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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between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establish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Method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203 nursing college students located in J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9.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ed the SPSS WIN 22.0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pression were analyzed using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was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averaged 2.22±0.38 points out of 4d social 

support averaged 3.83±0.59 points out of 5, emotional intelligence averaged 4.53±0.73 out of 7, and depression averaged 0.49±0.42 

points out of 2 points. The analysis results of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and depression showed that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social support (r=.287, p<.001),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r=.450, p<.001), and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r=.450, p<.001) had a positive 

correlation, but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r=-.453, p<.001),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r=-.259, p<.001), and 

dep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r=-.322, p<.001) had a negative correlation.

Conclusion: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a follow-up researches on the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t is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c data for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the future.

Key Words : depression, emotional intelligence, health promotion behaviors, social support

ǂ교신저자 : 이경임, deresa1998@hanmail.net
1)

논문접수일 : 2020년 11월 10일 | 수정일 : 2020년 12월 4일 | 게재승인일 : 2020년 12월 11일



대한통합의학회지 제8권 제4호

23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8 No.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 학생은 역량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간호 학의 교육과정은 

이론교과목과 실습교과목으로 구성되며, 실습교과목은 

교내실습과 임상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 실습 

교육은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현장에서 간호사를 직접 

관찰하면서 간호에 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전

문직 간호사로서의 사회화를 배우는 것이다(Kim & Lee, 

2017; Yoo, 2019).    

간호 학생은 다양한 임상 실습지에서 임상 간호사와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Benner, 2012). 그러나 간호 학생은 

임상 실습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눈치껏 행동하여 

배워야 하며, 이른 아침에 실습지에 가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Park 등, 2018). 이러한 여러 상황은 간호

학생에게 발생하는 감성적인 부분과 우울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사회적인 지지를 통하

여 회복되기도 한다(Yoo, 2019). 그러므로 간호 학생에

게 사회적 지지는 건강증진행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Oh & Moon, 2014). 

사회적 지지는 질병의 회복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

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및 안녕에 관련

된 중요한 개념으로 친구, 가족을 통해 사회 체계 내에

서 개인의 정서적 또는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완충 작용

을 하여 개인의 위기나 변화에 해 적응하도록 도와주

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4가지 범주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되

어 있다(Park, 1985). 사회적지지는 Kim과 Park(2019)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을 향상

하고, Yoo(2019)의 연구에서 우울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인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감성지능은 자신의 감성적 

충동을 다스리고, 상 방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다. 더불

어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인 관계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Hwang, 2012; Kim & Park, 2019). Lee(2016)의 연

구에서 감성지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고, Song과 Chae(2014)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낮고 문제 중심 처 능력이 높다고 하

였다. 

반면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감정인 우울은 학생

에서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하면 일상생활의 

할 수 없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Cho 등, 2002). 우

울은 신체 활동과 인관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

나 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마트 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2020; Kim & Hur, 2020). Byun 

등(2020)의 연구에서 우울은 분노표현, 분노억제, 분노조

절과 인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우울이 낮을수록 인

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간호 학생의 건강에 한 관심

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므로, 건강증진행위의 관련요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Lee 등, 2012). 

건강증진행위는 건강한 삶의 필수요소로 개인이 질병

에 걸릴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안녕, 자기실현, 개

인의 만족을 증가시키며, 바람직한 생활습관이나 생활양

식으로 발전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한다(Pender, 

1982). 간호 학생은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확립하여, 여

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예방

하여 간호학과 교과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임상 

간호사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Oh & Moon, 2014). 

건강증진행위에서 생활습관이나 생활양식 형성은 장시

간이 소요되므로 청소년기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호 학생은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 바람직한 건

강 행위를 주도하여 상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행위에 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 심리

적 안녕감,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였으며(Oh & Moon, 2014; Kim & Lee, 2017; 

Lee & Song, 2017; Park & Kwon, 2019), 감성지능과 관련

된 연구는 미흡하였다. 

간호 학생은 많은 학업과 실습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역량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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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의 정도

와 관계를 파악하여, 건강증진행위 간호 중재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도모

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 건강증진행위와

의 관계를 규명하고,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간호 학생이 

건강증진행위에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간호 학생의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 건강증

진행위 정도를 확인한다.

2. 간호 학생의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 건강증

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 

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

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시 소재 2개 학의 간호 학생 3, 4학년 

재학생을 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상자는 연구의 목

적을 설명 듣고,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였

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

외한 20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Walker 등(1987)이 개발하여 1996년에 

개정하고 Yun과 Kim(1999)이 번안한 HPLP-Ⅱ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

구는 인관계 9문항, 영양 9문항, 건강책임 9문항, 신체

활동 8문항, 스트레스 관리 8문항, 영적성장 9문항의 총 

52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

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건강증진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un과 

Kim(199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다.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 신뢰도(Cronbach's 

α)는 인관계 .76, 영양 .76, 건강책임 .81, 신체활동 

.81, 스트레스 관리 .69, 영적성장 .85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1985)이 개발하여 Lee(2017)에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지지 7

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

지 6문항의 총 2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96이었다.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역 신뢰도(Cronbach's α)는 정서적 지지 .89, 정

보적 지지 .88, 물질적 지지 .78, 평가적지지 .88이었다. 

3) 감성지능

감성지능 측정도구는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도

구를 Lim(2004)이 번역하여 사용한 감성지능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의 감성이해 4문항, 타인

의 감성이해 4문항, 감성의 활용 4문항 그리고 감성의 

조절 4문항의 총 16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Lim(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다. 감정 지능의 하

위 영역 신뢰도(Cronbach's α)는 자기의 감성이해 .90, 

타인의 감성이해 .90, 감성의 활용 .88, 감성의 조절 .8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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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ategory n %

Gender
Female 171 84.2

Male 32 15.8

Age

20-25 179 88.2

26-30 21 10.3

≥31 3 1.5

Grade
3rd 126 62.1

4th 77 37.9

Health

state

Good 98 48.3

Moderate 92 45.3

Not good 13 6.4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65 32.0

Moderate 117 57.7

Dissatisfaction 21 10.3

 Satisfaction with clinical

Satisfaction 52 25.6

Moderate 123 60.6

Dissatisfaction 28 13.8

Religion

Christian 32 15.8

Catholic 10 4.9

Buddhist 42 20.7

Others 2 1.0

None 117 57.6

Residential type

Live at home 114 56.2

Dormitory 17 8.3

Board oneself 67 33.0

Others 5 2.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203)

4) 우울

우울은 Beck(1967)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Lee과 Song(1991)이 번역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 3

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과 Song(1991)의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아

래와 같이 분석한다.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로 분석하였고,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감성지

능, 우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자의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상자는 203명 중 여학생 171명(84.2 %), 남학

생 32명(15.8 %) 이었다. 연령은 20세~25세 179명(88.2 

%), 26세~30세 21명(10.3 %), 31세 이상 3명(1.5 %)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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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년은 3학년 126명(62.1 %), 4학년 77명(37.9 %) 이

었다. 건강상태는 ‘좋음’ 98명(48.3 %), ‘보통’ 92명(45.3 

%), ‘나쁨’ 13명(6.4 %) 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 

65명(32.0 %), ‘보통’ 117명(57.7 %), ‘불만족’ 21명(10.3 

%) 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 52명(25.6 %), ‘보

통’ 123명(60.6 %), ‘불만족’ 28명(13.8 %) 이었다. 종교는 

무교 117명(57.6 %), 불교 42명(20.7 %), 기독교 32명

(15.8 %), 가톨릭 10명(4.9 %), 기타 2명(1.0 %)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자택이 114명(56.2 %)로 가장 많았으며, 자

취 67명(33.0 %), 하숙 17명(8.3 %), 기타 5명(2.5 %) 순이

었다(Table 1). 

2.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 정도

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4점 만점에 평균 2.22±0.38점

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83±0.59점이

었고,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4.53±0.73점이었으며, 우

울은 2점 만점에 평균 0.49±0.4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M±SD Range

Health promotion behavior 2.22±0.38 1~4

Health responsibility 1.96±0.47

Physical activity 1.95±0.54

Nutrition 2.10±0.51

Spiritual growth 2.42±0.54

Interpersonal relations 2.67±0.39

Stress management 2.19±0.45

Social support 3.83±0.59 1~5

Emotional support 3.93±0.66

Informational support 3.87±0.66

Material support 3.66±0.58

Appraisal support 3.84±0.62

Emotional intelligence 4.53±0.73 1~7

Self-emotional appraisal 5.03±1.11

Others' emotional appraisal 5.15±1.03

Use of emotional 4.62±1.08

Regulator of emotional 4.43±1.07

Depression 0.49±0.42 0~3

Table 2. Mean score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n=203)

3.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의 상관관계

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 지지

(r=.287, p<.001), 건강증진행위와 감성지능(r=.450, 

p<.001), 사회적 지지와 감성지능(r=.450, p<.001)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건강증진행

위(r=-.453, p<.001), 우울과 사회적 지지(r=-.259, p<.001), 

우울과 감성지능(r=-.322, p<.001)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는 Table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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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Health promotion 

behavior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Health promotion 
behavior

1

Social support .287** 1

Emotional intelligence .450** .450** 1

Depression -.453** -.259** -.322**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n=203)

*p<.05, **p<.01

Health 
responsib

ility

Physical 
activity

Nutrition
Spiritual 
growth

Interpers
onal

relations

Strees 
managem

ent

Emotiona
l support

Informati
onal

support

Material 
support

Appraisal 
support

Self-emot
ion

appraisal

Others' 
emotion 
appraisal

Use of
emotion

Regulator 
of

emotion

Depressi
on

Health 
responsibility

1

Physical 
activity

.637** 1

Nutrition .592** .573** 1

Spiritual growth .578** .460** .472** 1

Interpersonal 
relations

.480** .389** .321** .684** 1

Strees 
management

.534** .561** .472** .604** .484** 1

Emotional 
support

.048 .150* .052 .311** .407** .144* 1

Informational 
support

.109 .150* .115 .356** .482** .165* .893** 1

Material 
support

.134 .165* .080 .369** .382** .195** .791** .812** 1

Appraisal 
support

.107 .165* .059 .348** .395** .167* .876** .831** .783** 1

Self-emotion 
appraisal

.186** .054 .125 .302** .352** .219** .257** .249** .248** .296** 1

Others' emotion 
appraisal

.107 .045 -.007 .164* .331** .062 .342** .333** .281** .376** .529** 1

Use of emotion .402** .316** .269** .632** .428** .277** .361** .379** .336** .425** .291** .265** 1

Regulator of 
emotion

.323** .302** .161* .392** .283** .318** .203** .173* .267** .301** .407** .308** .433** 1

Depression -.282** -.319** -.292** -.472** -.360** -.381** -.251** -.224** -.269** -.227** -.270** -.075 -.347** -.218** 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ubfactor variables (n=203)

*p<.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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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건강증진행

위 간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에 한 논의는 아

래와 같다. 

본 연구 결과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은 인관계

가 가장 높았고, 신체활동이 가장 낮아, Kim과 Lee(2017)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신체활동이 낮은 것은 SNS,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여(Kim과 Lee, 2017), 

움직이거나 만나지 않아도 타인과 쉽게 소통하고 상호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 지지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

었다.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Oh와 Moon(2014)의 건

강증진행위 예측 모형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건강증진행위의 하위 영역 중 신체활동, 

영적성장, 인관계,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

역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하위 영역 

중 정서적 지지 점수가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는 가

장 낮았으며,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Kwag(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 학생 3, 4학년은 교과과정 

중 중요한 임상실습을 이수하기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실습을 하게 된다. 이때 간호 학생은 생

활하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데(Choi 

등, 2018),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생활에서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면서 물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생각된다.  

감성 지능의 하위 영역은 타인의 감성이해가 가장 높

았고, 자기의 감성이해, 감성의 활용, 감성의 조절 순이

었다. 이는 Lee(2016)의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감성지

능 중 타인의 감성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

였다. 간호 학생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상자 중심 

간호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어 일반 학생보다 타

인의 감성이해가 높은 것(Choi 등, 2018; Lee, 2016)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와 감성지능은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역에서 감성

지능의 하위 영역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Kim과 

Park(2019)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감성지능과 사

회적 지지, 회복 탄력성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감성

지능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감성지능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자

신과 타인의 감정에 해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처하며 문제

를 해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Song & Chae, 2014) 

간호사가 될 간호 학생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감성 지

능은 긍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원동력이 되므로 건강증진행위 중재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감성지능과 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감성지

능의 하위 영역 중 자기 감성이해, 감성 활용, 감성조절

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Lee(2016)의 학생

을 상으로 한 낙관성, 감성지능, 우울의 연구에서 감성

지능과 우울은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다. 우울은 정서적 위축과 무기력으로 표현

되고(Lee와 You, 2016), 이러한 감정은 성인기까지 지속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를 위해 

감성지능을 높여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은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지지에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건강증진행위의 6개 하위 영역과 사

회적지지 4개의 하위 영역에서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Bae 등(2020)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과 건강증진행위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Yoo(2019)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으면 우울을 감

소시킬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의 사회적지지와 우

울에서 나타난 부적 상관관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

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되며, 간호 학생은 과

다한 학업과 낯선 환경에서의 임상 실습으로 스트레스

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경미한 우울이라도 그 정도를 파악하

여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Kim 등(2013)의 학생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우울

인지와 건강증진행위의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증진행위 점수

는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간호 학생은 아픈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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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하고 정서적 공감을 통해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하

며, 자신의 건강도 돌보아야 하므로 청소년기부터 바람

직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건강증진행위, 사회적 지지, 감성

지능,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

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감

성지능 중 감성조절과 감성 활용을 향상하고, 우울은 감

소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건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 우울

과 건강행위증진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연구로 건강증진행위에 관계되는 여러 변

수들을 파악하여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건강증진행

위와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우울과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에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어, 향후 간호 학생을 확 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함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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