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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ess level and sleep type on university 
students at health series. 
Method . This research conducts a survey of 250 university students on health series.  The research 
tools were 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 about stress was measured using psycho-
logical stress questionnaire in life stress and sleep type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 of Measuring Morningness-Evening.
Result . In this study, university students 16.4% of the students were at warning. The morning 
sleep types were 55.2% in all health series university students but slee type was not in the most of 
sleep type. There were not correlation between the sleep type and stress level. 
Conclusion . It is seems to need to management of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at health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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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업을 위한 억압받은 

청소년기를 보낸 후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청소년기 동안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충

분히 분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

생이 되면서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음주

와 친구들과의 교제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 패턴

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생
활 패턴 중 특히, 수면은 불규칙적인 문제가 드

러날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수면과 불규칙적인 

생활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혼란을 주어 스트레

스를 발생 시킨다
1). 

수면은 기초적인 생리기능으로서 인간의 생활

과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 신

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의 중요한 결정 인자이기도 

하다
3).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탈진, 혼돈, 짜증, 

공격성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하며 정서적 불안정

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발생을 증가 시킨다
4).

스트레스 반응은 주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

는 자극상태가 신체나 심리, 행동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신체증상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

리 없이 지속적인 자극에의 노출은 대상자를 심

각한 병적 상태로 발전하게 할 수 있으며, 의존

적이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여 대학

생활에 불만족과 부적응을 야기시키게 된다
5). 스

트레스 반응은 주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자

극상태가 신체나 심리, 행동에 영향을 미쳐 나타

나는 신체증상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 

없이 지속적인 자극에의 노출은 대상자를 심각

한 병적 상태로 발전하게 할 수 있으며, 의존적

이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하여 대학생

활에 불만족과 부적응을 야기시키게 된다
5). 지속

적인 스트레스, 반추 수면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 

및 경계 등과 같은 요인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

가 있으므로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수면양

상의 변화는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6). 

따라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수면양상은 

건강한 대학생활의 주요한 기저가 된다고 하겠

다.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낯

선 환경에서의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국가

고시로 인한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 특
히, 임상실습의 부적응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

도를 증가시켜 수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국가고사의 준비로 인한 학업적인 스트레스는 

있으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

아서 타 전공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또
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대부분은 보건 의료 분야

의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

므로 스트레스와 수면을 통한 보건계열 학생들

의 건강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까지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 임상가로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할 수 잇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

트레스 정도와 수면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하여 보건 관련 분야의 건강한 임상가로서 

성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및 연구도구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이다. 연구도구인 설문지는 응답을 허락한 대학

생에게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250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남자가 113명, 여자가 137명이

었다. 설문지를 작성 후 즉석에서 회수하도록 하

였다. 설문 조사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설

명하고 본 연구의 자료는 학술적 목적으로만 활

용될 것이며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떠한 불

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

지 중이라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주었다. 설문지

를 응답하는 시간은 20분 가량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7문항, 스트레스 15문항, 수면양상 13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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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1999)7)
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 중 심

리적 스트레스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점수는 0점부터 3점까지 4점 척도로 범위는 0∼
45점이며, 스트레스 수준의 구분은 0∼5점은 평

균치 이하로 문제가 없는 정도, 6∼12점은 평균

수준으로 대개 직.장을 가진 성인 남녀의 평균수

준정도, 13∼19점은 주의 수준으로 평균보다 조

금 높으므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20점 이

상은 경고수준으로 위험수위이므로 상당 한 주의 

또는 의사와 상의가 필요한 정도로 분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0로 나타났다.
아침형 및 저녁형 수면 설문지(Korea 

Translation of Composite Scale of Measurer 
Morningness-Eveninges: KtCS) (Yoon et al, 
1997)8)

는 3개의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0개의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KtCS 점수는 모든 문항 점수의 합산으로 계산하

여 검사결과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55점까지 나

올 수 있다. 결과 점수를 통해 수면 유형은 강한 

아침형(46점~55점), 보통 아침형(39점~45점), 조

금 아침형(34점~38점), 조금 저녁형(29점~33점), 
보통 저녁형(22점~28점), 강한 저녁형(13점~21
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Yoon et al(1997)8)

이 한

국판으로 개발할 당시에는 신뢰도(Cronbach's α)
는 .82 였고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2.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통계 방법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유의수준 p<.05로 설정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수면유형 및 스트

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독립

표본 t 검정,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하여 알

아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3.1. 스트레스 정도 

연구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이하는 

70명(28.0%) 이었으며, 평균은 89명(35.6%), 주의

수준이 50명(20.9%), 경고가 41명(16.4%)로 나타

났다. 따라서 평균이거나 평균이하인 경우가 전

체 159명(63.6%)로 대다수의 참가 대학생들의 스

트레스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4%의 대학생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able 1).

Below standard Standard Care Warning Total
Male 34(13.6) 43(17.2) 23(9.2) 13(5.2) 113(45.2)

Female 36(14.4) 46(18.4) 27(10.8) 26(11.2) 137(54.8)
Total 70(28.0) 89(35.6) 50(20.0) 41(16.4) 250(100)

Table 1. Stress levels 

3.2. 수면 유형 

연구 참여자들의 수면유형은 조금 아침형이 

가장 많았고(47.6%), 조금 저녁형(37.6%), 보통 

아침형(7.6%), 보통 저녁형(6.8%) 순으로 나타

나서 전반적인 대학생들이 수면유형은 아침형

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3. 수면유형과 스트레스 정도 

연구 참여자들의 수면유형과 스트레스정도간

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수면유형과 스트레스 정

도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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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urnal Type Male Female Total
Modurate Morningness 10(4.0%) 9(3.6%) 19(7.6%)
Mild Morningness 69(27.6%) 50(20.0%) 119(47.6%)
Mild Eveningness 46(18.4%) 48(19.2%) 94(37.6%)
Modurate Eveningness 12(4.8%) 5(2.0%) 17(6.8%)
Severe Eveningness 0(0.0%) 1(0.4%) 1(0.4%)
Total 137(54.8%) 113(45.2%) 250(100%)

Table 2. Sleep Patterns N(%)

Modurate
Morningness

Mild
Morningness

Mild
Eveningness 

Modurate
Eveningness

Severe
Eveningness

Total

Below Standard 4(1.6) 34(13.6) 28(11.2) 4(1.6) 0(0.0) 70(28)
Standard 6(2.4) 43(17.2) 33(13.2) 6(2.4) 1(0.4) 89(35.6)
Care 5(2.0) 25(10) 17(6.8) 3(1.2) 0(0.0) 50(20)
Warning 4(1.6) 18(7.2) 16(6.4) 3(1.2) 0(0.0) 41(16.4)
Total 19(7.6) 120(48) 94(37.6) 16(6.4) 1(0.4) 250(100)

Table 3. Sleep patterns and stress levels n(%)

4. 고 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

도와 수면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이거나 평균이하인 경우가 전체 159명
(63.6%)로 대부분의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트

레스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

호대생의 스트레스 정도가 중간점수 이하라고 

한 Cha(2013)9)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

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학생

들이 산술적 평균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

를 평가하여 소수라 할지라도 높은 스트레스를 

가진 학생들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16.4%의 스트레스

에 대한 위험성을 나타낸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관심은 반드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의 수면유형을 

보면 조금 아침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

생들의 수면양상에서는 조금 아침형과 보통 아

침형이 55.2%으로 나타나서 56.88%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다고 한 Kim et al(2004)10)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보건계열 대

학생들의 수면유형은 일반 대학생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보건계열 대

학생들의 수면유형은 심한 저녁형은 0.4%로 나

타나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수면유형은 큰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계열 대학생

들의 스트레스 정도 와 수면유형과 사이에는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나 불규칙적인 수면을 유발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수면유형과 

스트레스 정도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소수의 대학생일지라도 수면과 스트

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5. 결 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

도와 수면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

여 보건 관련 분야의 건강한 임상가로서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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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16% 가량의 학생이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수면유형은 55.2%가 아침형으로 나타

났다. 즉,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나 수

면유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정도와 수면유형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예비 보건전문 임상가인 보건계열 대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상보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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