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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G시에 위치한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받아 247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2.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과 순 상관관계를 보
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59.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앞으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한 대처하고 적응하면
서 전문직 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에서부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지
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활용한 자아탄력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간호대학생,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o ego-resilience. In 
this study, 247 data was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of G-city in South Korea from Sep. 2016 to Nov. 
2016,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2.0 Statistics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self-esteem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of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Both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 to ego-resilience with the 
explanation power of 59.2%. It is necessary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from college education to cope and adapt to various stress situations experienced in the clinical field, and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ego-resilience improvement program using self-esteem and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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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 환경의 변화로 보건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대상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

스의질향상에초점을두고역량있는전문직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대

학에진학하면서간호사라는직업이결정되기때문에핵

심 역량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서의간호교육이무엇보다중요하다[1]. 또한간호대학생

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KAB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에서

는간호교육커리큘럼에대한적절성은물론인문사회과

학관련교과목비율유지, 임상실습시간충족, 임상실습

지도인원제한등다양한항목에대한평가를통해간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자체적으로도시뮬레이션교육을기반으로한간호

실무능력 향상,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경험제공등의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이러

한노력에도불구하고많은간호대학생은전공이론교과

목 학습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2], 학

기 중 전공이론 교과목 학습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병행

해야하는부담감과국가고시준비로인해적지않은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4].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된이후에도급격하게변화하는임상상황과 3

교대업무, 다른전문의료직종들간의대인관계문제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적

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평균 이직률은 16.9%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신규간호사 이직률은 33.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규발령 직후 이직이 11.9%, 발령 부서

에서의 현장 교육이 진행되기 전 이직이 13.1%, 부서현

장 교육 중 이직하는 비율이 3.4%로 실질적인 간호업무

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직하는 비율이 28%를 넘어서고

있다[5, 6]. 이렇게 신규간호사가 전문직 간호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이

직하게되면서질높은간호서비스제공이어렵고병원

내 간호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

키게 되었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통해 융통성 있게 반응

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루는 능력을 의미한다[7]. 일반

적으로자아탄력성이높은사람은상황에따라달라지는

긴장, 인내의 수준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 낯선 상황에

서변화하는상황적요구들에유연하게반응하여성공적

인적응이가능해진다[8]. 이러한이유로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제기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9],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과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변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며[10], 예기치않은임상상황속에서뛰어난문제해

결능력을 발휘하게 한다고 하였다[11].

자아탄력성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임상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역량 있는 전문직 간

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

라간호사의이직이도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므

로[12] 대학교육내에학생의자아탄력성향상을위한노

력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

을 중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

각하는 것을 의미하며[13],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람직

한기대결과를얻는데필요한행동을성공적으로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14].

그동안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원만한 대학생활과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거론되면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

행되어 왔으며, 선행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과자아존중감, 직업자기효능감이높은상관관계가있는

것으로나타났다[15]. 이를바탕으로스트레스상황에서

성공적적응을가능하게하는중요한요소인자아탄력성

에[8] 자아존중감과자아효능감이미치는영향을확인해

보고자하였다. 더욱이자아탄력성의경우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공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이 연구 되었을 뿐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9, 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있

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다양

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도록 돕는[17]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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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

아탄력성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자기효

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확인한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

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4)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

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연구는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G시에위

치한 4년제간호학과학생을임의표집하여자료를수집

하였으며, 자료수집시대상자에게본연구의목적을충

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였다. 설문작성은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

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가설문작성을원하지않는경우

언제라도철회가가능하다는내용과연구자료의익명성

과비밀보장에대해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동의한대

상자로부터총 291부의설문지가수거되었으며, 이 중일

부 문항의 응답이 누락되어 있는 설문지 44부를 제외한

247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학업성적, 간

호학과선택동기, 교우관계로구성된 8개문항을조사하

였으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측정하였

다. 본연구에서사용된구체적인연구도구는다음과같다.

2.4.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3]가개발한자아존중감척

도를 Kim[18]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도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대한 5문항과부정적자아존중감에대한 5

문항으로구성된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

가높을수록자아존중감이높음을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도구의 신뢰도는 Kim[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다.

2.4.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14] Sherer와 Maddux[19]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Self Efficacy Scale, SES)를 Hong[20]이번안한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일반적 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효능감 6문항으

로구성된총 23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높을

수록자기효능감이높음을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신

뢰도는 일반적 효능감 Cronbach’s α=.86, 사회적 효능감

Cronbach’s α=.70이었고 Hong[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7이었다.

2.4.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Klohnen[7]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go Resiliency Scale, ERS)를 Park[21]이 번안한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

성도구는자신감, 대인관계효율, 낙관적태도, 감정통제

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신감 9문항, 대인관

계효율 8문항, 낙관적태도 10문항, 감정통제 2문항의총

29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Park[21]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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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음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

석하였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간의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자아

존중감, 자기효능감이자아탄력성에미치는영향은다중

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자가 221명

(89.5)으로 남자 26명(10.5%)보다 많았다. 학년별로는 1

학년이 53명(21.5%), 2학년이 60명(24.3%), 3학년과 4학

년이 각각 67명(27.1%)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들이 느

끼는주관적건강상태의경우건강하다고느끼는경우가

152명(61.5%)로 가장많았고건강하지않다고느끼는경

우가 9명(3.6%)이었다. 또한 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학

업성적 정도는 보통이라 응답한 경우가 163명(66.0%)으

로 가장 많았으며,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27명(10.9%),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57명(23.1%)이었다. 간호학과 선

택 동기에 대한 문항에서는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 응답

한경우가 96명(38.9%)로 가장많았으며, 적성에따라선

택한경우가 84명(34.0%), 부모님의권유가 35명(14.2%),

성적에맞추어선택했거나기타이유가각각 16명(6.5%)

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만족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통

이라고응답한경우가 129명(52.2%)로 가장많았으며, 만

족 90명(36.4%), 매우만족 11명(4.5%), 불만족 17명

(6.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는 매우 좋다 59명(23.9%), 좋다 114명(49.2%),

보통 69명(27.9%), 나쁘다 5명(2.0%)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 정도

대상자의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정도를

살펴본결과자아존중감은평균 3.72±.598점이었으며, 자

기효능감은 평균 3.21±.371점으로 하위 항목에서는 사회

적 효능감(3.06±.494점)보다 일반적 효능감(3.26±.421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3.38±.518

점으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 낙관적 태도, 감정통제로

구성된 하위항목에서는 감정통제가 3.27±.870점으로 가

장 낮았으며, 낙관적 태도가 3.48±.55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6 (10.5)
Female 221 (89.5)

Grade

Freshman 53 (21.5)
Sophomore 60 (24.3)
Junior 67 (27.1)
Senior 67 (27.1)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52 (61.5)
Moderate 86 (34.8)
Unhealthy 9 (3.6)

Academic Record
Good 27 (10.9)
Fair 163 (66.0)
Poor 57 (23.1)

Select Motive of
Nursing

Test Scores 16 (6.5)
Aptitude 84 (34.0)
Employment 96 (38.9)
Parents 35 (14.2)
Other 16 (6.5)

Peer Relation

Very Good 59 (23.9)
Good 114 (46.2)
Fair 69 (27.9)
Poor 5 (2.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47)

Variables M±SD Min Max
Self-Esteem 3.72±.598 1.60 5.00
Self-Efficacy 3.21±.371 2.17 4.09
General Efficacy 3.26±.421 2.00 4.29
Social Efficacy 3.06±.494 1.50 4.00

Ego-Resilience 3.38±.518 2.14 4.83
Confidence 3.37±.594 2.00 4.89
Efficacy of
Interrelationship

3.30±.668 1.63 5.00

Optimistic Attitude 3.48±.558 2.30 4.80
Emotional Control 3.27±.870 1.50 5.00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N=24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자아탄력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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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자아존중감과자아탄력성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

타났으며,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느

끼는경우보다자아존중감(F=8.305, p<.001) 및자아탄력

성(F=15.057,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 스스로 성적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F=3.435, p=.034), 자기

효능감(F=4.181, p=.016), 자아탄력성(F=10.756, p<.001)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않았으나간호학과선택동기에따라자기효

능감(F=3.036, p=.018)과 자아탄력성(F=5.242, p<.001)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우관계가 매우 좋다고 응

답한 경우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F=8.509, p<.001)이 높았고, 교우관계가 보통 혹은 좋지

않은 경우보다 자아탄력성(F=15.660, p<.001)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F=2.733, p=.044)<Table 3>.

3.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의 상관관계

대상자의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478,

p<.001), 자아탄력성(r=.689, p<.001)과순상관관계를보

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r=.622, p<.001)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Variables
Self Esteem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r(p) r(p) r(p)
Self Esteem 1
Self Efficacy .478(<.001) 1
Ego Resilience .698(<.001) .622(<.001) 1

<Table 4> Correlation among Self-Esteem, Self- 
Efficacy and Ego-Resilience 

(N=247)

Variables
Self-Esteem Self-Efficacy Ego-Resilienc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 SD
t/F(p)
Scheffe

Gender
Male 3.71±.68 -0.162

(.872)
3.34±.34 1.914

(.057)
3.46±.42 0.842

(.400)Female 3.73±.59 3.19±.37 3.37±.52
Grade

Freshman 3.73±.56
0.519
(.670)

3.24±.36
0.274
(.844)

3.47±.56
1.920
(.127)

Sophomore 3.77±.54 3.22±.34 3.41±.50
Junior 3.65±.61 3.20±.38 3.26±.49
Senior 3.76±.65 3.18±.39 3.41±.49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a 3.84±.62 8.305

(<.001)
a>c

3.24±.37
1.148
(.319)

3.52±.51 15.057
(<.001)
a>c

Moderateb 3.55±.51 3.16±.37 3.19±.46
Unhealthyc 3.40±.42 3.15±.24 3.01±.31

Academic Record
Gooda 3.95±.63 3.435

(.034)
a>c

3.35±.32 4.181
(.016)
a>c

3.69±.44 10.756
(<.001)
a>bc

Fairb 3.74±.58 3.22±.37 3.41±.51
Poorc 3.59±.59 3.11±.34 3.16±.47

Select Motive of Nursing
Test Scoresa 3.69±.44

2.021
(.092)

3.17±.23

3.036
(.018)

3.36±.33

5.242
(<.001)

Aptitudeb 3.87±.56 3.29±.37 3.58±.52
Employmentc 3.63±.65 3.17±.38 3.29±.51
Parentsd 3.68±.58 3.07±.34 3.19±.52
Othere 3.66±.51 3.33±.34 3.37±.36

<Table 3> Degree of Self-Esteem,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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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자아탄력성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 .772, VIF 1.296으로 나타나 공차한계 0.1

이상, VIF 10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결과 d=1.921로 2에 가까

운수용기준에부합하여잔차의자기상관성에문제가없

음을 확인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산출된 회

귀모형의모형적합도가적절하였으며(F=179.333, p<.00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β=.520, p<.001), 자기효능감

(β=.373, p<.001)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된 R2은 .592로 확인되어 이들 변인들은 자아탄력성에

대해 59.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 p

Self Esteem .450 .040 .520 11.210 <.001

Self Efficacy .520 .065 .373 8.054 <.001

R2=.595, Adj. R2=.592, F=179.333, p<.001

<Table 5> The Effects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Ego-Resilience 
of Subjects

(N=247)

4. 논의
의료과학기술의발달과의료기관의첨단화및경쟁관

계 속에서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량 있는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역량있는전문직간

호사에게필요한자아존중감및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정도를파악하고자아탄력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

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3.38점으로 동

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조사

한 Kim과 Lee[16]의 연구 3.38점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

와 Park[22]의 연구 3.44점 보다는약간낮았으며, 고등학

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조사한 Jo와

Lee[23]의 연구 2.91점보다는높았다. 자아탄력성은일반

적, 보편적인 적응기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

는 발달과정이라는 점과[24] 연령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1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고

등학생 보다 연령이 높은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경험이자아탄력성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생

각되나 본 연구 결과 학년별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없었

으며, 임상실습 경험을 기준으로 간호 대학생의 자아탄

력성을 비교한 연구가 없어 추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여겨진다.

자아탄력성하부항목의경우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

조사한선행연구결과들과동일하게낙관적태도항목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통제 항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22].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향후 임상현장

속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하부항목 중 감정통제

항목이여러연구에서낮게나타는결과를미루어볼때

간호대학생의 감정통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여 지며, 임

상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간

호대학생의 감정통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

에 따라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

우건강하지않다고느끼는경우보다자아존중감과자아

탄력성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Lee와 Kim[25]의 연구에

서주관적건강상태에따라자아탄력성에유의한차이를

보인 결과와 Jeong과 Kwon[26]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정신건강에좋지않는영향을미친다는결

과로설명할수있다. 또한스스로성적이높다고응답한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 자

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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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존중하고가치있는사람으로지각하는자아존중감

이나목표성취에대한자신의능력에대한신념이라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 여겨진다.

비록사후분석에서뚜렷한차이가나타나지는않았으

나간호학과를선택한동기에따라자아탄력성에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적성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한경우가부모님의권유나취업률을고려하여학과

를 선택한 경우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았다. 이는 간

호학과 입학 동기가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

생의 자아탄력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Chae[27]의

연구와적성에맞추어간호학과에지원한경우자아탄력

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9, 27, 28] 자아탄력성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적성

을올바르게파악하지못하고미래를건설적으로설계하

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 진다. 최근 대학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상대적으로취업률이높은간호학과를선택하여입학

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으나학생들의진로결정시적

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낮은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대

학생활 적응은 물론 향후 임상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

어려움을겪게된다. 또한이러한부적응은다시이직과

사직으로이어져간호사부족이라는사회문제를불러일

으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

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교우관계에서는교우관계가매우좋다고응답한경우

나쁘다고응답한경우보다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가

좋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자아탄력성 점수가 높다

는 선행연구결과와 이 유사한 것으로[9, 28] 자아탄력성

이높은사람일수록스트레스와갈등상황에서긍정적의

미를 찾으려 노력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

[29] 인간관계에서발생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관계를살펴본결과변수간순상관관계

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이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

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가 부

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자기효

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r=.757,

p<.001)를 나타낸 Kim과 Lee[16]의 결과로 설명이 가능

하다.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들은 높은 자신감과 자아존

중감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

레스 상황에 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30] 간

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가탄력적이면자신의정서를적절하게표현하고

인지적 능력 또한 우수해 직면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

결하는경향이있어[17] 향후핵심역량을갖춘간호사로

성장하는데자아탄력성은반드시필요한요인이라할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운영뿐만아니라이를교육과정에연계

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자아탄력성으로 인해 영향 받는 요

인들에 대한 진행되어온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아탄력성

에미치는영향요인을파악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일개지역에거주하는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연

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

계점이 있으므로 특정지역 간호대학생에 편중되지 않도

록표집범위를확대한연구와자아존중감및자기효능감

을고려한자아탄력성증진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효

과 규명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정도를파악하고변수간의관계를규명하여

자아탄력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였다. 연구결

과 자아탄력성은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학

업성적정도, 간호학과선택동기, 교우관계에따라차이

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

아탄력성은 서로 유의한 순 상관계관계가 있었다. 또한

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자아탄력성의 유의한 예측요

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앞

으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

황을적절한대처하고적응하면서전문직간호역량을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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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대학교육에서부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을증진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여겨지며, 자아존중감

과자기효능감을활용한자아탄력성향상프로그램개발

과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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