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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

다. 본 연구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 M대학의 간호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

적자기개념에 유의한 양의 상관(r=.480, p<.001, r=.426, p<.001)이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심리적 안정감(β=0.352, p<.001), 신체적자기개념(β=0.236, p<.001)이었고, 설명력은 26%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념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

로는 간호대학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가이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학업만이 아닌 건강한 신체

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시설의 제공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afety and physical 

self-concept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is data colle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21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166 nursing students at M University in Jeolla Southern 

Province. For data proces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in the self-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with 

psychological stability and physical self-concept(r=.480, p<.001, r=.426,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were psychological safety(β=0.352, p<.001) and physical 

self-concept (β=0.236,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26%.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sychological safety and physical self-concept in order to increase the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guide programs that enhances 

psychological stability for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education and facilities so that they can 

have a healthy body and mind, not only aca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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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면허 등록된 간호사는 41만 명이 넘으나 보건의료

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1만 5천명이 넘은 숫자로 

약 52%에 불과하다[1].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입사 평균 

7년 5개월에, 나이로는 30대 초반의 연령에서 이직과 퇴

직이 많다[2]. 이는 병원에서의 환자 서비스 요구와 과중

한 간호업무량 때문이다. 최근의 COVID-19사태로 인하

여 간호 인력이 부족한 실태가 나타나면서, 간호사에 대

한 사회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

에서 적응력 높은 간호사 배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이에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을 고려해볼 수 있

는데, 자아탄력성은 자신의 내적 또는 외적인 문제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새로운 상황에서 긴장을 약화

시키고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켜 보다 나은 적응을 한다

[3].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을 

더 쉽게 이겨내고, 새로운 상황에 보다 더 쉽게 적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것

은 이직률이나 퇴직률을 줄일 수 있으며 간호사 부족 현

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자

아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를 배출하는 것은 중요하며, 미

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자아탄력성을 높여주어 

이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로 임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간호교육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

은 타학과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교과와 실습, 

그리고 국가고시로 인해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고 학업에 

대한 부담도 높다[4]. 이러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

어서도 적응력 높은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아탄력

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

행된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아탄력

성은 간호사의 소진에 부적상관이[5], 재직의도와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6] 자아탄력성은 간호사들이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의 만족도도 높으

며[7], 자아탄력성은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나[8] 자아탄력성이 간호사로서의 일

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들에게 행복감에 영향을 

주며[9], 대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0], 간

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11].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대학을 졸

업하고 사회에 나가 간호사로 일하게 될 미래를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키워야 할 필수 역량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탄력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 하여 그 정도를 높

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정감(Psychological Safety)은 어떠한 그룹

이나 조직에서 안정하다고 인식되어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느낌으로 정의된다[12].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감

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의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에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두렵지 않으며 자

신의 조직에서 소외되지 않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말하며[12], 대게 조직에 있는 팀원들에게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들은 직장 구성

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심리적 안정감은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에게 자발

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게 하며[13], 심

리적 안정감은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14]. 심리적 안정감을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학과라는 조직으로 구성된 학생들에게도 중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학과를 입학한 학생들

은 4년의 과정을 마치면 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입학하며, 전형적인 교육과정을 학과에서 제시하

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의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낮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

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정

도를 파악하고 다른 요소들과의 상관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신체적자기개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체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15]. 신체적자기개념은 대

부분 운동의 참여와 심리적 효과와 관련하여 스포츠 분

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건강상태, 신체

적인 외모, 신체적 능력 등의 정도를 보는 것으로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16]. 또한, 신체적 자기개념

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행복감에 유효한 효과가 있어[17] 

학업과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스팩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가까운 미래 취업을 생각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신체적자기개념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체적자

기개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신체적자기개념은 학생들의 행복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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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요인이라 하였고[18], 또한 긍정적인 착각을 일으

켜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9]. 대학생

들에게 신체적자기개념은 학교생활만족과 교우만족에도 

상관이 있다[20]. 이처럼 신체적자기개념은 대학생들에

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므로 신체

적자기개념의 정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방대한 

학업과 실습, 그리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

는 간호대학생의 신체적자기개념의 정도를 알아보고 상

관이 있는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

력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

기개념,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 신

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심리적 안

정감, 신체적자기개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

지였고, 대상자는 전라남도 M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6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과장과 면담하고 기관의 허락

을 받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및 동의서 작성 후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명

시하고 설문의 결과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

을 것과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설문은 

1회 실시하고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권유하지 않

았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위해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를 2개를 지정하였고 최소한의 표

본수는 107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66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심리적 안정감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측정하

기 위해 Ryff가[21]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SB)를 김명소 

등[22]이 수정 보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증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측정기

준은 Likert식 1='매우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

지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

적 안정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

도는 심리적 안정감의 하위 6개 별로 측정하여 

Cronbach’s α=.66∼76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3∼75,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85였다. 

2.3.2 신체적 자기개념

본 연구에서 신체적자기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

도구는 Marsh et al.[23]의 신체적 자기개념 질문지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PSDQ)를 

김병준[2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연구 목적에 맞

게 수정후 사용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근력, 지구력, 신

체전반, 신체활동, 외모, 유연성, 체지방, 자기존중감, 스

포츠유능감, 건강에 관한 10개의 하위영역 총 4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구성되

었다. 도구 개발 당시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

=.75~.91였고,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의 신뢰도 

Cronbach’s α=.86~.98,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9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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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3]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ER)를 유성경과 심혜원[25]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도구는 대인관계 3문항, 활력성 2문항, 호

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낙관성 2문항 총 5개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고 있고 총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측정기준은 Likert식 1='매우 아니다'에서 4='매

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문항

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도구개발 당시 Cronbach α=.7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

도 검증에서 Cronbach α=.80이었다.

2.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안정

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

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의 차이

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

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자아탄력성의 영향요인은 단계적

(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33명(19.9%)이었고, 

여학생이 133명(80.1%)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Table 1.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Safety, Physical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6)

Psychological Safety Physical Self-Concept Ego-Resilience

N(%) M±SD F or t(p) M±SD F or t(p) M±SD F or t(p)

Gender male 33(19.9) 3.45±0.46 0.19(.662) 3.11±0.58 0.13(.721) 2.87±0.43 0.14(.706)

female 133(80.1) 3.49±0.52 3.08±0.48 2.84±0.39

Ages ≤20 21(12.7) 3.48±0.59 0.01(.999) 3.10±0.37 3.22(.024) 2.82±0.49 0.58(.626)

25.1+5.76 21-25 96(57.8) 3.48±0.54 3.17±0.51 2.87±0.41

26-30 27(16.3) 3.49±0.42 2.98±0.45 2.86±0.30

≥31 22(13.3) 3.50±0.43 2.84±0.54 2.75±0.34

Grade 1st 40(24.1) 3.56±0.56 1.65(.181) 3.04±0.51 2.77(.043) 2.89±0.44 0.38(.766)

2nd 40(24.1) 3.55±0.54 3.20±0.48 2.84±0.43

3rd 43(25.9) 3.49±0.52 3.18±0.47 2.87±0.38

4th 43(25.9) 3.34±0.41 2.93±0.50 2.80±0.34

Religion Christian 41(24.7) 3.36±0.48 1.31(.273) 3.10±0.55 0.48(.694) 2.79±0.34 0.68(.564)

Buddhist 12(7.2) 3.47±0.50 3.10±0.42 2.96±0.44

Catholic 18(10.8) 3.44±0.47 2.95±0.48 2.82±0.40

None 95(57.2) 3.54±0.53 3.10±0.49 2.86±0.41

Living with family 112(67.5) 3.54±0.52 2.56(.081) 3.13±0.53 1.48(.231) 2.86±0.40 1.91(.152)

dormitory 11(6.6) 3.40±0.52 3.04±0.40 3.03±0.43

alone 43(25.9) 3.34±0.47 2.98±0.42 2.78±0.37

Number of 
Siblings

alone 14(8.4) 3.46±0.45 1.22(.305) 3.03±0.46 1.22(.306) 2.74±0.41 0.86(.488)

1 82(49.4) 3.52±0.52 3.07±0.47 2.84±0.37

2 47(28.3) 3.43±0.49 3.11±0.51 2.86±0.43

3 17(10.2) 3.33±0.46 2.99±0.43 2.85±0.28

≥4 6(3.6) 3.80±0.77 3.49±0.91 3.10±0.61

Circle Activity
register, and 
active

23(13.9) 3.68±0.61 2.30(.103) 3.27±0.45 2.32(.102) 2.90±0.36 0.20(.817)

register, not 
active

21(12.7) 3.37±0.54 3.16±0.42 2.85±0.41

No register 122(73.5) 3.46±0.48 3.04±0.51 2.84±0.40

Economic 

Status
high 14(8.4) 3.65±0.43 0.88(.418) 3.14±0.47 0.52(.595) 2.93±0.39 2.32(.102)

middle 130(78.3) 3.47±0.52 3.09±0.49 2.87±0.39

low 22(13.3) 3.45±0.54 2.99±0.59 2.69±0.41

G.P.A 〈 3 18(10.8) 3.26±0.34 3.05(.03) 3.05±0.33 0.46(.709) 2.77±0.30 0.42(.736)

3.0-3.5 81(48.8) 3.47±0.49 a<d 3.05±0.51 2.87±0.39

3.6-4.0 49(29.5) 3.48±0.59 3.14±0.56 2.87±0.44

≥4.1 18(10.8) 3.76±0.43 3.13±0.40 2.79±0.38

G.P.A: Grade Point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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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76세였고 21-25세가 가장 많은 96명(57.8%)

이었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1학년이 40명(24.1%), 2학

년 40명(24.1%), 3학년 43명(25.9%), 4학년 43명

(25.9%)으로 참여했다. 종교는 무교가 95명(57.2%)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112

명(67.5%)로 가장 많았다. 형제는 1명의 형제를 가진 대

상자가 82명(49.4%)로 가장 많았다. 동아리 활동은 등록

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대상자가 23명(13.9%)이었고 등

록은 했으나 활동하지 않는 대상자는 21명(12.7%), 등록

하지 않은 대상자가 122명(73.5%)로 가장 많았다. 가정

의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 중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30명(78.3%)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학점은 

3.0-3.5사이가 81명(48.4%)으로 가장 많았고 3.6-4.0

사이가 49명(29.5%)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 

    탄력성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48±0.51점이었고, 신체적자기개념의 경우 5점 만점

에 3.08±0.49점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4

점 만점에 2.84±0.3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Psychological Safety, Physical 

Self-Concept, and Ego-Resilience      (n=166) 

Variables M±SD Ranges

Psychological Safety 3.48±0.51 1-5

Physical Self-Concept 3.08±0.49 1-5

Ego-Resilience 2.84±0.39 1-4

3.3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 

    탄력성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은 학

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F=3.05, p=.03) 그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나이(F=3.22, p=.024)와 학년(F=2.77, 

p=.04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개념, 자아 

    탄력성의 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념 모두 자아

탄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r=.480, 

p<.001, r=.426, p<.001). 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n=166)

　
Psychological 

Safety
Physical 

Self-Concept
Ego-Resilience 

　 r(p) r(p) r(p)

Psychological 
Safety

1
　

　
　

　
　

Physical 
Self-Concept

.542 
(<.001)

1
　

　
　

Ego-Resilience 
.480

(<.001)
.426

(<.001)
1
　

3.5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기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변수는 입력(Enter method)을 사용하였고, 

회귀 모형은 일반적 사항에서 자아탄력성과 유의했던 항

목은 없었고,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

수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념으로 구축하였다. 독

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arbin-Watson통

계량은 2.078로 자기상관의 문제는 없었다. 공차한계

(Tolerance)는 0.706이었으며, 분산팽차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은 1.146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념이 자아탄

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26%였으며, 회귀모형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F=30.029, p<.001). 간호대학생의 자아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심리적 안정감(β

=0.271, p<.001), 그리고 신체적자기개념(β=0.186, 

p=.004)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Ego-Resilience                                                         (n=166) 

Variables B SE β t p R2 Adj. R2 F(p)

(Constant) 1.331 .198 　 6.734 <.001

.269 .260
30.029

(<.000)
Psychological Safety .271 .061 .352 4.417 <.001

Ego-Resilience .186 .063 .236 2.959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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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  신체적자기

개념,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아탄력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

에서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의 정도는 5점 만점 기

준에 평균 3.48로 나타나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고, 심리

적 안정감은 간호대학생의 성별, 나이, 학년, 종교, 주거

의 형태, 형제 수, 동아리 활동 여부, 경제 상태에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감은 간호

대학생의 학점에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성적이 높은 학

생이 낮은 학생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점이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신의 연

구가 없어 구체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상자가 대학생

인 점을 고려한다면 학점은 학생에게 중요한 요소이고, 

본 연구의 결과 높은 학점이 높은 심리적 안정감을 불러

오므로 계속적인 학점관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심리적 안정감을 간호사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수행

된 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은 신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

성과 상관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체적자기개념의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에 평균 3.08로 나타나 중간 정도의 점수

를 보여주었고, 간호대학생의 성별, 종교, 주거의 형태, 

형제 수, 동아리 활동 여부, 경제 상태, 학점에 아무런 차

이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나이, 학년에서 차이가 나타났

는데 나이가 어리고, 저학년의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느끼는 체력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결과, 신체적자기개념은 자아탄력성과 상

관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

는데, 체육과 무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 신체적자기개념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고[26][27], 신체적 활동을 하는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역시 신체적자기개념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여[28][29]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의 결과 신체적자기개념은 심리적 안정감과 상관이 있으

며, 자아탄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져, 신

체적자기개념은 간호대학생에게 높여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코로나시대로 인해 외부활동

이 제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체적자기개념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인 정보제공과 개인 또는 소규모의 그룹 신

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시설을 제공

하여 신체적자기개념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정도는 4점 

만점 기준에 평균 2.84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를의 자아탄력성은 2.6[7],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2.98[10]로 나타났다. 자아

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념

과 상관이 있었고, 두 변수 모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6%로 확인 되었

다. 자아탄력성은 성별, 나이, 학년, 종교, 주거의 형태, 

형제 수, 동아리 활동 여부, 경제 상태, 학점에 아무런 차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이러한 자아탄력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

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서 간호대학생의 자

아탄력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생으로서의 학점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학점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신체적자기개념을 

위해 학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학과나 학교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신체적자기개념을 

높여주는 것은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  신

체적자기개념,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요소를 확인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여 간호대학생

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을 높

이기 위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신체적자기개념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에 간호사가 되어서도 자아탄력성르 계속적

으로 높일 수 있으므로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일

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일반화

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간호학생에게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일반적 사항에서 자아탄력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었으므로 다른 일반적 사항

을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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