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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스트 스를 감소

하기 한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 G시의

3개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편의 추출하 으며 223명의 수집된 자료를 SPSS/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

다 회귀분석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스트 스에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 특성은 연령, 실습경험, 성별, 주거형태, 성격

과 식습 형태 학교보건실 이용경험이었다. 스트 스는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 간에 부 상 계를 나타내었

다.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요인은 식습 , 성별,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이었으며, 스트 스에 한 이들의 설명

력은 23.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기 해서 학캠퍼스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에 한 지

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운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 간호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and health perception on stress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nursing colleges 

from December 01 to December 30, 2016, and data were collected by 223 students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 of this stud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ces in stress were ag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gender, type of housing, personality and eating habits type, and experience in using the school health center. 

Str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and health perception. Factors 

influencing stress were eating habits, gender,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and health perception, and their 

explanatory power on stress was 23.1%. Therefore, to reduce the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improve the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and increase the perception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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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한국의 학생들은 입시 주의 교육환경 속에 소진한

채로 입학하여 불안한 고용시장과 취업불안으로인해

학생활 내내 과다한 스트 스 상황에놓여있는 상황이다

[1]. 특히 간호 학생은 간호사면허 취득을 한 국가고

시에 한 스트 스, 일반 교내 수업을 통한 이론교육과

정과 병원이나 보건소 등과 같은임상실습기 에서 실습

주의 교육과정 이수, 공교과목에 따른 과도한 과제

부담감, 계질서가 강한 간호문화의 체험 등 일반 학

생들과는 다른 스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2-5]. 이러한

스트 스를 잘 리하지못할 경우 학생들은 수면습 ,

운동, 식사와 같은 건강행태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6]. 간호 학생이 스트 스 리를 잘 할 경

우 학생활 응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발견하 으며, 이

에 따라 스트 스를 낮추기 한방안으로 자아탄력성이

나 회복탄력성을 높여 스트 스를 완화하는 방법[2,7,8]

이나 보건교육을 통한 스트 스 리의효과를 보고하고

있다[9,10].

최근 근린공원이나 보행 련 지역사회의 물리 환경

에 한 주 인 인식정도가 개인의건강증진에 향을

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있다[11-13]. 학캠퍼스환경

은 학습에 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을 통해 학업성취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목 이 크다고 생각한다[14]. 건

강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 이 차 커져가고 있는 상

황에서 학캠퍼스 환경이란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

시설, 부속시설 등의 건축공간과 도로, 녹지와 같은 자연

환경과 운동장, 체육시설과 같은 인공시설환경 등의 외

부공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15]. 신체활동의 효과에

한 지역사회 환경인식 연구에 비해 우울이나 스트 스,

정신 질환 유병율을 다룬 연구가 상 으로 은 편이

다[16,17]. 최근에서야 정신건강과 환경과의 체계 인 문

헌고찰을 통해 다양한 환경개선을 시도하여 정신건강과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8]. 학캠퍼

스의 환경인식은 사용자들의 생각과 정서, 신체반응과

역량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향을 미치기도 한다[15].

하지만 학캠퍼스 환경인식이 신체 , 정신 건강 측

면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고찰하거나, 스트 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재방안으로활용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이며

가장 왕성하고 건강한 생애주기에 해당하는데, 이에 비

해 건강 리의 요성을 인식하여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

하여 올바른 건강습 을 갖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한 편

이다[9]. 자신의 건강상태에 하여 깨닫고 느끼는 건강

지각은 건강행 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요한 향을 미

치게 된다. 한 건강지각은 스스로의 건강증진을

한 환경이나 습 을 변화시켜 정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요한역할을할 수있는 것이다

[19]. 그러나 학생은 건 한 문화나 건강증진을 한

행 보다 불규칙한 생활습 에 쉽게 익숙해지며 건강을

하는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사습 이나

수면습 등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건강지각이 부족하여

스트 스와 련한 신체 , 정신 건강을 당하고

있다[9,20]. 게다가 학생은 국가건강검진이란 부분에서

제도 으로 건강 리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되어 있는 실

정이므로 건강에 한 올바른 지각이 학생의 건강증진

에 매우 요한 향요인임을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

다[6,9]. 오늘날 건강에 한 지각의 요성은 매우 강조

되고 있으며, 스스로 질병 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

강 리비용을 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으나[21], 학생의

건강지각이 스트 스에 향을 주고 있는지에 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학생이 만성질환을 방하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건강

하게 유지,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신체 ,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올바른 건강지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 까지 간호 학생의 스트 스와 련한 연구는 임

상실습[22,23]이나 학업 련[24], 취업 련 스트 스[1]와

학생활 스트 스[4] 등의 변수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많았으며, 스트 스와 련된 요인으로는 성별[24], 실습

경험[4,22,25], 종교[25-27], 주거지[25-27], 성 [24], 건강

행태[4,6] 등을 살펴본 연구가 주로 많았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트 스와 연 이 있는 지역사회의

환경인식이나 건강지각에 한 선행연구는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학생의 학교환경인식이나 건강지각이 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시행

되지 않아서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 정도를 악하고, 변수들 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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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여 간호 학생의 스트 스를 리할 수 있는

건강증진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1.2 연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학캠퍼스 환경인식

과 건강지각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모색하여 건강증진 로

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상자의 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

지각의 정도를 악한다.

셋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 학캠

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의 차이를 악한다.

넷째, 상자의 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

지각의 상 계를 악한다.

다섯째, 상자의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련 요

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간호 학생이

인식한 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을확인

하고 이들 변수간의 계와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해 시행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 대상  료수집 절차

본 연구 상자는 G시에 치한 3개 간호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편의 추출하 으며, 2016년 12

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본 연구의 목 을이해하고 자

발 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학생들만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 필요한 상자

수는 G*power 3.1.5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유의수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0.95로선정하 을 때 회귀분석

일 경우 196명이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3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224부의 설문을 회수하 고 이 불완 하게

응답한 1부를 제외한 223부만을 최종분석에사용하 다.

2.3 연  도   

2.3.1 스트레스

스트 스를 측정하기 해 한국어 스트 스 측정도

구인BEPSI-K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Korean)를 사용하 다[28]. BEPSI-K는 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스트 스의외 요구에 한생각,

내 인 요구, 기 에 한 조화, 요구의 불확실성, 요구의

조율을 검증한다. 5 Likert 척도로서 ‘ 없다’는 1 ,

‘간혹 있다’는 2 , ‘종종 여러 번’은 3 , ‘거의 언제나’는

4 , ‘언제나 항상’은 5 으로써, 총 5에 가까울수록 스

트 스를 느끼지 않는 것이고 25 에가까울수록 스트

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원자료의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2 대학캠 스 환경 식

학캠퍼스 환경인식을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

[12,29]에서 나타난 도시환경에 한 주 인식의 공통

특성과 공원지각환경에 한 주 인식 평가항목을 참

고하 다. 연구자가 공원지각이나 지역사회 환경에 한

인식부분을 학캠퍼스 환경인식에 한 인식을 악하

기 한 용어로 변경하여 도구로 수정·보완한 후 지역사

회간호학 교수 2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총 3인의 문

가 타당도를 거쳐 20개 항목을 선정하 다. 학캠퍼스

환경인식의 세부항목으로는편의성 4문항, 안 과 리 3

문항, 매력-미 3문항, 활동성 3문항, 쾌 성 3문항, 친

근함- 근성 4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지표에 한 평

가는 이용자가 느끼는 정도를 4 Likert 척도를 이용하

여 평가하도록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학캠퍼스 환

경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2.3.3 건강지각

이창복[26]이 보건계열 학생에게 지각된 유익성, 지

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사회 지지를 하 항목으로

선정하여 건강지각을 악하 는데, 이는 Pender의 건강

증진모형의 주요 측정 요인을 한국형, 학생에 맞게 수

정한 도구를 찾아 재구성한 도구이다. 각 항목별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수가 높을수록 건강지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자료에서의 하 역별 Cronbach's

α는 .64∼.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8

∼.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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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적 특

일반 특성은 개인 특성과 건강행태 특성으로 구

성하 다. 개인특성에는연령, 실습경험, 성별, 종교, 주거

형태. 경제상태, 성격, 성 등 8개 항목과 건강행태 특성

은 흡연, 음주, 운동, 식사, 다이어트, 수면에 하여 평상

시 어느 정도의 빈도와 시간을 가지고 수행하는지 물었

다. 건강증진 로그램의 참석여부와 학교에서의 보건실

이용여부를 추가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4 대상  리적 고려

자료 수집 시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구하 다. 연구 상자에게 상자

의 익명성, 비 보장을 약속하 고, 설문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다. 설문

작성 시 익명성과 비 보장을 해 무기명으로 참여하

게 하 으며 설문 후 소정의 선물을 답례품으로 지 하

다.

2.5 료  

수집된자료는 연구목 에따라 SPSS/WIN 21.0 로

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 .05수 에서 분석하 다. 상

자의 일반 특성, 건강 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 편차로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과 건

강 련 특성에 따른 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 정도의 차이는 평균과 표 편차, independent

t-test 와 one-way ANOVA test로 분석하 다. 상자

의 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다.

상자의 스트 스에 미치는 향요인은 단계 다 회귀

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본 연구 상자는 총 223명으로, 평균연령은

22.65±5.37세 으며 임상실습경험은 52.9%가 있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24명(10.8%), 여자가 199명(89.2%)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87명(39.0%),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는 139명(62.3%)이었고, 경제상태가 보통 이상이라

고 응답한경우가 187명(83.9%)이었다. 본인의 성격이 외

향 으로 응답한 경우가 62명(27.8%), 내향 으로 응답

한 경우가 38명(17.0%)이었으며, 성 이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7명(79.4%)이었다. 흡연을 하는 경우는

5명(2.2%)이었으며, 한자리에서 5잔 이상의 고 험음주

군은 74명(33.2%)이었다. 식습 은 규칙 으로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75명(33.6%), 아침을 거르는 경우

가 100명(44.8%), 불규칙한 경우가 48명(21.5%)이었으며,

식습 형태는골고루 먹는 경우 120명(53.8%), 육식이나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ears)

19≤ 45(20.2)

20~24 146(65.5)

25·≥ 32(14.3)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18(52.9)

No 105(47.1)

Gender
Male 24(10.8)

Female 199(89.2)

Religion
Yes 87(39.0)

No 136(61.0)

Current
residence type

Home 139(62.3)

Others 84(33.7)

Economic
status

Upper 8( 3.6)

Middle 179(80.3)

Lower 36(16.1)

Personality

Extrovert 62(27.8)

Usually 123(55.2)

Introverted 38(17.0)

School record

Upper 29(13.0)

Middle 148(66.4)

Lower 46(20.6)

Smoking
Yes 5( 2.2)

No 218(97.8)

High-risk drinking
Yes 74(33.2)

No 149(66.8)

Eating habit

Regularly 75(33.6)

Breakfast
starvation

100(44.8)

Irregular 48(21.5)

Eating habit type

Unbalanced 58(26.0)

Evenly 120(53.8)

Mainly instant
food

45(20.2)

Exercise habits

Regularly 37(16.6)

Sometimes 39(17.5)

Never 147(65.9)

Sleep habits
(Hours)

6< 100(44.8)

7~8 81(36.3)

Irregular 42(18.9)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91(40.8)

Normal 110(49.3)

Obesity 22( 9.9)

Participation Health
Promotion Program

Yes 53(23.8)

No 170(76.2)

School Health Clinic
Experience

Yes 86(38.6)

No 13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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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주의 편식을 하는 경우 58명(26.0%), 인스턴트

주의 식사 45명(20.2%)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습 은

안하는 경우가 147명(65.9%)으로 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높았다. 수면습 은 6시간미만 100명

(44.8%), 규칙 으로 7∼8시간 수면하는 경우가 81명

(36.3%), 불규칙한 경우 42명(18.9%) 순이었으며, 체질량

지수(BMI)는 정상 110명(49.3%)에 비해 체 91명

(40.8%), 비만 22명(9.9%) 순으로 었다. 학교에서의 건

강증진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3명

(23.8%)이었으며, 학교 보건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86

명(38.6%)으로 이용겅험이 없는 경우 137명(61.4%)보다

었다(Table 1 참고).

3.2 스트레스, 대학캠 스 환경 식, 건강지각  

정도

본 연구 상자가 인식한 스트 스의 정도는 25 만

에 평균 11.61±3.64 이었으며, 학캠퍼스 환경인식

평균은 62.37±8.63 이었다. 건강지각은 평균 74.83±7.50

이었다. 하 역별 평균 수로 학캠퍼스 환경인

식을 살펴본 결과 상자들은 편의성, 안 과 리, 미

, 활동성 근성 모두 간 이상으로높게 나타났다.

건강지각의 하 역에 있어서 지각된 이익은최소 15

부터 최 25 평균 22.60±2.68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지지 19.54±3.12 , 자기효능감 18.29±3.33 , 지각

된 장애 14.39±3.9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Degree of Stress,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and Health perception

  (N=223)

Variables Min Max M±SD

Stress 5 22 11.61±3.64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23 77 62.37±8.63

Convenience 4 16 10.88±2.15

Safety and management 3 12 9.04±1.46

Charm - aesthetic 3 12 7.65±2.20

Activity 3 12 6.19±1.94

Comfort 3 12 8.24±6.19

Friendly - Accessibility 4 16 10.13±2.65

Health perception 57 100 74.83±7.50

Perceived benefit 15 25 22.60±2.68

Perceived barrier 5 25 14.39±3.95

Perceived self-efficacy 5 25 18.29±3.33

Social support 5 25 19.54±3.12

3.3 적 특 에 따  스트레스, 학 캠 스 환

경 식, 건깅지각  차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스트 스는 20세~24세

가 19세 미만보다 스트 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F=7.553, p=<.001),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2.192, p=.029).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t=-2.132, p=.034), 주거지

가 기타인 경우가 본인의 집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t=-2.073, p=.040), 내향 인 성격이 외향 이나 보통보

다 높게 나타났다(F=5.667, p=.004). 식습 형태에서는

인스턴트를 주로 먹는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보

다 높았고(F=11.273, p=<.001), 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경

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t=2.389,

p=.018). 상자의 학캠퍼스 환경인식은 19세 미만이

20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3.883,

p=.022), 식습 이 아침을 결식하는 경우가 불규칙 으로

식사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F=7.236, p=.001). 건

강지각은 내향 인 성격이 외향 이 나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다(F=15.981, p=.003)(Table 3 참고).

3.4 대상  스트레스, 대학캠 스 환경 식, 건

깅지각  계

본 연구 상자의 스트 스,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

깅지각의 상 계 정도를 악하기 해 Pearson 상

계수로 분석하 다. 스트 스는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으며(r=-.265, p=<.001), 건

강지각과도 유의한 부 상 계가 있었다(r=-.271,

p=<.001). 학캠퍼스 환경인식은 건강지각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었다(r=.258, p=<.001)(Table 4참고).

Table 4. Corelation on Stress,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and Health perception

1 2 3

1. Stress 1

2.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278** 1

3. Health perception -.271** .249** 1
** p < .001

3.5 대상  스트레스에 향  미치는 

상자의 스트 스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특성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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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스트 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명목변수는 더

미 변수처리 하 다. 연령, 실습경험, 성별, 주거지, 성격,

식습 형태, 학교보건실 이용경험 학캠퍼스 환경

인식과 건강지각을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인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단계 회귀분석에 이용하 다. 독립변수

들 간의 다 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가 1.1001～1.086으로 10보다 작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으며, Dubbin-Watson 1.815로 오차항간 독립성을 확

인하여 회귀분석분석의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

다. 회귀모형을 분석한결과 일반 특성의 변수 성별

과 식습 형태,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이 스

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식

Table 3. Differences of Stress,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and Health percep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23)

Characteristics Categories
Stress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Health perception

M±SD t/F(p) M±SD t/F(p) M±SD t/F(p)

Age(years)

19≤a 10.0±3.96 7.553**

(.001)

a<b

65.53±8.95 3.883*

(.022)

a>b

75.76±7.22
0.544
(.581)

20~24b 12.25±3.46 61.60±8.25 74.47±7.90

25·≥c 10.97±3.23 61.47±9.12 75.16±7.5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2.17±3.54 -2.192
(.029)

61.81±8.85 0.918
(.360)

74.54±8.58 0.521
(.603)No 11.11±3.67 62.87±8.43 75.08±6.40

Gender
Male 10.13±3.13 -2.132*

(.034)

63.25±12.55 0.375
(.599)

74.92±8.93 0.063
(.950)Female 11.79±3.66 62.27±8.07 74.81±7.33

Religion
Yes 12.15±3.71 1.779

(.077)

61.97±8.50 -0.562
(.575)

74.54±6.70 -0.453
(.651)No 11.26±3.56 62.63±8.73 75.01±7.98

Current residence type
Home 11.19±3.21 -2.073*

(.040)

62.42±8.34 0.918
(.920)

74.89±6.92 0.171
(.864)Others 12.30±4.19 62.30±9.14 74.71±8.41

Economic
status

Upper 11.38±3.70
2.691
(.070)

64.0±6.23
0.733
(.481)

78.63±10.49
1.067
(.346)

Middle 11.36±3.64 62.0±8.23 74.69±7.13

Lower 12.89±3.64 60.89±10.83 74.67±8.50

Personality

Extroverta 10.92±3.50 5.667**

(.004)

c<a,b

62.98±9.31
0.405
(.667)

76.19±5.98 5.981**

(.003)

c<a,b

Usuallyb 11.43±3.63 61.90±8.54 75.26±8.21

Introvertedc 13.32±3.45 62.89±8.63 71.18±6.23

School record

Upper 10.62±3.35
1.346
(.262)

62.38±7.89
0.784
(.458)

75.38±6.25
0.263
(.769)

Middle 11.69±3.72 62.80±7.97 74.92±7.45

Lower 11.98±3.52 10.88±1.61 74.17±7.50

Smoking
Yes 11.20±2.86 0.254

(.800)

62.20±11.52 0.045
(.964)

75.0±5.70 -0.053
(.958)No 11.62±3.66 62.38± 8.59 74.82±7.54

High risk Drinking
Yes 11.81±3.75 -0.580

(.562)

62.28±8.39 0.108
(.914)

75.58±7.22 -1.062
(.289)No 11.51±3.59 62.42±8.78 74.45±7.63

Eating habit

Regularlya 11.36±2.99
1.224
(.296)

61.55±8.05 7.236**

(.001)

b>c

74.89±7.50
0.05

(.951)
Breakfast starvationb 11.45±4.04 64.54±8.75 74.92±8.05

Irregularc 12.33±3.68 59.15±8.17 74.52±6.35

Eating habit type

Unbalanceda 12.53±4.0 11.273**

(<.001)

b>a,c

62.48±8.85
1.603
(.204)

75.38±9.21
2.57

(.079)
Evenlyb 10.60±3.08 63.07±8.04 75.40±6.66

Mainly instant foodc 13.11±3.80 60.38±9.70 72.58±6.87

Exercise habits

Regularly 11.16±3.25
0.502
(.606)

61.05±10.11
0.515
(.598)

74.62±7.78
0.245
(.783).

Sometimes 12.0±3.76 62.67±7.57 75.59±6.44

Never 11.62±3.71 62.63±8.52 74.67±7.71

Sleep habits
(Hours)

6< 11.77±3.24
0.767
(.466)

61.30±9.29
1.747
(.177)

75.34±7.60
0.869
(.421)

7~8 11.22±4.05 63.70±7.96 74.86±7.74

Irregular 11.61±3.64 62.37±8.63 73.52±7.50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11.21±3.64
1.90

(.152)

62.26±8.60
0.146
(.865)

75.87±7.78
1.502
(.225)

Normal 11.69±3.42 62.27±8.78 74.07±6.88

Obesity 12.86±4.50 63.32±8.50 74.27±9.01

Participation Health
Promotion Program

Yes 11.48±3.51 0.937
(.350)

61.91±9.08 0.450
(.653)

73.38±6.23 1.616
(.107)No 12.02±4.04 62.52±8.51 75.28±7.81

School Health Clinic
Experience

Yes 12.34±3.66 2.389*

(.018)

62.19±9.03 0.255
(.799)

75.62±8.31 1.251
(.212)No 11.15±3.57 62.49±8.40 74.33±6.92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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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하 다(F=13.063, p=<.001). 성별, 식습 형태,

학캠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 총 4개의 변수가 간호 학

생의 스트 스의 2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참고).

Table 5. Factor Influence Stres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2.938 2.400 9.558 .000

Gender -1.544 .698 -.132 -2.212 .028

Eating habit -1.785 .440 -.245 -4.058 .000

Perceptions of the
campus environment

1.306 .462 .171 2.827 .005

Health perception -.077 .028 -.171 -2.752 .006

R2=.231, Adjusted R2=.214, F=13.063, p<.001

4. 논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

지각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간호 학생

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높이기 한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상자의 스트 스 인식 수는 평균

11.61±3.64 으로 도구 만 의 46% 는데 이는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연구들에서 도구 만 의

46.2%~56% 범 에 있었던 결과들과 일치하 다[8,23].

일반 특성 련 독립변수들 스트 스에 유의한 차

이가있었던변수는 연령, 실습경험, 종교등으로이는선

행 연구결과와 같았다[4,22,24,25]. 주거형태, 성격과 성

의 연구결과에서 스트 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본인의 집인 경우에 비해 다른곳(기숙사, 하숙, 등)인 경

우가 스트 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유경희

[25]와 이창복[26] 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 다. 이는

주거의 안정성 부분은 학소재지에 따라 집을 떠나 하

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 성 이 낮거나 성

격이 내향성인 경우 좀 더 스트 스의 리가 필요하다

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건강행태 흡연과 음주와 스트 스와이 계를 살

펴보면, 이 두개의 변수는 스트 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차남 [4]의연구결과와 같았다. 하지만 32.0%

가 한번에 5잔 이상을 한자리에서 마시는 고 험음주자

로 나와 방형애와 임국환의[30] 연구결과인 68.4%가 반

병 이상의 폭음자이며 이 가운데 32.0%이상은 한 병 반

이상의 고도폭음자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학생들의 음주문화에 하여 일반 인 음주여부보다는

고 험 음주율에 한 연구가 후속연구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30]. 한, 식습 과 BMI 정도, 운동습 과 수

면습 이스트 스에 유의한 차이가없는 결과를 보 다.

하지만 식습 보다는 식사를 하는 형태에 따라 인스턴트

를 주로 먹는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스트

스를느끼는 수가높게나타난결과(F=11.273, p=<.001)

는 주목할만하다. 박명숙과 박경애[31]의 연구에서는 스

트 스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 과 섭식장애, 우울을

일으켜 양소 섭취량과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식습 에

따라 스트 스와의 차이가 있다는 과 스트 스에 향

을 미치는 변수로 식습 이 드러난 부분은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재방안을 모색할 때 충분히 고려할 만 하

다고 생각한다. 미국 학생들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연

구를 참고하면[31], 주요 건강문제, 건강수 건강행동

련요인 등을 악하기 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룰 개

선하기 한 학 캠퍼스 내의 건강증진 로그램의 제

공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공감

하는 바이다. 한 학 내 건강을 할 수 있는 패스

트푸드, 인스턴트 자동 매기 등을 멀리할수 있는 건

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학교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스트 스는 학캠퍼스 환경인식(r=-.265, p=<.001)과

건강지각(r=-.271, p=<.001에서 유의한 부 상 계를

보 다. 이는 학캠퍼스 환경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

신건강증진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같았다

[11]. 지역사회에서 물리 환경의 조성이 정신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9,29]는 특별히 정신 건강

증진을 해서는 근성, 활동성, 안락성을 높게 지각할

수록 정신건강이 향상되고 스트 스를 낮출 수 있게 된

다고 제안한다. 한 간호 학생의 임상실습스트 스와

심리 안녕감과의 상 계는 부 상 계를 보이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31], 심리 안녕감을 높일 수 있

는 안정된 환경조성을 한 노력과 학캠퍼스의 환경을

좋게 인식하는 노력이 매우 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

에 학은 학생의 스트 스의 감소와 건강증진을 하

여 학캠퍼스의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되도록 학교정책

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개선에

한 정책 심은 건강지각에서 요한 요소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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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로 작용될 수 있다[15,32].

건강지각은 규칙 인 식습 , 운동, 수면습 등 유익

한 건강습 이나 행태를 지속하고, 건강을 하는 흡

연이나 고 험 음주와 같은 나쁜 습 이나 행태를 구별

하여 아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15]. 올바른 습 을 지

속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요인을 악하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올바르게 수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

한 스트 스 상황에서도 인 계에서의 정 자원에

의해 지지받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요한

부분이다[23]. 그러므로 학생들이 건강지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

생이 학교생활 아 서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보건실의

이용경험과 스트 스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본 연구결

과는 학교보건실의 확보와 홍보가 매우 요하며, 학교

는 정책 으로 학교보건실에서 건강 리와 스트 스 감

소를 한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이에 반해 건강증진 로그램의 참여여부가

스트 스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은 보다 실제 이고

효과 인 로그램의 개발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으로는 성별, 골고

루 섭취하는 식습 ,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각

변수가 간호 학생의 스트 스의 23.1%를 설명하고 있

다. 박 은 외[12]의 연구결과에서 정신건강에 향을 미

치는 지각한 지역사회 환경인식요인은 39.2%이상의 설

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

과는 스트 스를 낮추기 한 방안으로환경인식의 요

성을 강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성별로 차별성 있는 건강증진 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생의 식습 에 한 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한 학생의 학캠퍼스 환경인식과 건강지

각이 스트 스에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은 정

책 으로 학캠퍼스 환경의 개선을 한미 과편의성,

활동성과 근성 다양한 요소들을고려한 학캠퍼스

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환경인식의 제고를 해 노력함이

필요하다. 한 학생의 건강지각을 높일 수 있는 다양

한 교육활동을 계획하여 지속 으로 건강증진행 를 평

가하는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 학생의 스트 스 감

소를 해 통합 인 후속 연구가 이 진다면 학생의

정신 건강증진에 큰 변화를 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는 바이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학캠퍼스 환경인식

과 건강지각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시행한 서술 조사연구이며,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증진 로그램 개발의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스트 스는 연령별, 실습경험,

성별, 주거형태, 성격, 식습 형태, 학교보건실 이용경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트 스와 학캠퍼스 환

경인식, 건강지각은 부 상 계가 있었으며, 간호 학

생의 스트 스는 성별, 식습 형태, 학캠퍼스 환경인

식, 건강지각 총 4개의 변수가 스트 스에 향요인으로

2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을 편의 표집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체 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한다. 한 학생들의 스트 스와 학

캠퍼스 환경인식, 건강지각을 확인한 연구가 많지 않아

추후 이와 련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 학생의 스트 스를 낮추

기 한 건강증진 로그램을 계획할 때 성별과 식습 을

충분히 고려하여 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과 학생의 건강지각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

인 방안모색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학은

학생이 학캠퍼스의 환경을 이용하기에 편리성, 안

과 리, 미 과 활동성을 고려한 학캠퍼스 환경정책

의 구 을 통해 학생의 건강증진을 높일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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