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에 
대한 관점은 시대, 문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며[1] 자신
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
문에 사회적 환경 등의 외적 요인보다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2, 3].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기로 새로
운 환경에 적응[4], 다양한 영역의 책임과 역할의 변화로 
인해 행복에 영향을 받고 있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에 비해 엄중한 교과과정, 과도한 학업량, 엄격한 위
계질서, 낯선 상황의 임상실습[5], 국가고시의 부담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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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s on happiness. The study subjects were 316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8.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happiness and depression had negative effects 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had negative effects on happines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future, exploratory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conside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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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공 선택으로 인해 부적응을 경
험한다[6].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보다 스
트레스가 많고, 주관적 행복감이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다[6].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대학생활적응[7]과 미래의 직
업적 영역에 정적인 영향력을 끼쳐[8] 보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9]. 우울과 사
회불안은 성인기 초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로 20대 성인 초기 우울의 유병률이 3.0%이었다
[10]. 우울은 대학생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이며[4, 11, 
12],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11], 
인지, 정서 및 신체적 영역에 기능장애를 초래하거나 다
른 정신장애과도 연결될 수 있고, 심해지면 자살로도 이
어질 수 있다[13].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수준
이 289명중 중중 우울군이 35%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3]. 이러한 결과에 의해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
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요인 인 우울과 사회불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느껴지는 전반적
인 불안과 두려움으로[14]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
[15]과, 행복의 간접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6]. 대
학생의 사회불안은 낮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7]. 간호대학생은 팀 과제 
발표, 실습 평가, 디브리핑 및 임상실습 과정에서 끊임없
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과 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은 잠
재적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18, 19]. 

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의 예측 요인으로 보
고되었으나[3, 12, 15],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행복과 
관련된 변인은 스트레스, 대인관계, 전공만족도[20], 성
격 특성[21],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7] 등이 보고되었
지만,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
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울과 사회불안은 20대 
가장 빈번한 정신건강 문제이며[10], 사회불안 장애자의 
1/3 정도가 우울을 가지고 있어[14], 간호대학생의 우울
과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 행
복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
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이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우울, 사회불안, 행복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우울,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도 D시의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이며 우울이나 사회불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
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9.4를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은 중간 정도의 효과크
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2개(우울, 사
회불안)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10명, 다중회귀분석은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2개로 하였을 때 107명이 산출되었다. 모든 분석방법을 
만족하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330부를 배부하여 324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 
316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행복
행복은 Hills와 Argyle (2002)[22]이 개발하고 Choi

와 Lee (2004)[23]가 번안한 옥스퍼드 행복 설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와 Lee (2004)[23]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 본 연구는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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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우울
우울은 Spitzer, Kroenke 과 Williams (1999)[24]

이 개발하고 Park, Choi, Choi, Kim과 Hong 
(2010)[25]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어판 우울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총 9개 문항으로 2주간 경험한 우울 증
상이 ‘없었다’(0점)에서 ‘거의 매일’(3점)까지의 Likert 4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Cronbach's 는 Park 등(2010)[25]의 .81, 본 
연구는 .84이었다.

2.3.3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Watson과 Friend (1969)[26]이 개발하

고 Lee와 Choi (1997)[27]가 번안 · 타당화한 한국판 사
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Lee와 Choi (1997)[27]의 Cronbach‘s 는 
.92, 본 연구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

았으며(IRB No. SM-201806-046-2), 자료수집 기간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쉬는 시간
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자
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편의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할 것과, 언
제든지 연구 중단을 원할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였으며, 설문 응답 시간은 약 15분으로 하였다. 

2.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4.0을 이용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우울,사회불안, 행복)의 정
도는 기술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행복의 영향 요인
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4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281명(88.9%), 남학생이 35명(11.1%)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30.1%)이 가장 많았다. 학비

Catagories n (%) Depression Social anxiety Happiness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5 (11.1) 0.73±0.68 1.44
(.151)

2.90±0.64 0.87
(.383)

3.48±0.72 0.67
(.506)Female 281 (88.9) 0.60±0.48 2.82±0.51 3.39±0.51 

Grade
1st 95 (30.1) 0.56±0.46 

1.19
(.313)

2.79±0.47 
2.10

(.101)
3.45±0.50 

2.26
(.082)

2nd 76 (24.1) 0.63±0.56 2.92±0.63 3.37±0.54 
3rd 71 (22.4) 0.70±0.51 2.89±0.50 3.28±0.60 
4th 74 (23.4) 0.56±0.51 2.73±0.48 3.50±0.69 

Tuition fee No 145 (45.9) 0.56±0.48 -1.47
(.143)

2.79±0.51 -1.21
(.227)

3.46±0.53 1.67
(.096) Yes 171 (54.1) 0.65±0.53 2.86±0.54 3.36±0.55 

Major 
satisfaction

Gooda 107 (33.9) 0.45±0.43 13.93
(<.001)
a<b<c

2.69±0.48 10.07
(<.001)
a<b<c

3.63±0.54 25.48
(<.001)
a>b>c

Mediumb 178 (56.3) 0.64±0.48 2.86±0.52 3.36±0.48 
Poorc 31 (9.8) 0.96±0.70 3.15±0.54 2.93±0.50 

College life 
adaptation 

Gooda 117 (37.0) 0.43±0.42 29.75
(<.001)
a<b<c

2.58±0.45 23.79
(<.001)
a<b<c

3.68±0.48 43.98
(<.001)
a>b>c

Moderateb 181 (57.3) 0.66±0.48 2.96±0.49 3.30±0.47 
Poorc 18 (5.7) 1.30±0.62 306±0.73 2.68±0.55 

Academic 
achievement

Gooda 44 (13.9) 0.33±0.32 30.95
(<.001)
a<b<c

2.51±0.41 12.24
(p<.001)
a<b<c

3.83±0.47 28.74
(<.001)
a>b>c

Moderateb 184 (58.3) 0.53±0.46 2.83±0.48 3.43±0.50
Poorc 88 (27.8) 0.93±0.53 2.98±0.57 3.14±0.51 

Interpersonal 
Satisfaction

Gooda 154 (48.8) 0.45±0.42 25.19
(<.001)
a<b<c

2.61±0.45 33.56
(<.001)
a<b<c

3.64±0.49 36.60
(<.001)
a>b>c

Moderateb 153 (48.4) 0.73±0.51 3.02±0.49 3.20±0.47 
Poorc 9 (2.8) 1.36±0.70 3.34±0.67 2.87±0.69 

Religion Yes 143 (45.3) 0.60±0.49 0.48
(.632)

2.84±0.54 0.24
(.810)

3.37±0.56 -1.22
(.222)No 173 (54.1) 0.62±0.52 2.82±0.51 3.45±0.52 

Table 1. Difference of Depression, Social Anxiety,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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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은 필요한 경우(54.1%)가 불필요한 경우(45.9%) 보
다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보통(56.3%), 대학생활적응도
는 보통( 57.3%), 학업성취도는 보통(58.3%), 대인관계
만족도는 만족(48.8%)이 가장 많았다(Table 1).

3.2 우울, 사회불안 및 행복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0.61±0.51점, 사회불안은 

2.83±0.52점이었다. 사회불안의 하위 영역인 회피행동
은 3.01±0.56점, 불편감은 2.69±0.57점, 행복은 
3.41±0.5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Mean
±SD

Happiness Depression
r (p) r (p)

Happiness 3.41
±0.54 1 -.50 

(p<.001)

Social
anxiety

Avoidance 3.01
±0.56

-33 
(p<.001)

.19 
(p<.001)

Distress 2.69
±0.57

-.32 
(p<.001)

.35 
(p<.001)

Total 2.83
±0.52

-.34 
(p<.001)

.30 
(p<.001)

Depression 0.61
±0.51

-.50 
(p<.001) 1

Table 2. Correlation and level of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happines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전공만족도(F=13.93, p<.001), 대학생활적응도(F=29.75, 
p<.001), 학업성취도(F=30.95, p<.001), 대인관계만족도
(F=25.19,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불안의 차이에서도 전공만족도(F=10.07, p<.001), 대학
생활적응도 (F=23.79, p<.001), 학업성취도(F=12.24, 
p<.001), 대인관계만족도(F=33.56, p<.001)에서 유의하
였다. 행복은 전공만족도(F=25.48, p<.001), 대학생활적
응도(F=43.98, p<.001), 학업성취도(F=28.74, p<.001), 
대인관계만족도(F=36.6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가 불만족, 보통, 만족 순
으로 우울과 사회불안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행복은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행복 점수가 높았다(Table 1). 

3.4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행복과 우울(r=-.50, p<.001), 회피행동

(r=-.33, p<.001), 불편감(r=-.32 p<.001), 사회불안

(r=-.34,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
과 회피행동(r=.19, p<.001). 불편감(r=.35 p<.001), 사
회불안(r=.30,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Table 2). 

3.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행복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여(F=75.92, p<.001)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
을 충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91, 분산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0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은 없었다. Dubin 
Watson 값이 1.82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
성이 없었다. 분석결과는 우울(β=-.42, p<.001), 사회불
안(β=-.28, p<.001) 순으로 행복에 부적 영향으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32%였다(Table 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73 0.05 32.71 <.001
Depression -.44 0.51 -.42 -8.56 <.001

Social anxiety -.29 0.50 -.28 -5.87 <.001
Adjusted,  R²= .32, F=75.92 (<.001), Durvin watson=1.82, VIF=1.10, 
tolerance:.9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

발에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첫째, 우울, 사회불안, 행복 등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의 우울은 평균 0.61점으로 나타나 
Kim (2017)[12]의 일반대학생 0.69점보다 낮은 반면, 
본 연구와 동일하게 4점으로 구성된 Beck 우울 척도로 
의대생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13)[3]
의 결과 0.36점보다는 높게 나타나 계속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불안은 2.83점으로 Cho 등(2017)[18]의 
간호대학생 사회불안 2.98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도 높을수록 사회불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 따라서, 본 연구의 학업성취도 만
족도가 Cho 등(2017)[18]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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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불안의 하
위 영역 중 회피행동(3.01점)이 불편감(2.69점)보다 높았
는데, 이는 발표나 토론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
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회피행동을 추구하는 성향
을 보여주고 있다[28].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행복 수
준은 3.41점으로 Cho[2]의 3.52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
나, 일반대학생의 행복수준은 4.35점이었다[12].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1000시간이나 
되는 임상실습으로 인해 행복의 수준이 다소 감소 한 것
으로 여겨진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사회불안의 차이에
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 학업성
취도, 대인관계만족도 등에 유의하여, 불만족할수록 우울
과 사회불안도가 높았다. 이는 Kwon 등(2017)[11], 
Seol 과 Kim (2018)[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행복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이는 간호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고 인지하는 경우 행복 정도가 높다[9]는 결과와 일치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취업률만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
택하는 경향이 있어 전공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6].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대
학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4] 대학생의 진로나 
취업에 실제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1],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인관계만
족도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의 중요한 영
역으로 친구, 선후배, 대학 내 교수 혹은 다양한 봉사활동
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기
회 제공이 필요하다[20]. 본 연구의 차이검정을 통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가 향상 될 시 우울과 사회불안도가 감소
되고, 행복의 수준이 증가 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행복 점수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나[1, 
2, 3, 7]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추후에는 
행복과 성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행복은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여 선행연구[3, 4, 12]와 일치하였다. 행복과 사회불안 
역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에 제
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우울, 사회불안 순이었다. 이는 선행연구[3, 12]와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우울은 간
호 대상자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11]. 따라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될 미래의 간호사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관리가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에게 효
과적인 우울 중재를 위해서 체계적인 우울 선별 검사를 
통하여[3] 필요 시 언제든지 상용할 수 있는 전문 기관과 
인력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12]. 또한 우
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상황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
로 해석하는 낙관성[6], 긍정심리강화 프로그램[11]을 교
과과정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투
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은 대학생활적응과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17], 간호 교육자는 간호대학
생의 임상실습을 비롯하여 사회불안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19]. 또한 사회불안
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만족도
[10], 사회적지지[15]를 활성화하여 사회불안을 감소시
킬 필요가 있다. 아울려,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해
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외 활동에 우울과 사회불안을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학체적인 시스템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는 점과, 정서적인 주요변수를 자기보고식 으로만 측정하
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수준 파악과 행복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정보
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에 영

향요인을 파악하여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울, 사회불안이 행복에 
부적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
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우울과 사회불안을 감소
시키거나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은 간호대학생
의 행복 영향요인을 보다 다양한 요인과 환경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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