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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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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99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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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정신건강의 정도는 3.77±.98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의 정신건강은 자아탄력성(r=.450, p<.00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r=.408,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학업스트레스

(r=-.469,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171, p=.001), 대학생활

적응((β=.223, p<.001), 자아탄력성(β=.203, p<.00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β=.179, p=.001), 학업스트레스(β=-.193,

p=.001)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8.4%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cademic stress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and provide data to increase mental health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involved 299 nursing students in B city. The analyzed by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In results of the study,  
the average of mental health was 3.77±.98. Mental health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go resilience (r=.450, 
p<.001),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r=.408, p<.001), an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r=-.469, p<.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38.4% of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the mental health 
can by experience of dating with age (β=-.171, p=.001), adjustment to college life (β=.223, p<.001), ego 
resilience (β=.203, p<.001),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β=.179, p=.001), academic stress (β=-.193, 
p=.001). The fallow-up survey about various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the mental health increasing 
program developing are required.

Key words :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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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며,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 시기의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하

다[1]. 특히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는 높은 영적 안녕과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2].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이 당면한 사회는 경쟁적이며

다양성과 다원성의 사회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이로

인해 대학생은 좌절과 결핍, 슬픔과 고통에 대한 수용

이 부족하여 작은 좌절에도 정신적으로 취약하여 정신

건강에 위협이 많아지고 있다[3]. 또한 대학생들은 확고

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진로, 대인관계, 가정, 경

제문제, 자기자신에 관한 문제 등의 순으로 심리적 부

담과 갈등을 초래하는 스트레스에 놓여있다[4-6]. 정신

건강이란 개념에는 개인이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 건

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회

에서 반항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생활에서 부딪히는 긴

장을 견디어 내는 능력, 자신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7].

간호대학생은 환자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

문간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엄격한 교육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동규범, 다양한 임상현장에서의 실습,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다른 전공 학

생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8]. 이

러한 가운데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의 전인적 간

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

고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9].

선행연구에서 정신병리적인 요인을 확인하고 중재하

기 위해 정신건강의 정도를 측정한 도구는 정신질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Keyes[10-11]의 정신적 웰빙이론에 따라 정신건강

을 단순히 정신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행복을 지닌

상태라고 하고 정신건강을 범주적이고 연속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한국판으로 구성하여 만든

도구[12]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의 정서적 측면

과 기분적 상태에 한정하지 않고 구성원이 지각하는 개

인의 기능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사회의 기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대학생 개인과 사회의 기능에 대

한 정신건강의 정도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

한 중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요인이 있

지만 개인적 조절요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일시적이고 적응이 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했다[13]. 이러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양

호하여 분노와 감정폭발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불

안, 집중력, 대인관계에서도 예민성이 낮게 나타났다

[14]. 또한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우울, 불안, 적응력

등 일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15] 자

아탄력성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16].

정서조절과 정신건강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정서

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적응 및 정신건강

에 기여한다[5][17]. 인지적 정서조절은 정서와 정신병

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18]으로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자각하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

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17].

간호대학생은 신입생부터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간

호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학업에 부담을 느껴 학업스트

레스가 높게 나타나고[19]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

한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 근심, 우울, 초조와 같은 심

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20] 간호대학생의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

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정도를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재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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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의 2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언제든

지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필요한 대상자 수는 245명이었다. 자

료수집은 2019년 4월 30일에서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

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299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21]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go-resiliency scale : ER)을 Yoo와 Shim[22]이번역한

뒤수정·보완한것을사용하였다. 이도구는대인관계, 활

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및 낙관성 등의 5가지 하위요인

14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문항은 4점 Likert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와 Shim[22]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였다.

2)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Garnefski 등[23]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nnire Scale)을

Kim[24]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0이였고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였다.

3)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측정하기위하여 Schaufeil 등[25]이 개

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척도를 Shin, Yoo[26]가 번안한 15문항을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4점 likert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학

업스트레스가높은것을의미한다. Shin, Yoo[26]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9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다.

4) 정신건강

정서적웰빙, 심리적웰빙, 사회적웰빙등의 3가지측면

에서 Keyes 등[27]이 개발한 정신적 웰빙 척도(Mental

Health Continuum-Short Form:MSC-SF)를 Lim 등[12]

이번안하여한국판으로구성한도구를사용하였다. 이도

구는 0점에서 5점까지 6점 likert 척도이고총 14문항으로

점수는 0점에서 70점까지이고점수가높을수록정신적웰

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웰빙의 범주는

번영, 양호, 쇠약으로 진단한다. Lim 등[12]의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자아

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

강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264명(88.3%)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2세 이하’가 136명

(45.5%)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08명

(36.1%)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212명(70.9%)

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가정’이 198명(6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상태는 ‘중’이 244명(81.6%)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여부는 ‘안함’이 284명(95.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음주는 1주에 1-2회 정도가 154명(51.5%)

으로 가장 많았다. 학과만족도는 ‘중’이 150명(50.2%)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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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활적응도 ‘중’이 155명(51.8%)으

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2.88±.43점,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3.37±.41점, 학업스트레스는 2.28±.49점, 정신건

강은 3.77±.9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학업스트레스, 정신건강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학년(F=3.130, p=.026), 음주(F=6.562, p=.002), 학과

만족도(F=15.655, p=.002), 대학생활적응(F=25.20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음

주는 ‘안마심’이 ‘1주에 1-2회’, ‘1주에 3회 이상’보다 낮

게 나타났고, 학과만족도는 ‘상’이 ‘중’, ‘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상’이 ‘중’보다, ‘중’이 ‘하’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적 정서조졀전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과만족도(F=8.575, p<.001), 대학생활적

응(F=15.72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

후검정에서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상’이 ‘중’,

‘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16.791, p<.001), 학과만족도(F=46.402,

p<.001), 대학생활적응(F=66.90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학년은 ‘1학년’이 ‘2학

년’, ‘3학년’, ‘4학년’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고, 학과

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은 ‘상’이 ‘중’보다, ‘중’이 ‘하’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F=4.966, p=.008), 학년(F=5.055, p=.002), 학과만족

도(F=15.655, p<.001), 대학생활적응(F=44.667,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연령은 ‘22

세 이하’가 ‘25세 이상’ 보다 낮게 나타났고, 학년은 ‘1학

년’이 ‘3학년’, ‘4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과만족도

와 대학생활적응은 ‘상’이 ‘중’보다 ‘중’이 ‘하’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자아탄력성(r=.450, p<.001),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r=.408,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업스트레스(r=-.469, p<.001),와는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r=.423,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업스트

레스(r=-.313,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264
35

88.3
11.7

Age
≤22
23-24
25

136
106
57

45.5
35.5
19.1

Grade

1st
2nd
3rd
4th

108
60
65
66

36.1
20.1
21.7
22.1

Religion
Yes
No

87
212

29.1
70.9

Residental type
Home
Dormitory
Self boarding

198
51
50

66.2
17.1
16.7

Ecnomic state
High
Middle
Low

16
244
39

5.4
81.6
13.0

Smoking
No
Yes

284
15

95.0
5.0

Alcohol drinking
(week)

No
1-2
3≤

124
154
21

41.5
51.5
7.0

Satisfaction of
major

High
Middle
Low

116
150
33

38.8
50.2
11.0

Adjustment to
college life

High
Middle
Low

129
155
15

43.2
51.8
5.0

표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
트레스, 정신건강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go resilienc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N=299)

Variable M±SD Min Max

Ego resilience 2.88±.43 1.64 4.00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3.37±.41 2.25 4.89

Academic stress 2.28±.49 1.00 4.00

Mental health 3.77±.98 1.1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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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variables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Variab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Ego-resilienc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Gender
Female
Male

2.88±.42
2.91±.52

-.510
(.610)

3.38±.41
3.27±.40

1.432
(.153)

2.28±.50
2.25±.37

.378
(.706)

3.78±.99
3.71±.94

.390
(.697)

Age
≤22a

23-24b

25c
2.93±.43
2.88±.47
2.77±.37

2.731
(.067)

3.35±.38
3.37±.45
3.39±.40

.230
(.794)

2.22±.49
2.36±.49
2.28±.45

2.666
(.071)

3.96±.99
3.67±.99
3.53±.87

4.966
(.008)
a>c

Grade

1sta

2ndb

3rdc

4thd

2.93±.44
2.94±.42
2.87±.40
2.75±.44

3.130
(.026)

3.38±.38
3.41±.40
3.43±.47
3.25±.40

2.530
(.057)

2.04±.44
2.37±.42
2.35±.50
2.51±.46

16.791
(<.001)
a<b, c, d

4.01±1.01
3.85±.88
3.58±.96
3.50±.95

5.055
(.002)
a>c, d

Religion
Yes
No

2.87±.40
2.88±.45

-.226
(.822)

3.39±.43
3.36±.41

.731
(.465)

2.31±.49
2.27±.48

.708
(.480)

3.79±.93
3.77±.99

.217
(.828)

Residental
type

Home
Dormitory
Self boarding

2.87±.42
2.82±.46
2.96±.44

1.349
(.261)

3.38±.42
3.30±.44
3.39±.32

.818
(.443)

2.29±.49
2.37±.52
2.16±.41

2.636
(.073)

3.78±.99
3.64±.99
3.89±.91

.860
(.424)

Ecnomic state 
High
Middle
Low

3.11±.44
2.87±.43
2.87±.47

2.459
(.087)

3.28±.37
3.39±.41
3.24±.39

2.699
(.069)

2.15±.60
2.27±.49
2.41±.38

2.117
(.122)

4.13±1.30
3.80±.93
3.49±1.08

2.815
(.062)

Smoking No
Yes

2.88±.44
2.94±.37

-.584
(.560)

3.37±.41
3.23±.44

1.310
(.191)

2.27±.49
2.46±.43

-1.466
(.144)

3.79±.98
3.37±.81

1.634
(.103)

Alcohol 
drinking
(week)

Noa

1-2b

3≤c

2.78±.38
2.93±.45
3.07±.49

6.562
(.002)
a<b, c

3.44±.47
3.39±.42
2.45±.32

1.162
(.314)

2.34±.45
2.25±.49
2.13±.59

2.249
(.107)

3.64±.91
3.86±.99
3.90±1.24

-1.968
(.142)

Satisfaction of
major

Higha

Middleb

Lowc

2.94±.45
2.89±.42
2.64±.39

15.655
(.002)
a>b, c

3.46±.41
3.34±.39
3.15±.39

8.575
(<.001)
a>b, c

2.02±.42
2.38±.43
2.75±.44

46.402
(<.001)
a<b<c

4.11±.98
3.65±.90
3.17±.91

15.655
(<.001)
a>b,>c

Adjustment to 
college life

Higha

Middleb

Lowc

3.05±.44
2.77±.38
2.45±.32

25.206
(<.001)
a>b,>c

3.50±.41
3.28±.39
3.06±.30

15.728
(<.001)
a>b, c

1.99±.44
2.46±.37
2.91±.52

66.908
(<.001)
a<b<c

4.29±.93
3.44±.79
2.78±1.02

44.667
(<.001)
a>b,>c

표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N=299)

Variable
Ego-resilienc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cademic stress Mental health

r(p)

Ego-resilience 1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423(<.001) 1

Academic stress -.313(<.001) -.373(<.001) 1

Mental health .450(<.001) .403(<.001) -.459(<.001) 1

표 4.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of Influencing of Mental Health(N=299)

Variable B SE β t p
Age* -.048 .014 -.171 -3.484 .001

Adjustment to college life* .442 .118 .223 3.746 <.001
Ego-resilience .460 .121 .203 3.796 <.001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429 .127 .179 3.390 .001

Academic stress -.389 .119 -.193 -3.272 .001
F=27.387(p<.001), Adj. R=.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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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학업스트레스(r=-.373, p<.001)

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탄력성, 인

지적 정서조절 전략, 학업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 중

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학년, 학과만족도, 대학

생활적응을 가변수 처리하고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

선성 검정에서 공차한계가 .584-.864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 1.158-1.711로 모두 10보다 낮아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

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88로 2에 가까워 잔

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었다. 회귀분석한 결과

정신건강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27.387,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는 .384로 설명력은 38.4%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β=-.171, p=.001), 대학생활적응(β=.223, p<.001),

자아탄력성(β=.203, p<.00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β

=.179, p=.001), 학업스트레스(β=-.193, p=.001)로 나타

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자 한다.

정신건강의 정도는 3.77±.98점으로 나타나 범주적

진단에는 양호 수준에 해당하여 번영 혹은 쇠약 상태

에 있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의 차이에서 연령, 학년, 학과만족도, 대학생활적

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과 학년은 어리

거나 저학년일수록 정신건강이 높았고, 학과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간호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이 학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1학년보다 2학년이 정신

건강 좋게 나타난 결과[28]와는 차이를 보였고, 전공만

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정신건강의 차이를 나

타낸 연구결과[29-30]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은 학년

이 올라갈수록 간호학과 관련된 전공기초, 전공 교과

목 학습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고 간호사 국가시

험의 심리적 압박감,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실습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2][31]으로 정신건강이 더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정신건

강의 차이에서 1학년보다 2학년인 더 좋게 나타낸 결

과[28]도 있어 학년별 정신건강의 차이를 확인하는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1학년 입학부터 학년별 기초

및 전공교과목 학습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충학습과

학교 및 학과적응 과정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재

를 통한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

의 학년별 정신건강 정도를 확인하고 학년에 따른 정

신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정적상관관계,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과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2],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

조절이 정신건강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7], 대학

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상태와 상관관계를 나타

낸 결과[33]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증

진을 위해서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을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중재방안

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대학생활적응, 자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34], 인지적 정서조절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 결과[17],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친 결과[33]와 유사하다.

Jung[3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정신건강영역에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증, 불안증,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에

서 부적상관관게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

을수록 생활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며 정신적으로 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을 높여 정신건강을 향

상시킬 수 중재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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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nefeski 등[23]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서 더

적응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과 불안 증상을

덜 보고하였고, 덜 적응적인 전략을 쓸수록 우울과 불

안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적응적 전략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

는 역할을 하여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24]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함으로 정신건강의 향상을 도울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우울의 유의한 예측

요인이며 우울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19]는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간

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스트

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행학습, 전공보충학습 등을 통한 학습의 기회와 학

업스트레슬 조절할 수 있는 전인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정신건강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신입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정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아탄

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36]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조절을 높이는 것이 정신건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

구가 많지 않아 비교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

련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

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 향상을 도

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자기 조절요인을 확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

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대학생활적응, 자

아탄력성,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학업스트레스를 확인

한 것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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