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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행복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건강행태, 자아존중
감, 전공만족도와 행복지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대상자의 행복지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보다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행복지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건강행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행복지수,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Findings revealed that; 1) Pearson's correlation 
revealed a significant association among health behavior,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dex ; 
2)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happiness index in nursing students. These findings can be utilized to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increasing 
happiness index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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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 이 되고 있고, 

웰빙에 한 요구가 주요한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

복한 삶은 시 ․문화  배경을 뛰어넘어 온 인류가 

궁극 으로 추구해 온 삶의 요한 목   하나이다[1]. 

OECD행복지수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GDP)이 곧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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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틀을 깨고, 잘 살지 못하는 부탄이라는 국가에서

도 행복지수가 높고, 행복은 물질 인 풍요에 의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인 풍요로움에 있다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개인의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심이 더해지고 있다[2].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복지

수 조사는 2003년부터 주간동아에서 여론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의 행복지수 설문조사’, 2005년 2월 국민일보에서 

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806명을 상으로 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인 연령 별 행복지수 등으로 시작되

었다[3]. 최근 OECD 행복지수는 물질  생활조건과 삶

의 질 분야에서 OECD가 필수 으로 확인한 11개 주제를 

기반으로 웰빙 상태를 비교하고 있다[4]. 2012년 OECD

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32 를 차지하 고, 학력수 , 학업성취도 등에서 좋은 

수를 받았지만 고용, 노동시간, 환경 등에서는 낮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2]. 2010년 한국심리학회가 한국인의 문

화  특성을 반 하여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지수에서도 

63.22 (100  만 )으로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났다[5]. 

특히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주  행복지수는 64.3 으

로 OECD 26개 국가  최하 를 기록하 는데, 이는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국의 91.2 보다 26.9 이나 낮은 

수이다[6].

한 학생의 행복지수는 56 으로 낮게 조사된 바 

있고[7], 우리나라는 34개 OECD 국가  자살률 1 로 

OECD 국가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0-20  주요 사망원인 1 가 자살로 보고된 바 있어[8], 

우리나라 학생은 행복지수는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아동, 청소년, 청년층

의 낮은 행복지수에 보다 극 인 심을 가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동서고 을 막론하고 건강은 행복의 필수 조건에 해

당된다. George[9]의 행복의 조건에서는 건강한 삶이 행

복의 조건이며, 나약한 삶은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여 행

복의 조건에 건강이 필수 임을 강조하 다. 건강은 인

간이 릴 수 있는 가장 소 한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

이며, 가장 기본 이고 우선 인 생존 조건이다. Park[5]

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행복정도와 양생 실천정도는 강

한 상 계가 있었으며, 건강한 삶을 리고 사는 것이 

행복의 주요 측요인이 될 수 있다. 

자아존 감이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한 

정 이거나 부정 인 태도로 정의되며, 한 개인이 자

신을 얼마나 능력 있고, 요하며, 성공 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개인 인 단을 말한다

[10]. 자아 존 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 행 를 실천

하는데 있어서 정 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높은 자아

존 감을 갖고 있는 개인은 건강에 해서도 보다 많은 

심을 가진다[11]. 교양체육에 참가한 학생의 자아존

감과 심리  행복감은 상 계가 있으며, 자아존 감

은 행복감에 심리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12]. 

Park et al[13]은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 과 행복

의 요인을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로 나 어 반

인 행복을 심으로 분석하 다. 학업성취에 따른 행

복 수 의 차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  반  행복 수

이 높았고, 행복의 요인에서 가장 요한 것이 가정의 화

목이라고 하 으며, 그 다음으로 원만한 인간 계, 개인

 성취감, 휴식과 여가시간, 정  정서, 다양한 취미활

동  학업성취 등으로 나타났다[13]. 

공만족은 공에 해 느끼는 주  경험을 의미

하며, 인지, 감정들의 복합체이며, 개인이 속한 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은 개인  특성과 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공에 한 만

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유쾌한 감정  상태

를 뜻하며, 태도, 가치, 신념  욕구 등과 한 계가 

있다. 따라서 공 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

에 한 기 과 비교하여 재 자신이 소속한 공을 평

가하는 단과정의 산물’[14]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이 

학을 선택할 때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 는 흥미를 고

려하는 것보다는 합격 가능한 학과 주로 진학을 선택

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공만족도가 떨어지고 공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학

을 공하는 학생들의 공선택 동기와 진로에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 입학 시에 자신의 

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성 에 맞춰 합격 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실이고 이로 인하여 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공과

목이나 학과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15]. 학에

서 공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성과 개인  성향은 

무시된 채 성 에 따르거나 주 의 권유에 따른 공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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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많은 학생

들이 공 응에 실패하고 방황하게 된다[16]. 그 결과 

뒤늦게 공을 바꾸거나, 새로 학편입을 치르는 경우 

학생 개인은 물론 가족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의 효율성을 래하게 된다[15]. 최근 

학 신입생을 상으로 학선택이유에 한 연구조사

를 살펴보면, 문  직업훈련을 받기 해 학을 다닌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학교육이 학문을 한 교육이

라기 보다는 생활을 한 교육 장으로 인식되었고[15]. 

청년실업의 증가로 인해 취업에 한 걱정으로 심리  

압박감을 받고 있다. 특히 간호학을 공하기를 원

하는 학생은 학을 선택할 때 자신의 성과 흥미보

다 주 의 권유, 높은 취업률을 고려해서 진학을 하는 경

우가 많고[17], 간호 학생은 학문의 특성상 일정시간 임

상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스트 스, 과 한 학업량 국가

시험 등 큰 부담을 안고 있다[18]. 실제로 Cho & Jeong은 

공별 간호 학생들이 비간호 학생들에 비해 스트

스 지각 수가 높고[19], 과 한 스트 스는 학업수행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장에서 응이 어렵다고 하 으며

[20], 이러한 상은 행복감과 련된다. 특히 인간을 돌

보고 인간의 행복에 한 큰 심을 가져야 하는 간호

학생의 경우 미래의 신체 , 정신  건강 문가로서 자

신의 삶에 한 정 인 사고를 가진다면 상자를 돌

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21]. 이와 같은 선행연구

들을 볼 때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

족도를 조사하여 행복지수와 상 계를 분석하고, 행복

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다가올 미래의 국민행복시 에 간

호 학생의 건강행태, 공만족도, 자아존 감  행복지

수 계는 건 한 국가형성에 지름길을 측정하는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한 유용한 자료로서

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도  행복지수 정도를 악하고 이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며 간호 학생의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과 건강행태를 악한다.

둘째,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

도  행복지수를 악한다.

셋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과 건강행태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를 악한다.

넷째,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

도, 행복지수간의 상 계를 악한다.

다섯째, 간호 학생의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

만족도  행복지수간의 상 계를 악하고, 행복지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상은 2014년부터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

지 P 역시와 K도에 소재한 학교 간호학과  3곳을 임

의 표출하 다.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를 구하 다. 연구의 목 을 이

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500명을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하 으며, 이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472명(94%)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표본

의 크기는 G* Power 3.1.5를 사용하여 산출하 으며, 다

회귀분석을 해 유의수 (a) .05, 검정력(1-β) 95%, 

효과크기 .15, 측변수의 수를 14개로 설정하여 정 표

본크기를 산출하 을 때, 194명의 상자가 요구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충분한 것으로 

단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태

일반  특성은 연령, 학년, 성별, 종교, 학과 선택동기, 

부모생존동거, 가구당 월수입, 월용돈  학업성 으로 

구성하 고, 건강행태는 흡연, 음주, 본인이 지각하는 체

 정도, BMI, 운동, 수면시간, 아침식사 유무  식습

의 규칙성 등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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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각된 건강상태

Speake, Cowart와 Pellet[22]가 개발한 도구를 

Paek[19]가 수정하여 측정한 것으로 총 2문항으로, 최  

2 에서 최고 1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

태가 좋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Paek[23]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89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 Cronbach's a=.90으로 나타났다.

2.3.3 행복지수

행복지수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에 한 지표로서 

생활의 만족도와 풍요로움을 지표화하는 자료이다[4]. 본 

연구에서는 OECD Better Life Index를 Nam et al[20]의 

연구에서 번역한 내용을 학생에게 맞는 내용으로 내용

타당도를 측정 후 사용하 다. 이 지표는 웰빙을 국내총

생산(GDP) 등 경제  가치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

에 한 기 , 실업률, 자부심, 희망, 사랑 등 인간의 행복

과 삶의 질을 포 으로 고려해 산출된 지표이다. 세부

항목은 주거환경, 소득,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등 11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 간호

학생인 계로 일자리 문항을 제거한 총 10개 문항으

로 구성하 다. 수 범 는 문항별 평  1-5 으로 수

가 높을수록 자신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Nam et al[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 

=.85이었다.

2.3.4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기수용, 자기 확

신, 자아강화, 자아개념, 자기지각 등과 같은 뜻으로 지칭

된다[12].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 감의 측정 요인을 

Kim[12]의 연구를 기 로 총체  자아존 감, 사회  자

아존 감, 가정  자아존 감, 학교 자아존 감으로 구분

하여 설정하 다. Kim[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 =.90이었다.

2.3.5 전공만족도

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과 비교하여 재 자신이 소속한 공에 해 만족하

는 정도로 ‘일반만족’, ‘교과만족’, ‘ 계만족’, ‘인식만족’이 

포함된다[14]. 하 역에서 ‘일반만족’은 교과내용에 

한 흥미와 학습내용  학과에 한 학생 스스로의 반

인 만족도를 말하며 ‘교과만족’은 교과목표, 공지식 

 교과목의 구성내용 등에 한 만족을 말한다. ‘ 계만

족’은 교수와의 계  지도에 한 만족을 말하며, ‘인

식만족’은 사회에서의 학과 인지도에 한 만족정도를 

말한다[25]. 본 연구에서는 Ha[14]와 Lee[25]의 공만족 

련문항으로  ‘일반만족’, ‘교과만족’, ‘ 계만족’, ‘인식만

족’이 포함된 4개의 하 요인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5]

의 연구에서 Cronbach's a=.92 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93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행태는 빈도

와 백분율로 산출하 으며 건강상태, 공만족도, 자아존

감, 행복지수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일반  

특성에 따른 행복지수와 건강행태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 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

용하 다. 건강행태, 공만족도, 자아존 감, 행복지수

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

하 다. 한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기 해 종속변수로 행복지수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강행태를 가변수 처리하여 구

분하 으며, 건강상태, 공만족도, 자아존 감, 행복지

수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행복지수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본 연구의 상자는 총 47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71세이었고, 남학생이 12.7%, 여학생이 87.3%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37.7%, 없는 경우가 62.3% 이었다. 

학과 선택동기는 취업이 51.3%, 성  흥미가 45.6%이

었다.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85.2% 으며, 월수

입이 200-400만원이 52.3%로 가장 많았다. 한 월평균 

용돈은 31-40만원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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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N %

Age

M (SD)=

20.71 (2.78)

<19yr 149 31.6

20-21yr 209 44.3

≥22yr 114 24.2

Sex
Male 60 12.7

Female 412 87.3

Religion
Yes 178 37.7

No 294 62.3

Grade

Grade 1 126 26.7

Grade 2 157 33.3

Grade 3 83 17.6

Grade 4 106 22.5

Select majors

Aptitudes or interest 215 45.6

Employment 242 51.3

Etc 15 3.2

Parental survival 

& living

survival & living 402 85.2

Separation or divorce 43 9.1

Etc 27 5.7

Household 

monthly income

<2 million  won 82 17.4

2-4 million  won 247 52.3

≥4 million  won 143 30.3

Pocket money

<20 Ten thousand won 48 10.2

21-30 Ten thousand won 85 18.0

31-40 Ten thousand won 173 36.7

≥41 Ten thousand won  166 35.2

Subjective 

achievement

Over the middle 42 8.9

Middle 322 68.2

Below the middle 108 22.9

Health behaviors N (%)

Smoking No 442 93.6

Yes 30 6.4

Alcohol No 285 60.4

Yes 187 39.6

Self-rated weight Skinny 47 10.0

Average 321 68.0

Obesity 104 22.0

Body Mass Index (BMI)

M (SD)=20.64 (2.36)

Range=15.8-33.5

<18.5 70 14.8

18.5-25.0 373 79.0

≥25.0 23 4.9

Missing 6 1.3

Exercise No 398 84.3

Yes 74 15.7

Sleep

M (SD)=6.31 (1.20)

Range=3-12

<6 hours 103 21.8

7-8 hours 301 63.8

≥9 hours 68 14.4

Breakfast No 151 32.0

Sometimes 171 36.2

Yes 150 31.8

Regular meals No 144 30.5

Sometimes 228 48.3

Yes 100 21.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of Participants       (N=472)

 

68.2%가 성 이 간정도라고 답했다. 건강행태는 

93.6%가 흡연을 하지 않았고, 60.4%가 술을 마시지 않는

다고 답하 다. 한 본인이 느끼는 체  정도에 해 

68.0%가 보통으로 답했지만, 상자의 BMI(Body Mass 

Index)를 측정한 결과 평균 20.64이 으며, 정상수 인 

BMI 18.5-25.0가 79.0%를 차지하 다. ‘평소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한다’가 15.7%, ‘운동을 하지 않는다’가 

84.3%로 부분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수면시간은 평균 

6.31시간 이 으며, 7-8시간이 63.8%로 가장 많았다. 

한 상자의 32.0%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 30.5%가 

’식사를 불규칙 으로 한다‘고 응답하 다<Table 1>.

3.2 대상자의 행복지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도 및 건강상태

행복지수와 련된 항목은 주거환경, 소득, 공동체생

활, 교육, 환경, 정치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치안, 일과 

삶의 균형 10가지로 측정하 고, 5  만 에 행복지수 

체 평균은 3.48이었다. 하부 역에서는 치안, 주거환경, 

삶의 만족도 순으로 높았고, 교육, 일과 삶의 균형, 정치

참여 순으로 행복지수가 낮았다. 자아존 감은 총 32문

항으로 총체  자아존 감, 사회  자아존 감, 가정  

자아존 감, 학교 자아존 감으로 구분하여 4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5  만 에 문항평균 3.42 이었다. 공

만족도는 ‘일반만족’, ‘교과만족’, ‘ 계만족’, ‘인식만족’이 

포함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  만 에 문항평균 

3.72 이었고, 건강상태에 한 문항은 2문항으로 5  만

에 문항평균 3.38 이었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Happiness index 3.48 ±0.58

Housing 3.73 ±0.89
1∼5

Income 3.42 ±0.94
Community 3.59 ±0.80
Education 3.09 ±0.91
Environment 3.53 ±0.82
Civic engagement 3.35 ±0.76
Health 3.48 ±0.94
Life satisfaction 3.62 ±0.89
Safety 3.85 ±0.84
Work-life Balance 3.22 ±0.82

Self esteem 3.42 ±0.40
1∼5

Major satisfaction 3.72 ±0.53
Health condition 3.38 ±0.80

<Table 2> Degree of Happiness Index, Self 
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Health Condition     (N=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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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Happiness index

M±SD t/F (p)

Age†
<19yra 3.43±0.48

3.86 (.02)
*a<c

20-21yr
b

3.45±0.49

≥22yr
c

3.62±0.45

Sex
Male 3.50±0.61 0.148 (.883)

Female 3.48±0.57

Religion
Yes 3.56±0.57 2.284 (.023)

No 3.44±0.58

Grade†

Grade 1
a

3.47±0.54
8.58 (<.001)

**a,b,c<d
Grade 2

b
3.37±0.59

Grade 3c 3.43±0.61

Grade 4
d

3.72±0.52

Select 
majors†

Aptitudes or interest
a

3.58±0.51 8.82 (<.001)
**a,b>cEmployment b 3.42±0.61

Etc
c

3.06±0.75

Parental 
survival 

& living†

survival & living
a

3.52±0.56 6.47 (.002)
*a>bSeparation or divorceb 3.21±0.62

Etc
c

3.34±0.68

Household 
monthly 
income†

<2 million  won
a

3.22±0.64 20.1 (<.001)
**a<b<c2-4 million  wonb 3.45±0.53

≥4 million  won
c

3.70±0.55

Pocket 
money†

<20 Ten thousand won 
a

3.17±0.72
7.493 (<.001)

**a<b,c,d21-30 Ten thousand 
won

b 3.43±0.61

31-40 Ten thousand won
c

3.49±0.50

≥41 Ten thousand wond 3.60±0.55

Subjective 
achieveme

nt†

Over the middle
a

3.69±0.63 10.5 (<.001)
**a,b>cMiddle

b
3.53±0.54

Below the middlec 3.28±0.62

Health behaviors
Happiness index

M±SD t/F (p)

Smoking 
experience

Yes 3.49±0.57
1.260 (.208)

No 3.36±0.62

Alcohol
Yes 3.47±0.60

-.491 (.624)
No 3.50±0.54

Self-rated 
weight†

Skinny
a

3.47±0.54 4.230 (.015)

Average
b

3.54±0.56 *a,b>c

Obesityc 3.35±0.63

Body 
Mass 
Index 
(BMI)

<18.5 3.44±0.52 0.296 (.744)

18.5-25.0 3.49±0.58

≥25.0 3.53±0.69

Exercise
Yes 3.51±0.68 .449 (.654)

No 3.48±0.56

Sleep†
<6 hours

a
3.34±0.62 4.530 (.011)

*a<c7-8 hours
b

3.52±0.53

≥9 hoursc 3.57±0.69

Breakfast

No 3.43±0.60 2.279 (.104)

Sometime 3.47±0.56

Yes 3.57±0.58

Regular 
meals†

No
a

3.43±0.59 7.642 (<.001)
*a,b<cSometime

b
3.43±0.56

Yesc 3.69±0.57

* p<.05 ** p<.001, 
†Scheffe’ test, a,b,c,d:categories of variable  

<Table 3> Happiness Index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s                       (N=47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에 따른 

행복지수

행복지수 하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  

특성은 연령(F=3.86, p=.02), 학년(F=8.58, p<.001), 학과

선택동기(F=8.82, p<.001), 부모생존(F=6.47, p=.002), 월

수입(F=20.1, p<.001), 월용돈(F=7.493, p<.001), 학업성

(F=10.5, p<.001)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사후분석결

과 연령이 22세 이상이 19세미만 보다 행복지수가 높았

고, 4학년 이상이 3학년 이하보다 높았으며, 월수입이 많

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다. 용돈정도는 21-30만원 이상

이 20만원 미만보다 높았다. 

상자의 생활습 과 건강행태에 따른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체 정도(F=4.230, p=.015), 수면

정도(F=4.530, p=.011), 식사의 규칙성(F=7.642, p<.001)

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사후분석결과 체 정도가 여

상태이거나 보통 정도라고 답한 경우가 비만 정도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그룹에서 

6시간 이하보다 행복지수가 높았으며, 식사를 규칙 으

로 하는 그룹에서 행복지수가 높았다<Table 3>.

3.4 건강행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행

복지수간의 상관관계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도  

행복지수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 감

(r=.671, p<.001), 공만족도(r=476, p<.001), 건강행태

(r=522, p<.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

<Table 4>.

Variables Happiness index

Self esteem .671**   

Major satisfaction .476**   

Health behavior .522**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472)

3.5 대상자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 학생의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해 유의수  5% 이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일반  특성요인 8개와 건강행태 요인 3개, 건강

상태를 통제한 후 자아존 감, 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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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해 행복지수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 다. 회귀모

형 진단은 다 공선성, 잔차를 진단한 결과 다  공선성

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ence)는 0.330-0.772로 0.1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29-3.48로 문제

가 없었다. 이변량 분석에서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한 변

수만을 포함하여 독립변수로 하 고, 연령, 종교, 학년, 

학과 선택동기, 부모생존동거, 월수입, 월용돈, 비만정도, 

수면시간, 식습 의 규칙성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

다.  행복지수에 한 향력을 확인하기 하여 일반

 특성요인,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 자아존 감  

공만족도를 계  회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일반  특

성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은 20.5%, 건강행태 요인과 건강

상태를 추가 투입한 모형 2는 43.1%, 자아존 감과  공

만족도를 포함한 모형 3은 60.6%의 향력을 보 다. 즉 

최종단계의 모형의 설명력은 60.6%로 모형 1보다 40.1%, 

모형 2보다 17.5% 증가하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행

복지수는 상자의 일반  특성, 건강행태  건강상태

보다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에 의해 더 큰 향을 받

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1단계의 경우 학과 선택동

기에서 성이나 흥미의 경우가 취업보장이나 기타 경우

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β=-3.549, p<.001),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보다 200-400만원에서 높았으며(β=3.368, 

p=.001), 월용돈이 21-30만원이 20만원 이하보다 높았다

(β=2.151, p=.032). 한 성 이 상 그룹이 간보다 행

복지수가 높았다(β=-3.413, p=.001)

2단계에서는 학과선택동기가 성이나 흥미인 경우가 

취업보장이나 기타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β

=-2.619, p=.009),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보다 200-400만

원에서 높았으며(β=3.610, p<.001), 월용돈이 21-30만원

이 20만원 이하보다 높았다(β=2.656, p=.008). 한 성

이 상 그룹이 간보다 높았고(β=-2.479, p=.014),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다(β=12.156, p<.001).

3단계에서는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행복

지수가 높았고(β=-2.071, p=.039), 1학년보다 2학년이 높

았으며(β=2.066, p=.039), 월수입이 200-400만원이 200만

원 이하보다 높았다(β=3.201, p=.001). 한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고(β=8.390, p<.001),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β=10.473, p<.001), 공만족도가 높을수

록(β=3.443, p=.001)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일반 인 특성과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도를 조사하여 간호 학생의 행복

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학생의 행

복한 삶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실시되었다. 

간호 학생의 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51.3%로 성  

흥미보다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호학과 선택이유

가 본인의 성보다 취업 망을 보고 선택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24], 간호학의 경우 학에 입학하는 동시

에 직업이 결정되는 특성이 강하고, 다른 공에 비해 취

업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성보다 취업 주로 진학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건강행태에서 연

구 상자의 BMI (Body Mass Index)를 측정한 결과 평

균 20.64이었으며, 18.5-25.0이 79.0%로 부분 정상에 속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체  정도는 보통이 68.0%이고, 

비만 22.0%로 답하여 본인이 지각한 수치와 실제 인 계

측치와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 학생들은 본인의 체

에 있어서 실제 수치보다 비만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결과는 간호사를 상으로 BMI와 본인의 체 정도를 비

교한 연구[24]에서 본인의 체 을 실제 수치 보다 비만하

다고 느낀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OECD Better Life Index를 이용한 상자의 행복지수

는 평균이 3.48 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역에서는 치안

역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교육 역에서 행복지

수가 가장 낮았다. 이 행복지수를 100 으로 환산할 때 

69.6 으로, OECD 평  63.2 [2]. 간호사 상 행복지수 

60.6 [24], 한국 아동과 청소년 행복지수 64.3 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이다. 청소년에 비해 간호 학생은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간호사보다 간호 학생의 

행복지수가 9  이상이나 높았다. 이는 미래의 직업과 진

로가 결정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간호 학생은 학업과

의 어려움은 있으나 직업과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간호사의 경우 의료 장에서 업

무과  등 다른 스트 스 요인으로 간호 학생보다 행복

지수가 낮은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간호 학생 본인이 지각하는 자아존 감은 3.42 이

었고 공만족도는 3.72 으로 둘다 보통보다 높았다.  

Kim[12]의 연구에서 체육학과 학생들의 자아존 감이 4

 만 에 3.07 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고, 공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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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β (t) p β (t) p β (t)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19yr

20-21yr .055 .837 .403 .079 1.398 .163 -.024 -.498 .619

≥22yr -.009 -.139 .889 .039 .669 .504 -.015 -.307 .759

Religion

Yes

No -.071 -1.652 .099 -.059 -1.606 .109 -.063 -2.071 .039

Grade

Grade 1

Grade 2 .115 1.617 .107 .089 1.433 .153 .107 2.066 .039

Grade 3 -.080 -1.229 .220 -.085 -1.521 .129 -.008 -.174 .862

Grade 4 -.064 -1.012 .312 -.075 -1.393 .164 .026 .572 .567

Select majors

Aptitudes or interest

Employment Security -.156 -3.549 .000 -.101 -2.619 .009 -.012 -.364 .716

Etc -.127 -2.850 .005 -.109 -2.823 .005 -.050 -1.528 .127

Parental survival & living

survival & living

Separation or divorce -.023 -.527 .598 -.016 -.407 .684 .012 .387 .699

Etc -.067 -1.438 .151 -.016 -.409 .683 -.055 -1.622 .105

Household monthly income

<2 million  won

2-4 million  won .240 3.368 .001 .224 3.610 .000 .167 3.201 .001

≥4 million  won .083 1.236 .217 .093 1.597 .111 .084 1.719 .086

Pocket money

<20 Ten thousand won 

21-30 Ten thousand won .165 2.151 .032 .175 2.656 .008 .060 1.076 .282

31-40 Ten thousand won .121 1.604 .109 .111 1.726 .085 .014 .263 .792

≥41 Ten thousand won .098 1.522 .129 .088 1.599 .111 .043 .934 .351

Subjective achievement

Over the middle

Middle -.247 -3.413 .001 -.155 -2.479 .014 -.021 -.395 .693

Below the middle -.129 -1.780 .076 -.064 -1.030 .303 -.007 -.130 .897

Health behaviors

Self-rated weight

Skinny

Average -.091 -1.559 .120 -.089 -1.839 .067

Obesity -.067 -1.138 .256 -.048 -.969 .333

Sleep

<6 hours

7-8 hours .039 .888 .375 .058 1.566 .118

≥9 hours .026 .579 .563 .034 .928 .354

Regular meals

No

Sometime .028 .650 .516 .044 1.209 .227

Yes -.083 -1.930 .054 -.051 -1.421 .156

Health condition .463 12.156 .000 .286 8.390 .000

Self esteem .426 10.473 .000

Major satisfaction .135 3.443 .001

F (p) 6.898 (<.001) 14.085 (<.001) 26.281 (<.001)

R2 .205 .431 .606

<Table 5>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N=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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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체능계열과 의․약학계열이 공만족도가 높

다는 연구와 유사하 다[22]. 한 보건계열학과의 공

만족도에 한 조사에서 방사선학과 3.38 , 임상병리학

과 3.37 , 물리치료학과 3.45 보다 간호학 공 연구

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25]. 이는 간호 학생들이 취업

이 보장되고,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효율 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공에 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인 특성별 행복지수의 차이에서 22세 이상이 

19세 미만보다 행복지수가 높았고, 3학년 미만 보다 4학

년이 행복지수가 높았다. 간호학을 제외한 보건계열학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학년에서 행복지수가 낮

았다는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25]. 즉, 간호 학생은 타 

보건계열 학생들과는 달리 학년과 연령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가 높았는데, 임상실습이나 공수업을 통해 취

업에 한 확신감 등이 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한 성이나 흥미, 취업보장의 이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기타의 경우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다. 이

는 간호 학생의 공 선택은 개인의 학생활에서 행복

감에 요한 향을 미치고 학 응에 정 인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간호 학생의 행복지수에 

있어서 부모의 생존  동거가 부모의 별거나 이혼 상태

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 이는 부모-자녀 계 속에서 

언어  비언어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

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결과[26]를 뒷받침해 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생존과 동거유무가 간호 학생의 행복

에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정의 월

수입 정도가 높고 자신의 월용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 이것은 월수입 정도가 삶의 만족과 련이 없다

는 연구[27]와는 상반되지만, 경제 인 수 이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았다[12,28]는 연구와 미국의 간호 학

생 상 연구에서 경제  수입이 행복에 향을 주는 요

인이라고 한 연구[29]와 간호학과 신입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제  수 이 높은 집단이 행복지수가 높았던 

결과[21]와 일치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학업성 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성 이 상 , 

그룹에서 하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높았다. 이는 간호

학생의 경우 학업성 이 진로에 많은 결정을 할 뿐만 아

니라 자신의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자의 건강행태에 따른 행복지수의 차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체 정도가 보통이거나 여 다고 답한 경우가 

행복지수가 높았는데, Park et. al의 연구[27]에서 체 에 

만족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

며, 간호사 상 연구에서 체 정도에 따라 행복지수에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22]와도 일치한다. 특히 수면정도

와 행복지수의 차이에서 수면이 9시간 이상 그룹에서 6

시간 미만 그룹보다 행복지수가 높아 간호 학생의 경우

에도 수면 정도가 행복에 향을 주었다. 하지만 흡연, 음

주, 운동 등은 행복지수에 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Nam et al[24]의 간호사 상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지

만, Chu[3]의 지역사회 주민 상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

과로, 간호 학생은 부분 20 로 질환의 회복이 빠른 

연령 라서 건강 련 변수들이 행복지수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식사를 규칙 으로 하

는 상자에서 행복지수가 높았는데, 간호사 상의 연

구[24]에서 규칙 인 식습 이 행복지수와 련이 있다

는 결과와 유사하다. 즉, 간호 학생의 경우에도 규칙

인 식사가 행복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도  

행복지수는 모두 정 인 상 계를 보 고, 간호 학생

은 자아존 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만족의 정도가 높

다고 한 연구와 유사하며[21,30],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이 공만족도와 행복에 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높은 자아존 감은 목표지향 행동

을 일으키며 학생의 공만족과 행복에 근원이 된다

[21,31]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학생의 행복에 있어서 

건강상태 유지, 자아존 감 향상과 공 만족도가 요

함을 알 수 있다.

간호 학생의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해, 일반  특성요인, 건강행태 요인, 건강상태를 

통제한 후 자아존 감, 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해 

행복지수에 미치는 향력을 계  회귀 분석한 결과, 

모형 3은 60.6%의 향력을 보 다. 즉 종교가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가 행복지수가 높았고(β=-2.071, p=.039), 

1학년보다 2학년이 행복지수가 높았으며(β=2.066, 

p=.039), 월수입이 200-400만원이 200만원 이하 보다 행

복지수가 높았다(β=3.368, p=.001). 한 건강상태가 높

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고(β=8.390, p<.001), 자아존 감

이 높을수록(β=10.473, p<.001),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β=3.443, p=.001)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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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학생의 행복은 한국의 미래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의 행복은 물론 국민 체의 행복과도 련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건강상

태가 좋다고 지각한 경우, 공만족도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았으며 특히 자아존 감이 간호

학생의 행복지수에 가장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행복을 해 건강을 잘 유지하

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요하며 공만족도와 자아

존 감 향상이 행복증진에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행복지수는 자신의 삶이 어떠한 지에 한 자신의 기

, 욕구, 희망, 다른 집단과의 비교평가로, 사람마다 자

신이 설정한 기 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으로[20], 추후 

다양한 행복 련 연구들을 통해 행복지수에 향하는 요

인들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해서 종교생활, 건강유지, 자아존

감  공만족도 등이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

만족도  행복지수간의 상 계를 악하고 행복지수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서술  조사연구로 간

호 학생의 행복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

존 감, 공만족도, 행복지수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

었으며,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과 공만족도가 행복

지수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세계 으로 행복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 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

으며 특히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낮은 실에 처해 있다. 

최근 학 진학시 성이나 취미에 의해 학을 선택하

기보다 성 이나 주 의 권유에 의해 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편입과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

런 시기에 간호 학생의 자아존 감, 공만족도, 행복지

수에 한 조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국민 행복시 의 

석이 될 학생은 그 나라의 발 과 직결되는 가장 가

까운 미래 인재로서,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도  행복지수 정도를 확인한 것은 학생

들의 건강 리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한 

기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건강행태, 자아존 감, 공만족도  행복지수간의 상

계를 분석하고, 행복지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명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웰빙 추구에 일조하며, 

한국의 미래 근간이 되는 학생의 행복한 삶을 한 유

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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