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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변은경*, 김미영**

Byun Eun Kyung*, Kim Mi You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와 Y시의 간호대학생 28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2.28±.46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

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16.342, p<.001), 경제상태(F=3.331, p=.037), 음주 횟수(F=3.393, p=.035),

학과만족도(F=40.539, p<.001), 대학생활만족도(F=67.30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학업스

트레스는 성인애착(r=.557,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 자아탄력성(r=-.379, p<.001), 대인관계유능성(r=-.423, p<.001)

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성인애착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4%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 학업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o control 
academic stress. Data were collected from 287 nursing students in B and C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was 2.28±.46.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stress with respect to 
grade(F=16.342, p<.001), economic status(F=3.331, p=.037), number of alcohol drinking(F=3.393, p=.035),  
satisfaction of major(F=40.539, p<.001), college life satisfaction(F=67.304, p<.001).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ult attachment(r=.557, p<.001), negative correlation were found between academic 
stress and ego-resilience(r=-.379, p<.001), between academic stres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r=-.423,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stress of the study subjects were ego-resilience(r=-.379, p<.001), adult 
attachment(r=.557,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4%. Through this research requires the fellow study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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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와 각각 다

양한 환경에서의 성장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대인관

계, 취업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

트레스 외에 학과 공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있고

특히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의 기초교과목과 전공교

과목의 학습으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2-3], 즉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4].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심리상태로

긴장, 근심, 우울, 초조감 등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심리

정도를 말한다[5].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서적 고갈, 학업에 대한 냉

소적 태도, 낮은 성취감 및 무능감으로 인한 학업소진

[6]의 심리적인 장애와 학업포기 등과 같은 다른 학업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7]. 또한 반항, 좌절, 과음과 같

은 행동장애와 두통, 고혈압, 암 등의 신체질환도 야기

할 수 있다[8].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 자아탄

력성이다[9].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

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

향[10]을 말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내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많아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

려는 적극적인 의지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함으

로써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한다[11]. 따라서 자아탄력

성이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환경변인으로 안정적

인 성인애착의 형성이 중요하고[12] 이는 자기주도학습

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또한 애착유

형에 따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통해 성인애착유형이 학업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

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14]. 성인애착은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형태가 전 생애 동안 일관된 형태로 작동

하여 성인기에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5]. Brenan, Clark과 Shaver[16]은 성

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와 불안애착이 작을수록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고 타인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따

라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의 성인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다양한 보건의료현

장에서 대상자와 상호작용하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인관계능력은 중요한 역량이다[18]. 대인관계유

능성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9]. 대학생의 학업성

적과 대인관계 유능성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20]와 대인관계유능성과 학업탄력성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1]를 통해 대인관계유능성과 학업스트레

스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학업스트레스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

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업스트레스의 조절

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성

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중재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성인

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와 Y시 2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과장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

었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

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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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rs(N=2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254

33

88.5

11.5

Age

(year)

<22

22-24

130

102

45.3

35.5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1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7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1일에서 5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300부를 배부하여 29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

한 6부를 제외한 2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22]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go-resiliency scale : ER)을 Yoo와 Shim[23]이번역한

뒤수정·보완한것을사용하였다. 이도구는대인관계, 활

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및 낙관성 등의 5가지 하위요인

과 14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

지이며, 점수가높을수록자아탄력성이높음을의미한다.

Yoo와 Shim[23]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67이었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5로 나타났다.

2) 성인애착

Fraley 등[24]이 개발한 성인 애착유형 검사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를 Kim[25]이 한국말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총 36문항

으로 불안하위척도 18문항, 회피하위척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이다. Kim[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4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유능성

Buhrmester 등[19]이 제작한 대인관계유능성 질문지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Han

[26]이번안한질문지를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가지하

위영역, 타인과의관계및상호작용을개시하는것, 자신

의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것,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

하는것, 타인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것, 갈등을관리하

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영역에 8문항씩 총 40

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Han[26]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5로 나타났다.

4) 학업스트레스

Schaufeil 등[27]이 개발한MBI-S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r Scale)를 Shin과 Yu[28]가번

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소진 5문항, 냉

소주의 4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 등 3가지 하위요인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Yu[2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

인관계유능성,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자아

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과 학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학생’이 253명(8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2세 미만’이 130명(45.3%)

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04명(36.2%)으로 가

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이 234명(81.6%)으로 가장 많

았다. 성적은 ‘중’이 190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흡연

은 ‘안한다’가 273명(95.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음주 횟수도 ‘안한다’가 119명(41.5%)으로 가장 많

았다. 학과 만족도는 ‘보통’이 147명(51.2%)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활만족도도 ‘보통’이 149명(51.9%)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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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5 19.2

Grade

1st

2nd

3rd

4th

104

59

61

63

36.2

20.6

21.2

22.0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5

234

38

5.2

81.6

13.2

Academic Level

High

Middle

Low

61

190

36

21.3

66.2

12.5

Smoking
No

Yes

273

14

95.1

4.9

Number of

alcohol drinking

(week)

≥3

1-2

No

21

147

119

7.3

51.2

41.5

Satisfaction of

major

Good

Moderate

Not good

109

147

31

38.0

51.2

10.8

College life

satisfaction

Good

Moderate

Not good

125

149

13

43.6

51.9

4.5

표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 학

업스트레스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cademic stress(N=287)

Variable M±SD Min Max

Ego-resilience 2.89±.48 1.64 4.00

Adult attachment 3.40±.89 1.00 5.64

Interpersonal

competence
3.42±.59 1.45 5.00

Academic stress 2.28±.46 1.00 3.5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Academic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87)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stress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Male

2.28±.47

2.28±.34

-.055

(.956)

Age

(year)

<22a

23-24b

25c
2.23±.47

2.34±.46

2.30±.44

1.580

(.208)

Grade

1sta

2ndb

3rdc

4th
d

2.06±.43

2.39±.40

2.33±.43

2.50±.44

16.342

(<.001)

a<b, c, d

Economic status

High
a

Middle
b

Low
c

2.09±.57

2.27±.46

2.43±.37

3.331

(.037)

Academic Level

Higha

Middleb

Lowc

2.20±.48

2.30±.45

2.32±.49

1.413

(.245)

Smoking
No

Yes

2.28±.46

2.39±.34

-.867

(.387)

Number of

alcohol drinking

(week)

≥3

1-2

No

2.13±.59

2.24±.45

2.36±.44

3.393

(.035)

Satisfaction of

major

Good

Moderate

Not good

2.05±.41

2.36±.41

2.74±.36

40.539

(<.001)

a<b, c

College life

satisfaction

Good

Moderate

Not good

2.01±.43

2.46±.34

2.91±.34

67.304

(<.001)

a<b<c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

학업스트레스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2.89±.48점, 성인애착은

3.40±.89점, 대인관계유능성은 3.42±.59점, 학업스트레스

는 2.28±.4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학년(F=16.342, p<.001p=.032), 경제상

태(F=3.331, p=.037), 음주 횟수(F=3.393, p=.035), 학과

만족도(F=40.539, p<.001), 대학생활만족도(F=67.30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학

년은 2, 3, 4학년이 1학년 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았고,

학과 만족도는 ‘보통’과 ‘나쁨’이 ‘만족’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대학생활만족도는 ‘좋음’ 보다 ‘보통’이 ‘보통’

보다 ‘나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

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과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성인애착(r=.557,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 자아탄력

성(r=-.379, p<.001), 대인관계유능성(r=-.423, p<.001)과

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자아탄력성(r=.592, p<.001)과 정

적상관관계, 성안애착(r=-.512, p<.001)과 부적상관관계

를 나타냈고, 성안애착은 자아탄력성(r=-.40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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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cademic stress(N=287)

Characteristics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cademic stress

r(p)

Ego-resilience 1

Adult attachment -.402(<.001) 1

Interpersonal competence .592(<.001) -.512(<.001) 1

Academic stress -.379(<.001) .557(<.001) -.423(<.001) 1

표 5.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4. Affected Factors of Academic stress(N=287)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217 .245 9.039 .000

Ego-resilience -.137 .063 -.130 -2.164 .031

Adult attachment .229 .029 .444 7.850 .000

Interpersonal competence .093 .050 -.119 -1.851 .065

Adj.R² =.340, F=50.089(p<.001)

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

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탄력성, 성인애착, 대인관계

유능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

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

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560-.723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384-1.787로 모두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

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랑이 1.937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

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F=50.089,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은 .340

으로 설명력은 34.0%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β=.130,

p=.031), 성인애착(β=.444, p<.001)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성인

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는 2.28±.46점으로 나타났

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학년, 경제상태, 음주 횟수, 학과만족도, 대학생활만족

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Choi, Byun[2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33점과 Kum[30] 연구에서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

였을 때 2.34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1,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학년의 학업스트레스

가 가장 낮은 것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주로 교양교

과목 수업이 이루어지는 1학년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지만, 전공교과목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에서

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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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는 반복

연구를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학년별 학업스트

레스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학년별 교과목 및 주요

학습의 특성, 실습 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결과[30]와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1]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및 전공의 만족이나 대학

생활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과외 프로그램 및 자기성

장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및 운영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세우도록 하여 학습에 동기를 높이므로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상태와 음주 횟수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없어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적 수준은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게 되면 신

체적, 정신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연구가 필

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를 줄이기 위한 중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스트레스는 성인애착과는 정적상관관계, 자아탄

력성, 대인관계유능성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학업스트레스가 불안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31]와 생활스트레스와 성인애착이 정적상관관계를 나

타낸 결과[32]와 유사하다. 또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

성이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3]와 학업성적과

대인관계유능성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0]와

유사하다.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과 성인애착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유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스

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

[34]와 성인애착이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난 결과[32]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 실습 적응 및 부족한 지식과 기술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5]. 이로 인

해 간호대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학업 외 생활보

다 개인의 학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 중 자신감이 학업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결과[30]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은 자아탄력

성을 높여 다양한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불안정한 성인애착(불안, 회피)이 적

은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호의

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

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지를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정

서조절을 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므로[32]

안정된 성인애착을 통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

하여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낮추

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학습방

법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을 통해 불안과 회피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담 및 프

로그램의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성인

애착, 대인관계유능성이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보고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중재방안

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

아탄력성과 성인애착을 확인하였고,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

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한 반복연구와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중재방

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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