 일반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특성인 성별(t=2.35, p=.020), 종교(t=−3.37, p=.001), 가족

분석하였다.

경제상태(F=3.87, p=.022), 성향 (F=5.85, p=.003), 학과 성

4)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F=25.54, p＜.001), 건강관련 특성인 주관적 건강상태
(F=5.45, p=.001), 그리고 전공만족도(r=.35, p＜.001), 대
학생활만족도(r=.37, p＜.001), 실습만족도(r=.29, p＜.001)

5. 윤리적 고려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 B대학의 학장에게 연구 자
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 대

2. 대상자가 지각하는 대학생활 적응,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

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설문지 내용, 자료의 익명성 보

업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장 및 자료 허가 철회 등을 설명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받은

대상자가 지각하는 대학생활 적응, 임상실습 스트레스,

후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취업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Table 2와 같다. 대
학생활 적응은 평균 60.36±9.53점(범위 19∼95), 임상실습

연구 결과

스트레스는 평균 69.15±12.28점(범위 24∼100), 취업 스
트레스 평균은 51.03±14.74점(범위 22∼110)이었다. 스트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및 만족도의 차이

레스 대처방식은 전체 평균 62.05±9.39점(범위 24∼96)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전공만족

었으며, 세부요인 평균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15.64±

도, 대학생활만족도, 실습만족도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학생

3.13점,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 16.05±2.87점, 소망적

활 적응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사고 대처방식 13.87±3.16점, 정서적 대처방식 16.48±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7세이었으며, 과반수 이상

2.89점이었다.

이 4학년(63.5%)이었고 종교가 없었으며(58.1%), 부모와 함
께 거주하고 있었다(72.2%). 대부분의 학생이 미혼(94.2%)

3.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

이었으며, 여학생의 비율은 87.3%였고, 남학생 가운데

스, 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

74.4%가 군 복무를 마쳤으며, 휴학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업 스트

15.8%였다. 가족의 경제상태를 ‘상’ 또는 ‘중’이라고 답한 학

레스, 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생이 전체의 87.3%였으며, 성향은 일반적(중립적)이라고

3과 같다.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도(전공 만족도 r=.35, p＜

응답한 학생이 63.1%였고, 성적은 중간 71.9%, 상 8.9%, 하

.001; 대학생활 만족도 r=.37, p＜.001; 실습만족도 r= .29,

19.2%로 응답하였으며 73.9%의 학생이 통학시간이 1시간

p＜.001)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 적응

이내라고 답하였다.

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양의 상관관계(r=.44, p＜.001)를

건강관련 특성으로 흡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3%였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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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Differences 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aracteristics
Age (yrs)
(Range: 21∼51)

School year
Sex
Religion
Living arrangement

Marital status
Military duty
(only including applicable)
Experience of temporary
absence from school
Family economy status

Personality

School record

Commuting time
(minute)

Smoking
Alcohol drinking
Eating habit

Breakfast
Excercise

Subjective health status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with practice

Total

College life adjustment

M±SD or n (%)

M±SD

Categories

＜25
25∼29
30∼34
35∼39
≥40
Junior
Senior
Male
Female
Have
Have not
Parent’s house
Boarding
Self-boarding
Others
Single
Married
Completed
Not yet
Yes
No
Uppera
Middleb
Lowc
Extroverteda
Generalb
Introvertedc
Higha
Middleb
Lowc
≥ 30
30∼59
60∼89
90∼119
≤120
Yes
No
Yes
No
Regular
Irregular
Snack-oriented
Yes
No
2∼3 times/week
2∼3 times/month
Almost never
Very healthya
Healthyb
Not healthyc
Not very healthyd

t or F or r
24.7±5.1
188 (72.3)
40 (15.4)
17 (6.5)
9 (3.5)
6 (2.3)
95 (36.5)
165 (63.5)
33 (12.7)
227 (87.3)
109 (41.9)
151 (58.1)
188 (72.2)
3 (1.2)
61 (23.5)
8 (3.1)
245 (94.2)
15 (5.8)
29 (74.4)
10 (25.6)
41 (15.8)
219 (84.2)
14 (5.4)
213 (81.9)
33 (12.7)
51 (19.6)
164 (63.1)
45 (17.3)
23 (8.9)
187 (71.9)
50 (19.2)
74 (28.5)
118 (45.4)
52 (20.0)
10 (3.8)
6 (2.3)
6 (2.3)
254 (97.7)
101 (38.8)
159 (61.2)
108 (41.5)
150 (57.7)
2 (0.8)
108 (41.5)
152 (58.5)
53 (20.2)
81 (31.0)
126 (48.8)
16 (6.2)
206 (79.2)
36 (13.8)
2 (0.8)
6.34±1.74
6.07±1.78
5.97±1.83

60.36±9.53
59.82±9.46
60.38±8.98
63.06±8.59
62.00±14.09
67.00±8.85
59.85±8.70
60.65±9.99
63.97±10.09
59.84±9.35
62.66±9.61
58.70±9.14
60.40±9.80
64.33±5.03
59.51±8.81
64.50±9.41
60.22±9.45
62.60±10.88
59.30±10.30
64.62±10.43
62.78±11.18
59.91±9.14
66.14±10.58
60.38±9.55
57.79±8.00
62.82±10.40
60.68±9.00
56.42±9.40
68.91±11.28
61.05±8.67
53.84±7.63
59.23±8.61
60.92±9.66
59.29±8.65
66.70±16.05
62.00±9.34
63.33±11.67
60.29±9.49
60.20±8.33
60.47±10.24
61.17±8.79
59.75±10.05
62.50±9.19
61.17±10.01
59.79±10.01
62.67±10.97
60.57±8.64
59.11±8.98
65.56±11.99
60.83±9.08
56.03±9.30
49.00±1.41
(Range: 0∼10)
(Range: 0∼10)
(Range: 0∼10)

(N=260)

p
(Scheffé test)

1.29

.274

−.65

.514

2.35

.020

−3.37

.001

.84

.473

−.83

.421

−1.40

.179

−1.78

.076

3.87

.022
(a＞c)

5.85

.003
(a＞c, b＞c)

25.54

＜.001
(a＞b＞c)

1.70

.151

−.77

.441

.22

.826

.74

.478

−1.17

.241

2.59

.077

5.45

.001
(a, b＞c)

.35
.37
.29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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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Clinical Practice Stress, Employment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Clinical practice stress
Employment stress
Stress coping style
Problem-focused coping
Seek social support coping
Withful thought coping
Emotion focused coping

(N =260)

Range

Min

Max

Mean

SD

19∼95
24∼100
22∼110
24∼96
6∼24
6∼24
6∼24
6∼24

36
27
22
39
6
8
6
6

90
98
102
95
24
24
24
24

60.36
69.15
51.03
62.05
15.64
16.05
13.87
16.48

9.53
12.28
14.74
9.39
3.13
2.87
3.16
2.89

Table 3. Correlations amo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Clinical Practice Stress, Employment Stress, Satisfaction, and Stress Coping Style
of Participants
(N=260)
Variables

1

Adjustment to college life1
Clinical practice stress2

1
.04
(.513)
.11
(.091)
.35
(＜.001)
.37
(＜.001)
.29
(＜.001)
.44
(.014)

Employment stress3
Major satisfaction4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5
Satisfaction with practice6
Stress coping style7

2

3

4

5

6

7

1
.30
(＜.001)
−.14
(.028)
−.25
(＜.001)
−.31
(＜.001)
.15
(＜.001)

1
−.19
(.002)
−.20
(.001)
−.13
(.031)
.13
( .038)

1
.80
(＜.001)
.66
(＜.001)
.21
(.001)

1
.67
(＜.001)
.17
(.007)

1
.15
(.015)

1

p=.014), 취업 스트레스(r=.13, p=038), 전공 만족도(r=.21,

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인 문제중심적 대처방

p＜.001), 대학생활 만족도(r=.17, p=.007), 실습만족도

식,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 정서적 대처방식, 소망적 사

(r=.15, p=.015)와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

고 대처방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실습 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임상실습스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

트레스 r=−.14, p=.028, 취업스트레스 r=−.19, p=.002),

분산 검정을 위해 잔차 도표(pot)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성이

대학생활 만족도(임상실습스트레스 r=−.25, p＜.001, 취

확인되었다. 둘째,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모형 1, 2, 3의

업스트레스 r=−.20, p=.001), 실습만족도(임상실습스트레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한 결과, 각각 1.906, 1.836,

스 r=−.31, p＜.001, 취업스트레스 r=−.13, p=.031)와는

1.854로 2에 가까워 상호 독립적이었다. 셋째, 독립변수 간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형 1, 2, 3의 분산팽창지수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1∼3.27로 10 이하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였으므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없었다. 독립변수 간

일련의 독립변수의 투입순서를 통제하는 분석방법인 단

의 높은 상관관계는 다중공선성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조건은 아니므로,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를 제외하지

먼저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중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않고 모두 투입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 종교유무, 경제상태, 성격, 성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시

적, 건강상태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한 후 모형

켰다.

1에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는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하게

간호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실습만족도를, 모형 3

모형 3을 통해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B

SE



Model 1
t

p

Constants
54.35
2.36
22.99 ＜.001
Sex
Female
−4.31
1.55 −0.15 −2.77
.006
Religion
Have
3.56
1.05
0.18
3.38
.001
Family economy status
Middle-Upper
0.16
1.61
0.01
0.10
.921
Personality
Introverted
−3.28
1.39 −0.13 −2.37
.019
School record
Middle
6.66
1.38
0.31
4.81 ＜.001
High
13.42
2.19
0.40
6.12 ＜.001
Health status
Healthy-Very healthy
3.20
1.52
0.12
2.11
.036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with practice
Problem-focused coping
Seek social support coping
Withful thought coping
Emotion focused coping
Adjusted R2=.24, F=12.54, p＜ .001

Variables

1.52
1.04
1.59
1.36
1.38
1.86
1.51
0.52
0.50
0.40

−4.04
3.00
0.33
−2.84
−5.56
5.54
2.83
0.07
0.93
0.32

0.10
0.01
0.17
0.06

−0.23
0.17

−0.11

0.01

0.16

−0.14



p

.038

.838

.004

.008

1.87
0.14
1.85
0.81

.062
.887
.065
.419

−4.03 ＜.001
2.97
.003

−2.09

0.20

2.89

−2.65

16.57 ＜.001

t

Adjusted R2=.28, F=10.95, p＜ .001

3.12

SE

52.96

B

Model 2

1.24
2.02

1.22

1.43

0.96

1.38

3.90

SE

3.09

0.23
0.28

.086

.808

.002

.056

3.83 ＜.001
4.60 ＜.001

−0.08 −1.72

−0.01 −0.24

0.15

p
8.37 ＜.001

t

−0.09 −1.92



2.60
1.37
0.10
1.90
.059
−0.10
0.47 −0.02 −0.22
.829
0.51
0.46
0.10
1.12
.264
0.29
0.35
0.06
0.81
.420
1.06
0.18
0.35
5.74 ＜.001
0.60
0.22
0.18
2.75
.006
0.00
0.17
0.00 −0.02
.986
−0.45
0.21 −0.14 −2.09
.038
Adjusted R2=.42, F=14.44, p＜ .001

4.76
9.30

−2.11

−0.35

2.97

−2.64

32.63

B

Model 3

(N =260)

Dummy variable: Gender (Male=0), Religion (Have not=0), Family economy status (Low=0), Personality (Extroverted & General=0), School record (Low=0), Health status (Not healthy & Not
very healthy=0)

Stress coping style

Satisfaction

General and health
characteristics

Categories

Table 4. Predi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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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적 대처방식(=.35, p＜.001)이었으며, 다음으로

습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가 3학년, 4학년이

성적이 상인 경우(=.28, p＜.001), 성적이 중인 경우(=

라는 점에서 곧 신규간호사로 근무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실

.23, p＜.001),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18, p=.006),

습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는 부분은 관련 원인을 충분히 고려

종교(=.15, p=.002), 정서적 대처방식(=−.14, p=.038)의

하여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의 설명력은 42%였으며, 회귀모형

또한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과 함께 만족도를 포함하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4.44, p＜

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을 때 만

.001).

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실습만족도
를 포함하여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하지 않은

논 의

부분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해당 연구
에서 제시된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Oh [28]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

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Oh [28]의 연

인을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구대상자는 1학년 학생이 50%를 차지하여 전공만족도 자

만족도, 실습만족도,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중심으

체는 5점 만점에 3.5점을 나타내었으나 아직 본격적인 전공

로 살펴보았으며, 분석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수업이나 임상실습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만족도

한다.

가 대학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된다. 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관련 특성 가운데 대학생

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실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

활 적응에 영향을 준 변수를 살펴보면, 여학생 보다는 남학

의 세부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되어지

생이, 종교가 있는 경우가, 가족경제상태는 ‘하’보다 ‘상’이

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로 임상실습스트

나 ‘중’ 경우, 외향적이거나 일반적인 성향일 때, 학교 성적

레스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받는

이 높을 경우 그리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좋거나 좋은

것으로 알려져[30]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도록 돕고 이를

경우가 좋지 않은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통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전공만족도와 실습만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간호

족도를 높이도록 하며, 이 부분이 다시 대학생활 적응의 향

대학생의 대부분이 여학생인데 반하여 남학생에서 대학생

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활 적응 점수가 더 높은 것은 다른 여러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

[27,28]. 이는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26]과도 차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이가 없는 부분으로, 많은 여학생 가운데 있는 소수의 남학

전략을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족

생에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나 오히려

도의 향상이 대학생활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대학생활 적응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여준 의외의 결과로 성

이 요구된다.

별에 따른 추가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포함한 모형3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나은 경제상태나 외향적인 성향일 때 , 높은 학교성적과 주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었다. 일

관적인 건강상태 또한 다른 연구들[27-29]과도 일치하는 결

반적 특성에서는 학교성적이 상 또는 중인 경우와 종교가 있

과로 이러한 요소들이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더욱 안정

는 경우가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본 연구가 임상실습을 경

감을 가져다줌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험하고 취업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

주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 이외에

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성적이 더욱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

다른 건강관련 특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

었을 것으로 고려된다. 이와 함께 특히 복잡한 응급상황에

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자가 20대의 건강한 학생들로 현재

서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간호임상의 특성상 이

건강행위 자체가 아직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 오지 않고 큰

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을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만족도는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실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서적 대처방식을 가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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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으로 파악되었다. 대학생활 적응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

방안으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

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에서 임상실

악하고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방식을 훈련할 수 있도록

습 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소망적 사고대처방식

하며, 성적이 낮거나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과 정서적 대처

과 정서적 대처방식에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방식과 같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주로 나타내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결과는 문제해결, 방법모색 등을 적극적 대처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또는 자아존중감 등을 향상시켜주는

형으로, 지각된 회피, 수용 혹은 거부, 대안 간구, 정서적 표

방식과 같은 다양한 중재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현을 회피적 대처유형으로 구분한 Lee와 Kim [14]의 연구에

로 본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

서 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같은

년,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회피적 대처유형과 같

서 전체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대표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

은 소극적 대처방식을 나타냈다는 의 연구결과를 통해 뒷받

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데 제한점을 확인 후 적용하

침된다. 따라서 실습과 취업을 앞둔 3학년과 4학년 전 입학

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부터 학생들의 스트레스대처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문
제중심적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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