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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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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type and self-esteem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descriptive study. Methods: 
A set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as completed by 197 nursing college students, including demographic charac-
teristic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s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mediating effect by SPSS ver. 22. Results: The mean 
age was 20.9 years. The mean scores were 2.4, 3.6, and 1.7 out of 5 Likert scales for items of life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respectively. The mean score for stress coping type was 2.36 out of 4 Likert scale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emotion-focused coping of stress coping type (r=.537, p<.01);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emotional-focused coping of stress coping typ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
tween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and suicidal ideation. Also, self-esteem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and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between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uicidal ide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pply various program to stress 
coping skill and self-esteem in order to reduce suicidal ide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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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정체감 확립, 미래에 대한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

이다. 대학생들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보호받던 청소년에서 책

임, 의무, 사회적 적응을 요구받는 성인의 지위를 준비하기 위

한 부담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 우리나

라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른 생

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행동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책임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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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자율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되고 

그로인해 정신적 문제를 발생시켜 자살까지 이어지게 된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낯선 장소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부담감

으로 오는 스트레스나,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담감, 많은 학업

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3]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

한 교과과정, 엄격한 행동규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

다[4].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과 관련된 변인을 설명하는 가

장 강력한 변인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

증된 바 있으며[5], 선행연구[6-8]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자

살생각과 정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수준

의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극

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부정

적인 심리적 ․ 행동적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은 스트

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안

정에 결정적 영향을 받지만[9]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자살생각의 정도는 달라진

다. 스트레스 사건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

는 사람은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자살생각

을 많이 하고[8]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8]. 

이러한 결과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에 스트레스 대처방

식과 자아존중감이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타 학과와 다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자

살생각과의 관계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자

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

식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

중감, 자살생각의 정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

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한다.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

중감,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 관계에서 스

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

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P시 일 대학 간호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

월14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추출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총 217명의 대상자가 참여하

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197명의 자료

가 수집되었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독립

변수 5개,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로 하였

을 때 최소 92명이 요구되었다. 대상자 탈락률 20%를 고려한 

표본수는 115명이었으므로 대상자 수는 충분히 확보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수

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설문 내용에 대해

서는 비 보장, 대상자의 익명성,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

우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에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보고

식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소요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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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hon과 Kim[10]이 개발한 대학

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Lee[6]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

였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

zarus[11]가 개발하여 Kim[12]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3]가 개

발하고 Jun[1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Reynolds[15]의 자살생각 척도를 Lee[6]가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생활 스트레스 척도

생활 스트레스는 Chon과 Kim[1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Lee[6]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2가지 영역의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을 세

분화 하여 살펴보면 당면과제 영역 27문항(학업문제 7문항, 경

제문제 7문항, 취업문제 8문항, 가치관문제 5문항)과 대인관계 

영역 23문항(동성친구 5문항, 이성친구 6문항, 가족관계 6문

항, 교수관계 6문항)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5점 

리커트식 척도로 ‘전혀 받지 않음’(1점)~‘매우 자주 받음’(5점)

으로 총 점수 범위는 50~2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당면과제 영역 .72, 대인관계 영역 .86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Cronbach’s ⍺는 당면과제 영역 과 

대인관계영역 모두 .92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1]가 개발

하여 Kim[12]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문제

중심 대처방식 영역 21문항, 정서중심 대처방식 영역 24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척도는 ‘사용하지 않음’(1

점)~‘아주 많이 사용’(4점)까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1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문제중심 대처방식 영역 .88, 

정서중심 대처방식 영역 .7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문제중심 대처방식 영역 .91, 정서중심 대처방식 영역 .82

였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3]가 개발하고 Jun[1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에 해당하는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 

채점 처리하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

다’(5점)까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당시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으로 나타났다.

4) 자살생각 척도

Reynolds[15]의 자살생각 척도를 Lee[6]가 수정 ․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

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 및 Scheffé 사후 검증을 실

시하였다.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스트레스 대처방

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과 Baron과 Kenny[16]가 제시한 매개효과를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으로[17]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 미만이었음을 확인하였고(왜도 

최대값 .86, 첨도 최대값 1.33), 회귀모형 검증은 회귀분석 

전의 사전검증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확대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사함으로써 다중공선

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였고 자기상관을 검정

하는 통계량으로 Durbin-Watson 지수를 사용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6]가 제시한 매개효과

를 분석하였으며 1단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과의 회귀분

석, 2단계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회귀분석, 그리고 3단

계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과의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종

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반드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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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range:18~43) 20.9±2.83

Gander Male
Female

14 (7.1)
183 (92.9)

Year Year 1
Year 2
Year 3

 60 (30.5)
 66 (33.5)
 71 (36.0)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None

 49 (24.9)
11 (5.6)

 28 (14.2)
109 (55.3)

Type of residence Own home
Dormitory
Others

100 (50.8)
 73 (37.1)
 24 (12.1)

Family income
(10,000 won/month)

＞500
200~500
＜200

 42 (21.3)
123 (62.5)
 32 (16.2)

Allowance
(10,000 won/month)

＞30 
10~30
＜10 

108 (54.8)
 67 (34.0)
 22 (11.2)

 Academic  
achievement
(subjectively)

High
Middle
Low

 20 (10.2)
131 (66.4)
 46 (23.4)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26 (13.2)
109 (55.3)
 62 (31.5)

Number of 
suicidal ideation

Once a week
Once a month
Once in six months
Once a year
None

11 (5.6)
19 (9.6)
14 (7.1)

 25 (12.7)
128 (65.0)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은 183명(92.9%), 남학생은 14명(7.1%)이었으며 1학년 

60명(30.5%), 2학년 66명(33.5%), 3학년 71명(36.0%) 순이었

다. 종교는 종교없음 109명(55.3%), 기독교 49명(24.9%) 불교 

28명(14.2%), 천주교 11명(5.6%) 순이었으며 거주형태는 자기 

집 100명(50.8%), 기숙사 73명(37.1%), 기타 24명(12.1%) 순이

었다. 가정 월평균 수입은 200~500만원 미만 123명(62.5%), 

500만원 이상 42명(21.3%), 200만원 이하 32명(16.2%) 순이었

고 월평균 용돈은 30만원 이상 108명(54.8%) 10만원 이상~30

만원 미만 67명(34.0%), 10만원 미만 22명(11.2%) 순이었다. 대

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109명(55.3%), 불만족 66명(22.5%), 만

족 26명(13.2%) 순이었다. 평소 자살생각 횟수는 ‘전혀 없음’ 

128명(65.0%), ‘1년에 한 번’ 25명(12.7%), ‘한 달에 한 번’ 19명

(9.6%), ‘6개월에 한 번’ 14명(7.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

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생활 스트레스 평균평

점은 5점 척도의 2.4점이었다. 하위영역인 당면과제 스트레스

는 평균평점 2.9점이었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1.7점이었다. 당면과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별 문제로 학

업문제가 평균평점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 3.0점, 가치관 

2.7점, 경제 2.4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생활 스트레

스를 초래하는 원인별 문제의 평균평점은 교수와의 관계가 가

장 높았고(2.0점), 그 다음으로 가족(1.7점), 이성친구(1.6점), 동

성친구(1.5점) 순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평균평점은 4점 척

도의 2.3점이었다. 하위영역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2.3점이었

고,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2.2점이었다. 자아존중감의 평균평점

은 5점 척도의 3.6점이었으며, 자살생각의 평균평점은 5점 척도

의 1.7점이었다.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차이비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평소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평소 자살생각 횟수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평소성적에 따른 생활 스트레

스는 평소성적이 ‘하’ 집단이 ‘상’ 집단보다 생활 스트레스 점수

가 높았고(F=4.55, p<.05), 평소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

식은 평소성적이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F=3.68, p<.05), 평소성적에 따른 자아존중

감은 평소성적이 ‘상’ 집단이 ‘하’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

고(F=11.48, p<.001), 평소성적에 따른 자살생각은 평소성적

이 ‘하’ 집단이 ‘상’, ‘중’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았다(F=10.8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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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of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Suicidal Ideation (N=197)

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Min† Max† Mean score
 for items

Possible range 
of item score

Life stress (50)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27)

Study (7)
Economy (7)
Future (8)
Value (5)

122.08 (29.37)
 80.94 (19.30)
25.95 (5.85)
17.16 (7.31)
24.06 (7.10)
13.75 (5.25)

50
27
 7
 7
 8
 5

195
129
 53
 35
 38
 25

2.44
2.99
3.70
2.45
3.00
2.75

1~5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23)
Friend (5)
Lover (6)
Family (6)
Faculty (6)

 41.13 (14.07)
 7.90 (3.77)
10.04 (4.65)
10.63 (5.11)
12.54 (5.54)

23
 5
 6
 6
 6

 85
 23
 30
 29
 30

1.78
1.58
1.67
1.77
2.09

Stress coping type (45)
Problem-focused coping (21)
Emotion-focused coping (24)

103.63 (17.84)
 49.87 (10.56)
53.76 (9.47)

51
22
26

176
 84
 92

2.36
2.37
2.24

1~4

Self-esteem (10) 36.29 (7.24) 10  50 3.62 1~5

Suicidal Ideation (17)  30.36 (14.66) 17  85 1.78 1~5
†Total score.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에 ‘불만

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생활 

스트레스가 높았고(F=7.86, p<.01),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했다(F=3.25, p<.05).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

감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고(F=5.03, p<.01), 학교

생활 만족도에 따른 자살생각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

한 집단이 ‘보통이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았다

(F=4.47, p<.05)

평소 자살생각 횟수에 따른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을 

‘일주일에 한번’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생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F=14.24, p<.001), 평소 자살생

각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F=10.75, p<.001). 평소 자살생각 횟수에 따른 자살생각은 자

살생각 횟수가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을 ‘전혀 안 

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한 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

에 한번’한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낮게 나타났다

(F=41.59, p<.001). 

4. 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자살생각은 당면과제 스트레스(r=.505, p<.01), 대인관계 

스트레스(r=.446, p<.01), 정서중심 대처방식,(r=.207, p<.01)

과 정적인 상관이 있고, 자아존중감(r=-.575, p<.001)과 부적

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중심 대처방식은 자살

생각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면과제 스트레

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자살생

각이 각각 높아짐을 의미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

각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문제중심 대처방식(r=.245,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면과제 스트레스(r=-.557, p< 

.01), 대인관계 스트레스(r=-.294, p<.01), 정서중심 대처방식

(r=-.163, p<.05)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당

면과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은 각각 낮아짐을 의미한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당면과제 스트레스(r=.151, p<.05), 대

인관계 스트레스(r=,187, p<.01), 문제중심 대처방식(r=.585, 

p<.01)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이는 당면과제 스트레스, 대인

관계 스트레스,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

방식이 각각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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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Su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LS SCT SE SI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M±SD

t or F 
(Scheffé́)

Gander Male
Female

2.36±0.69
2.44±0.58

1.372 2.44±0.37
2.35±0.40

0.81 3.03±0.25
3.05±0.41

2.02 1.82±1.01
1.78±0.85

2.35

Year Year 1
Year 2
Year 3

2.35±0.58
2.50±0.54
2.48±0.61

1.71 2.27±0.47
2.40±0.38
2.39±0.36

1.91 3.65±0.73
3.46±0.72
3.76±0.69

3.02 1.66±0.76
1.84±0.91
1.83±0.89

0.89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None

2.34±0.56
2.71±0.75
2.40±0.67
2.46±0.55

1.32 2.41±0.31
2.46±0.40
2.42±0.42
2.30±0.43

1.39 3.81±0.78
3.54±0.81
3.67±0.57
3.54±0.71

1.58 1.63±0.70
2.13±1.00
1.72±0.94
1.83±0.88

1.27

Type of 
residence

Own home
Dormitory
Other

2.38±0.60
2.46±0.54
2.61±0.64

1.39 2.34±0.37
2.34±0.45
2.48±0.37

1.19 3.69±0.71
3.57±0.63
3.52±1.00

0.81 1.75±0.81
1.72±0.74
2.12±1.27

2.09

Family income
(10,000 won/
month)

＞500
200~500
＜200

2.35±0.57
2.46±0.59
2.48±0.58

0.65 2,33±0.46
2.37±0.37
2,35±0.45

0.11 3.72±0.76
3.66±0.66
3.38±0.83

2.38 1.80±0.97
1.72±0.79
1.97±0.96

1.08

Allowance
(10,000 won/
month)

＞30 
10~30
＜10 

2.41±0.74
2.46±0.61
2.43±0.53

0.08 2.46±0.39
2.30±0.45
2.37±0.37

1.37 3.76±0.73
3.50±0.70
3.67±0.72

1.62 1.77±0.87
1.75±0.83
1.94±0.93

0.43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dle
Low

2.20±0.67
2.40±0.55
2.63±0.59

4.55*
c＞a

2.57±0.32
2.35±0.39
2.28±0.43

3.68*
a＞c

4.05±0.56
3.70±0.65
3.24±0.81

11.48***
a＞c,
b＞c

1.29±0.45
1.70±0.79
2.22±1.01

10.87***
c＞a, b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2.17±0.49
2.38±0.52
2.65±0.61

7.86**
c＞a, b

2.53±0.49
2.35±0.37
2.29±0.39

3.25*
a＞c

3.95±0.74
3.65±0.70
3.44±0.70

5.03**
a＞c

1.43±0.76
1.74±0.80
2.00±0.94

4.47*
b＞a

Number of 
suicidal 
ideation

Once a week
Once a month
Once in six 

months
Once a year
None

3.39±0.38
2.69±0.47
2.71±0.49

2.48±0.43
2.28±0.55

14.24***
a＞b, c, d, e

2.48±0.41
2.48±0.31
2.28±0.31

2.23±0.40
2.36±0.42

1.45 3.01±1.01
3.17±0.61
3.12±0.67

3.42±0.61
3.84±0.64

10.75***
e＞a, b, c, d

3.31±0.84
2.66±0.79
2.34±0.68

2.14±0.85
1.39±0.53

41.59***
a＞b, c, d, e

b＞e
c＞e
d＞e

*p＜.05, **p＜.01, ***p＜.001; LS=Life stress; SCT=Stress coping type; SE=Self-esteem; SI=Suicidal ideation.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당면과제 스트레스(r=.537, p<.01)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이는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

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Table 4>.

5.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대인관

계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영역

인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문제중심 대처방식 그리고 자아존중

감을 매개변인으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Baron과 

Kenny[1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당면과제 스

트레스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1)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

처방식의 매개효과

VIF 값은 1.02, Durbin-Watson 지수는 2.01이었고,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β=.151, p<.05).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당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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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N=197)

Variables

Life stress Stress coping type Self
-esteem

Suicidal
 ideationLST LSIR PFC EFC

r (p) r (p) r (p) r (p) r (p) r (p)

Life stress
LST
LSIR

1
.537** 1

Stress coping type
PFC
EFC

-.104
.151*

.056

.187**
1

.585** 1

Self-esteem -.557** -.294** .245** -.163* 1

Suicidal ideation .505** .446** -.086 .207** -.575*** 1

*p＜.05, **p＜.01, ***p＜.001; LST=Life stress related to tasks; LSIR=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PFC=Problem-focused 
coping; EFC=Emotion-focused coping.

Table 5. Mediating Effect of between X† and Y‡

Variables Steps β R2 F

LST (X†)
Stress coping type EFC (M§)
Suicidal ideation (Y‡)

Step 1
Step 2
Step 3

X → M
X → Y
X → Y
M → Y

.151*

.505***

.485***

.134**

.023

.256

.273

 4.565*
66.925***
36.413***

LST (X†)
Self-esteem (M§)
Suicidal ideation (Y‡)

Step 1
Step 2
Step 3

X → M
X → Y
X → Y
M → Y

-.557***
.505***
.268***

-.426***

.310

.256

.381

87.813***
66.925***
59.610***

LSIR (X†)
Self-esteem (M§)
Suicidal ideation (Y‡)

Step 1
Step 2
Step 3

X → M
X → Y
X → Y
M → Y

-.294***
.446***
.303***

-.486***

.087

.195

.415

18.472***
48.553***
66.869***

*p＜.05; **p＜.01; ***p＜.001;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Mediating variable; 
LST=Life stress related to tasks; EFC=Emotion-focused coping; LSIR=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제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

한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505, p<.001). 매

개효과를 검정하는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당면과제 스트레스

와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정서중

심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β=.485, 

p<.001; β=.134, p<.01),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되었다. 자살생

각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당면과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25.6% 

(p<.001)이었으며,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투입되었을 때는 27.3 

%(p<.001)로 늘어,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개입됨으로써 자살

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당면과제 스

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는 유의한 부분매개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 

VIF 1.45, Durbin-Watson 지수 2.08이었으며, 당면과제 스

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

정을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1단계에서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557, p<.001), 2단계

에서 당면과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

한 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505, p<.001). 3

단계에서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당면과

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β=.268, p<.001; β=-.426, p<.001) 종속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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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

서 감소되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당면과제 스트

레스 단독으로는 25.6%(p<.001),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38.1%(p<.001)로 늘어, 자아존중감이 개입됨으로써 자

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부

분매개효과가 검정되었다. 

3)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 

VIF 1.09, Durbin-Watson 지수 2.07이었으며, 1단계 대인

관계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한 회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294, p<.001), 독립변

인인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검정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446, p<.001).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대

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살생

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

스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β
=.303, p<.001; β=-.486, p<.001).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

의 영향이 2단계 회귀분석보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감소되었

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을 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 단독

으로는 19.5%(p<.001),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는 41.5% 

(p<.001)로 늘어, 자아존중감이 개입됨으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일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스

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자살생각 등을 파악

하고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생활 스트레

스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 보다는 당면과제 스트레스

를 더 많이 느꼈으며 이는 일반 대학생[8]과 간호대학생[18]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결과가 일치한다. 당면과제 스트레스

를 초래하는 원인별 문제로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8] 결과와 일치한다.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초

래하는 원인별 문제로 교수와의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가족관계가 가장 높다고 한 선행연구[6,18] 결과와 차이가 있

었다. 간호대학생은 학사과정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

며 더구나 학생신분으로서 다양한 병원환경에 적응하여 실습

해야 하므로 타 대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19]. 학교

생활과 임상실습의 적응정도는 학과성적과 관련이 있으며 이

는 곧 졸업 후 병원 취업과도 연관이 있게 되므로 이러한 영역

이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6]에서 청

소년 전기에는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받

지만, 청소년 후기에는 대인관계보다 본인이 처한 당면과제, 

특히 학업이나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하위영역 

중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im[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Lee[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문제중

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중심 

대처방식과 자살생각 간에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

구[8]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극적 스트레스 대

처인 정서중심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자살생각은 각각 높아

진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스

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

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 3.62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8]의 연구결과인 평균평점 3.3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20]에서 자아존중감이 취업 스

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났으며 간호대학생들

의 취업전망이 비교적 높은 것과 관련있다고 한 것과 일치된 결

과이다.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

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8]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며 또한 선행연구[21]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자

아존중감의 간의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한 것과 일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대상자들인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은 평

균평점 1.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 나타난 결과인 1.9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선

행연구[22]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

각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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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7,22,23]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와 일치

된 결과였다. 선행연구[6]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살생

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 내용

이다. Lee[7]의 연구에서 남 ․ 녀 대학생의 정서중심 대처방식

은 자살생각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내

용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 정

서중심 대처방식보다는 적극적인 방식인 문제중심 대처방식

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살

생각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8]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자아존중

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당면과제 스트레스

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전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4]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

처방식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당면과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25.6%였고, 정서중심 대처방

식이 투입되었을 때는 27.3%로 늘어나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개입됨으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것

은 당면과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 받은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중심 대처방식은 당

면과제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가 있음을 의미한다. 

당면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당면과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25.6%였고 자

아존중감이 투입되면 38.1%로 늘어나 자아존중감이 투입됨으

로써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당면과제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당면과제 스트레

스와 함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대인관

계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19.5%, 자아존중감이 투입되었을 때

는 41.5%로 자살생각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대인관

계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받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함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간호학과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보면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살생각은 당면

과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서중심 대처방식과는 정

적상관,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상관이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적

극적인 대처방법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면

과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정서중심 대처방식

이 부분매개효과가 있고, 자아존중감은 당면과제 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당면과제 스트레스 상황

시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평

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간

호대학생의 자살생각 감소를 위해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는 스트레스 대처기법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

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에 국한한 것이므로 좀 더 일반화시

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선택범위의 확장이 요구된다.

둘째,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기법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자

아존중감 향상을 포함하는 중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자

살생각 감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매개효과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자아존중감만을 연구하였으므로 다른 심리, 사회적 변인

을 포함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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