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용어 대학생 성격 대처방식 건강: , , ,

서 론I.

연구의 필요성1.

청년기의 학생들은 생의 주기에서 가장 건강한 시

기이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입시 로 인해 지체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뒤늦게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에(Kim, 1999),

노출되면서 음주나 흡연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경험

및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로 인한 심리

적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생의 주기가 연속선상에 존(Kim, J. H., 2007).

재하는 것이기에 청년기의 바람직한 건강상태와 스트

레스 처는 성인중기나 후기 건강에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학생들을 표적 집단으로 하는 건강관련 요인

들에 한 탐색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 간호학 문헌에서는 건강과 관련하여 자기효능

감 강인성 처방식 낙관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주, , ,

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낙관성은 개인의 삶과.

행동에 건강적 측면 심리적 측면 등에서 많은 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낙관(Chun, 2008).

성은 수술 후 더 빠른 회복이나 더 적은 신체질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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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며(Scheier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적응과Carver, 1992),

도 관련되는데 낙관주의자들이 심리적 불편감을 덜 느,

껴서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처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cheier, Carver, &

아직까지 낙관성 개념화나 측정에 한Bridges, 2002).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표적인 낙관성의 두 가

지 이론적 모델기질적 낙관성과 낙관적 설명방식에- -

의하면 기질적 낙관성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안정적인,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기 로서 면역계나 정서에 긍정

적인 향을 미치는 반면 낙관적 설명방식은 현재에,

초점을 두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설명

을 찾게 하는 것으로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음주와 같은 건강한 습관이나 특정 행위와 관련이 있

다고 한다 이론적 모델들의 낙관성에(Seligman, 1990).

한 설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유하는 부분

은 기 가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결정하는 것을 돕는

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Kim, B. Y., 2007).

그런데 낙관성의 긍정적 향에 한 반론으로 지나,

친 낙관성은건강에 한 과도한 확신과 자신에게존재

하는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여 건강을 돌보지 않게 되어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 올바,

른 판단과 처를 방해한다는 보고와 함께이러한과도

한 낙관성을 낙관적 편향 긍정적인 착각 비현실적 낙, ,

관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Davidson

이는 낙관성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Prkachin, 1997).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낙관적인

사람들 간에도 모종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하

게 하는 것이다 물론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경우 성인.

기와는 달리어느 정도의 비현실적인 낙관성은 점차 현

실검증을 거치면서 합리적으로 되어가므로 긍정적인

향이 크나(Choi & Kwak, 2007; Lee, Park, & Kim,

성인기에 있어서는 의 지적처럼2005) Seligman(1990)

맹목적인 낙관성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유연한 낙관성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은 현실적비. Kim(2003) /

현실적 낙관성의 차이에 해 한 인간이 어려움에직면

했을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는가에달려

있다고 보고이를 위한 심리적 에너지로서강인성을 제

안하 다 실제로 낙관성은 강인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컨데 낙관성(Tak, 2007).

이 미래에 해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기 하는 것이라

면 강인성은 와 가 강인성의 개념Maddi Khoshaba(1994)

을 스트레스에잘 견디어내고질병에걸리지않는 사람

들을 표현하는데 사용했던 것처럼 기 를 구체적인 노

력으로 현실화하는 내면의 힘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신체적 ․ 정신적 건강에

한 긍정적인 향과 더불어 스트레스 저항자원으로서

검증되어온 강인성을 낙관성의 현실성비현실성 여부/

를 가늠하는데 이용하고자한다 그동안 간호학에서도.

건강관련 변수들에 한 낙관성의 효과에 한 타당성

은 지지되어왔지만 낙관적인 사람들을 분류하여 건강

관련 변수들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는 없어 경험

적 지지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낙관성을 강.

인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성에/

따른 학생들의 스트레스 처방식과 신체건강을 비

교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바람직.

한 건강 유지 전략 및 스트레스 처를 위한 간호중재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전체 상자에서 낙관적인 학생들을 확인한다.

∙낙관적인 학생들을 강인성 정도에 따라 현실적/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로 분류한다.

∙ 학생들의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성에 따른 스트/

레스 처방식을 비교한다.

∙ 학생들의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성에 따른 신체/

건강을 비교한다.

연구방법II.

연구설계1.

본 연구는 학생들을 상으로 현실적비현실적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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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에 따른 스트레스 처방식과 신체건강을 조사하

고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2.

본 연구는 서울의 개 학과 강원도 소재 개 학1 2

의 학생들을 상으로 편의 표집하 다 상자 수는.

연구의 검증력 확보를 위해 과Edfelder, Faul Buchner

에 의한 을 통해(1996) G*POWER MS-DOS program

산출하 으며 유의수준= 검정력.05, = .80, effect size

= 일 때 최소 상자 수는 명이었다 본.15(medium) 187 .

연구에서는 전체 상자에서 낙관적인 상자만을 선

별해야하는 점 그리고 연구결과의 일반화 등을 고려하

여 최소기준의 배수 이상의 상자에 한 자료수집2

을 목표로 하여 연구목적에 동의한 명에 한 자, 433

료를 수집하 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

한 명응답률 을 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421 ( 97.2%)

맞게 낙관적인 학생을 선별한 결과 총 명이 최, 203

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

연구도구3.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낙관성 강인성 스트레스 처방식 신체건강을, , , ,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 다.

낙관성1)

낙관성이란 미래에 한 일반화된 기 (Scheier &

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 낙관성을 측Carver, 1992) ,

정하기 위해 와 의 생활지Scheier, Carver Bridges(1994)

향검사 개정판 을(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

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 다 본 도구 사용Yoon(2007) .

에 앞서 간호학교수 인과 문학 교수 인이 내용 타1 1

당도를 검증하 다 이 척도는 총 개의 문항으로 이. 10

루어져 있으며 이중 개가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들6

로 개의 긍정적 진술문항과 개의 부정적 진술문항으3 3

로 되어 있다 나머지 개 문항은 질문지의 의도를 파. 4

악하지 못하도록 끼워 넣은 삽입문항 으로(Filler item)

서 채점에서 제외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

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 점까지의 점 척도로 되0 ‘ ’ 4 5

어 있으며 부정적으로 기술된 개 문항은 역산한다3 .

점수의 범위는 점에서 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0 24

록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적.

인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 낙관성의 평균점수 점(3.05 )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선별하 는데 이에 총

명의 상자 중 명이 낙관적인 학생으로 선정421 203

되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LOT-R Cronbach's ⍺

=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79 , Cronbach's =⍺ .72

이었다.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의자2) /

현실적 낙관주의자란 실제 자신이 기 하는 긍정적

인 미래만큼 스스로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반해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는 자신이 기,

하는 긍정적인 미래만큼 실제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기

울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은(Kim, 2003). Kim(2003)

기 를 이우기 위한 내면의 에너지로서 강인성을 제안

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 /

의자의 구분은 의 연구에 근거하여 강인성의Kim(2003)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나누기로 하여 낙관적인 학생,

으로 선별된 상자들을 상으로 간호에 초점을 두고

의 건강 강인성 척도Pollock(1986) (health-related har-

를 가 요인분석을 통해 번diness scale: HRHS) Suh(1994)

안 수정한것을다시 가긍정문항으로수정한Yoo(2003)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 결과 평균점수 점. 3.62

이상을 현실적 낙관주의자로 점 미만을 비현실‘ ’ , 3.62 ‘

적 낙관주의자 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 현실적비’ . /

현실적 낙관주의자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건강 강인

성 척도는 도전성 통제성 자기투입성의 세 가지 하위, ,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 문항 수는 도전성 문, 9

항 통제성 문항 자기투입성 문항 등 총 문항이, 8 , 8 25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정말 그렇다‘ ’ 1 ‘ ’ 5

점까지의 점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5 Likert Scale , 높을

수록강인성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본도구의개. 발당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 이었으며86 , Yoo

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이었다(2003) .75,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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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처방식3)

자신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

력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Lazarus & Folkman, 1984)

처방식의 측정은 와 이 개발한Lazarus Folkman(1984)

도구를 이 요인분석을 하여 수정 번안한 것Kim(1988)

을 다시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 다Jeong(2004) .

이 도구는 문제 중심적 처 정서 중심적 처 사회, ,

적 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의 하위 역별로 문항씩, 5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20 . ‘

그렇지 않다 점 매우 그렇다 점까지의 점’ 1 , ‘ ’ 4 4 Likert

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처방식을 많Scale ,

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의 연구에서 도구의. Jeong(2004)

신뢰도 Cronbach's =⍺ .87 -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93 ,

는 Cronbach's =⍺ 이었고 하위 역별로는 문제중심.84

적 처 ⍺= 사회적 지지추구.76, ⍺= 소망적 사.79,

고 ⍺= 정서중심적 처.72, ⍺= 이었다.63 .

신체건강4)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본(Ko, 2003),

연구에서 신체건강의 측정은 과Han, Chon, Lee, Tak

가 학생들을 상으로 개발한 신체증상 도Lee(1993)

구를 이 사용한 문항을 이 요인Kang(2000) 24 Kim(2008)

분석을 통해 총 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 다20 .

본척도는두통증상 문항 심혈관계증상 문항(4 ), (6 ), 수면

장애 증상 문항 위장계 증상 문항 등 가지 역의(4 ), (6 ) 4

신체증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혀 없다 점에서 부터‘ ’ 1

항상있다 점까지의 점척도로되어있다 점수가높‘ ’ 5 5 .

을수록 신체건강이 좋지 못함을 의미한다. Kang (2000)

의연구에서신체증상도구의 Cronbach's =⍺ 이었으.94

며 의연구에서는하위 역별로제시하여, Kim(2008) ⍺

= .85 - 까지 고 본 연구에서는.92 ⍺= . 이었으며 하93 ,

위 역별로는 두통증상 ⍺= . 심혈관계증상86, ⍺= .89,

수면장애증상 ⍺= . 위장계 증상85, ⍺= . 이었다85 .

자료수집4.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08 8 30 9 19

으며 서울의 개 학과 강원도의 개 종합 학의, 1 2

문과 학 공과 학 사범 학 경상 학 의과 학 등, , , ,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임의 표출하 다 해당 학과.

교수의 허락을 받아 강의가 끝난 직후 학생들에게 연

구 목적과 내용에 해 설명하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철저하게 비

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

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한 동의를 구하 다 연구.

참여에 구두 동의한 학생에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 다 회수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고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는 최종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자료분석방법5.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SPSS/WIN 14.0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낙관적인 상자 선별 및 선별된 낙관적인 학생

들을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의자로 구분하기 위/

해 낙관성과 건강 강인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 다.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일반적 특성에/

한 비교는 x2 로 분석하 다-test .

∙현실적비현실적낙관주의자의스트레스 처방식/

과 신체건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들

변수에 한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의집단간비/

교는 로 분석하 다t-test .

연구결과III.

낙관주의자 선별 및 현실적 비현실적 낙관주의자1. /

의 구분

전체 상자 명 중 낙관성 평균점수인 점 미421 3.05

만에 분포한 학생들이 명 점 이상인 학218 (51.8%), 3.05

생들은 명 이었다 이들 명만을 낙관적203 (48.2%) . 203

인 학생으로 선별하여 다시 이들을 강인성 평균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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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점을 기준으로 양분한 결과 현실적 낙관주의자3.62 ,

가 명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는 명인 것으로 분석96 , 107

되었다(Table 1).

현실적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2. /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한 결과 규칙적인 운동여부, (2 = 7.010, p = 에서만.008)

유의한 차이가 있어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비현실적 낙

관주의자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사람의비율이 더

높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더

낮았다 그러나 성별. (2 = .016, p = 학년.898), (2 =

4.839, p = 종교.184), (2 = 3.525, p = 흡연여부.318), (2

= 1.226, p = 음주여부.542), (2 = 2.597, p = 학.273),

생활만족도(x2 = 4.058, p = 에서는 두군 간에 유의.131)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Table 1. Optimism according to health-related hardiness level

Health-related
hardiness† Total

Low High

Optimism✻
Low 218(51.8%)

High 107 96 203(48.2%)

Total 421(100%)

✻Optimism: < 3.05, Low; ≥ 3.05, High.
†Health-related hardiness; < 3.62, Low; ≥ 3.62, High.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3)

Variables Categories

Optimist

x2 pRealistic(n = 96) Unrealistic(n = 107)

n % n %

Gender Male
Female

52
44

54.2
45.8

57
50

53.3
46.7

.016 .898

Academic year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20
33
21
22

20.8
34.4
21.9
22.9

32
24
21
30

29.9
22.4
19.6
28.0

4.839 .184

Religion None
Protestant
Catholic
Buddhist

37
39
7
12

38.9
41.1
7.4
12.6

48
31
12
16

44.9
29.0
11.2
15.0

3.525 .318

Smoking Still smoking
Quit smoking
Never smoking

23
10
63

24.0
10.4
48.5

32
8
67

29.9
7.5
51.5

1.226 .542

Alcohol Frequently drinking
Sometimes drinking
Never drinking

13
66
17

13.5
68.8
17.7

23
70
14

21.5
65.4
13.1

2.597 .273

Regular exercise Yes
No

49
47

51.0
49.0

35
72

32.7
67.3

7.010 .008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53
37
6

55.2
38.5
6.3

44
55
8

41.1
51.4
7.5

4.05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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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스트레스 대처방3. /

식 비교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스트

레스 처방식을 비교한 결과는 과 같다 현실Table 3 .

적 낙관주의자의 총 스트레스 처방식은 평균평점

2.69 ± 점으로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평균평점인.38

2.39 ±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37 (t = -5.614, p < .001).

또한 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적극적 처방식 점수, (2.89

± 점와 소극적 처방식 점수.50 ) (2.49 ± 점는 비현.39 )

실적 낙관주의자의 적극적 처방식 점수인 2.47 ± .45

점이나 소극적 처방식 점수인 2.32 ± 점에 비해 통.40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6.315, p

< .001; t = -3.071, p = 이를 하위 역별로 보면.002). ,

두 군 모두 스트레스 처방식 가운데 사회적 지지추구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실적 낙관주의자의,

평균점수가 3.05 ± 점으로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62

2.64 ±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61 (t = -4.676, p < .001).

현실적 낙관주의자의 문제중심적 처는 2.74 점± .54

으로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2.30 ± 점보다 유의하.47

게 높았으며(t = -6.315, p < 소망적 사고도 현실.001),

적 낙관주의자가 평균 2.77 ± 점으로 비현실적 낙관.50

주의자의 2.52 ±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55

타났다(t = -3.327, p = 그러나 정서 중심적 처.001).

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 = -1.379,

p = .169).

현실적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신체건강 비교4. /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신체

건강을 비교한 결과 위장계 증상에서만 두 군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있어 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위장계 증상호

소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 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855, p < 그러나 두통증상.001). (t = .727,

p = 심혈관계 증상.468), (t = .433, p = 수면장애.666),

증상(t = 1.868, p = 및 전체 신체건강.063) (t = .300, p =

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764)

다(Table 4).

Table 3. Coping skills between realistic optimist and
unrealistic optimist (N=203)

variables

Optimist

t p

Realistic
(n=96)

Unrealistic
(n=107)

M ± SD M ± SD

Active coping 2.89 ± .50 2.47 ± .45 -6.315 .001

Problem focused
coping

2.74 ± .54 2.30 ± .47 -6.140 .001

Pursuit of social
support

3.05 ± .62 2.64 ± .61 -4.676 .001

Passive coping 2.49 ± .39 2.32 ± .40 -3.071 .002

Hope seeking
thought

2.77 ± .50 2.52 ± .55 -3.327 .001

Emotion focused
coping

2.20 ± .48 2.11 ± .47 -1.379 .169

Coping
skills(Total)

2.69 ± .38 2.39 ± .37 -5.614 .001

Table 4. Physical health between realistic optimist and
unrealistic optimist (N=203)

Variables

Optimist

t p
Realistic
(n=96)

Unrealistic
(n=107)

M ± SD M ± SD

Headache
symptom

2.25 ± .84 2.35 ± .97 .727 .468

Cardio-vascular
symptom

1.98 ± .81 2.02 ± .76 .433 .666

Sleep disturbance
symptom

2.29 ± .99 2.56 ± .99 1.868 .063

Gastrointestinal
symptom

2.62 ± .58 2.93 ± .55 3.855 .001

Physical
health(Total)

2.36 ± .59 2.39 ± .58 .300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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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IV.

본 연구결과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의자 간에 일반, /

적특성에서유의한차이를나타낸유일한변수는규칙

적인 운동여부 다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비현실적 낙.

관주의자에비해규칙적인운동을하고있는사람의비

율이 더 높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

율은 더 낮았다 특히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 규칙적.

인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 배 이상 높았다 이는 비현실적 낙관주의2 .

자들이건강을지나치게과신하여건강을잃지않기위

한 예방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과Davidson Prkachin

의 주장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1997) .

인을 상으로 건강위기에 한 낙관적 편견과 건강행

위간의관계를조사한 와 의연구에Park, Lee Ham(2008)

서낙관적편견이높을수록건강행위를더잘하는것으

로 나타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로 비현실적.

낙관성혹은낙관적편견 측정도구의차이와전연령범( )

위의성인 학생이라는연구 상자의상이점을생

각해 볼수 있다 한편 본연구에서 현실적 낙관주의자. ,

들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 던 점은 학생 시기가 생애주기

에서도상 적으로좋은건강상태를나타내는시점이어

서자신의건강에 한과신혹은무관심으로건강행위

에 소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한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본연구에서현실적낙관주의자나비현실적낙관주의

자모두스트레스 처방식으로서사회적지지추구를가

장많이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의.

처방식을 조사한 과 및 의 연Kim Lee, Kwon Kim(2007)

구에서도 학생들은사회적지지추구를가장많이사용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낙관성여부와무관하게사회

적지지추구는 학생들이가장선호하는 처방식으로

볼수있다 그러나현실적낙관주의자와비현실적낙관.

주의자간에사회적지지추구정도는유의한차이가있

어현실적낙관주의자들이비현실적낙관주의자에비해

문제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선배나 친구 가족 교수, ,

등에게 지지 도움 요청 논의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 ,

해 나가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관적인사람일수록더높은수준의사회적지원을받

고스트레스상황에서는사회적지지를더증가시킨다는

결과(Dougall, Hyman, Hayward, McFeeley, & Baum,

도있어서추후낙관적인사람과비관적인사람의2001)

스트레스 처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낙관주의자들은비현실적낙관주의자보다유의

하게높은 처방식총점을보여더많은 처방식을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실적 낙관주의자는.

비현실적낙관주의자에비해적극적 처방식뿐아니라

소극적 처방식도더많이사용하고있었다 이러한결.

과는많은연구들에서일관되게더낙관적일수록스트레

스 상황에 직면시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는 문제중심적

처전략을사용하고통제불가능한상황에서는수용이

나 유머 긍정적인 재해석과 같은 처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Scheier, Carver, & Bridges, 2002;

와같은맥락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본Yoon, 2007) .

연구처럼 강인성 수준에 따라 낙관성 집단을 구분한

의 연구에서는 현실적 낙관주의자의 경우 어Kim(2003)

려움을이겨내기위해주로능동적인 처방식을사용하

지만비현실적낙관주의자는심리적에너지의부족으로

인해회피적 처를주로 사용한다고보고한것과는차

이가있다 와 은어떠한 처전략. Lazarus Folkman(1984)

도좋거나나쁘기보다는초점의차이일뿐문제를해결

하려는 처노력이라는점에서서로를촉진시킨다고함

으로써우회적으로다양한 처방식의사용에긍정적인

견해를나타낸바있다 즉정서중심적 처는문제중심.

적 처에손상을줄수있는고통들을제거함으로서문

제중심적 처를촉진시키며 마찬가지로 문제중심적인,

처방식의사용은위협을덜느끼게함으로써고통정

서를감소시킬수있다 다만 암환자나우울(Heo, 2005).

증 환자들의경우 정서중심적 처전략을더많이사용

하 다는 점 재인용을(Kim, Lee, Kwon, & Kim, 2007 )

고려할때 스트레스시특정의 처방식특히정서중심,

적 처방식으로편향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성에 상관. /

없이낙관적인 학생들은다른 처방식들에비해현저

히낮은정서중심적 처방식점수를나타내었으며 처



김애리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성에 따른 학생의 처방식과 신체건강 비교/

방식들중유일하게두집단간에유의한차이도나타나

지않아낙관적인 학생들의공통적인특성으로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신체건강은 위장계 증상을 제외하

고는현실적낙관주의자와비현실적낙관주의자간에유

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본연구에서낙관적인사람.

들을구분한변수인강인성은그동안신체질병의가능성

을낮추어신체건강에기여하는것으로보고되어왔으나

위장계 증상에서의 집단 간(Maddi & Khoshaba, 1994)

차이를 단순히 강인성의 효과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어추후연구에서검증을통해규명할필요가있다 두.

집단모두총신체건강점수는각각 점과 점으로2.36 2.39

중간수준을밑돌아신체증상호소정도가많은편은아

니었으나본연구와동일한도구를사용하여성인구직

자들을 상으로 측정한 의 연구에서의 평균Kim(2008)

평점으로환산한점수인 점보다는높았다 본연구2.23 .

의조사기간이 학생들의시험기간과는무관한시기

고 의연구에서의일자리를찾고있는구직자, Kim(2008)

들이낙관적인 학생들보다는상 적으로스트레스로

인해 신체화 경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 다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신체의 면.

역기능이 좋고 바람직한 건강상태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다는생각으로좋은건강습관을형성하기때문에신

체적증상발현이현저히낮은것으로(Scheier & Carver,

알려져왔다 그러나본연구의결과는낙관적인사1992) .

람들이신체적으로더건강하다는선행연구결과들에충

분히부합하지는못하 는데그이유로서낙관적인사람

들이미래에자신에게좋지않은일이일어날가능성을

낮게지각하기때문에오히려평소자각된신체증상들을

더편안하게표현한것일수도있다는가능성과아울러

의학적인진단검사를통한객관적인지표에의한신체

건강과지각된신체건강이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라

는점을염두에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추후연구에서.

는 주관적인 신체 건강 측정 뿐 아니라 객관적인 건강

지표도포함시켜낙관적인사람들의신체건강상태를확

인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현실적 낙관주의 학생,

들이 비현실적 낙관주의 학생들 보다 규칙적인 운동

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고 스트레스 시 적극적,

처방식뿐 아니라 소극적 처방식도 더 많이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강인성과 같은 내면의 힘

에 의해 자신들에 한 막연한 기 가 아닌 현실에 부

응하는 노력을 통한 긍정적인 기 감을 갖는 사람들이

라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신체건강에서는위.

장계를제외한다른신체건강점수들에서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현실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신체적으로더건강하다는결론은추후연구를통해규

명될때까지유보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비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을 상으로강인성증진프로그램적용을

통해이들이미래에 한 긍정적인기 감에더하여현

실적인 노력을 수반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기 위한 간

호중재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서울2008 8 30 9 19

의 개 학과 강원도 소재 개 학에 재학 중인 학1 2

생 명을 상으로 낙관적인 학생들을 선별하여421

총 명의 낙관적인 학생들을 강인성 정도에 따라203

현실적비현실적 낙관주의자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처방식과 신체건강을 비교하 다 연구결과 현실적. ,

낙관주의 학생이 비현실적 낙관주의 학생에 비해

적극적 처방식과 소극적 처방식 모두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비현실적 낙. /

관주의 학생 간 신체건강 비교에서는 현실적 낙관주

의 학생들의 위장계 증상 호소가 유의하게 적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신체증상들에서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또한 현실적 낙관주의 학생들이 비현실.

적 낙관주의 학생들 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

람들의 비율이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건강관련 변수와 관련

한 낙관성 개념 확장에 기여하 으며 향후 학생들의,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행위 및 스트레스 처를 위

한 간호중재로서 현실적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의 적용

이 필요하며 이에는 낙관성과 강인성을 동시에 강화하

여 상승효과를 기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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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첫째 학생들을 상으로 현실적 낙관성 증진 프로,

그램을 개발 ․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실적 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 /

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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