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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생은 신입생부터 진로선택과 그에 한 비과정을 통

한 학생활 응이 선행되어야 하는데(Park & Choi, 2017),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아정체성이나 가치 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와 다른 새로운 환경에 본인 스스로 결정

하고 책임지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활 응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Jung, 2005). 

간호학과 신입생들 역시 공 과정에 해 깊은 고민 없이 

성 과 상황에 맞춰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고(Park & Choi, 

2017), 이미 직업이 결정된 상태로 공에 한 탐색 시간 없

이 바로 공에 응해야 하므로 공 교과에 한 학습 부

담감은 학생활 응의 어려움을 래한다(Kim, Y. H., 201

6). 간호 학생의 학생활을 성공 으로 응시키는 것은 미

래 간호사로서의 질  역량을 강화시킴을 의미(Kim & Park, 

2014)하므로 학생활 응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

나 간호학과 신입생들은 1학년부터 과도한 학습 스트 스와 

긴장감을 경험하고(Choi & Lee, 2012), 학과 특성상 학업에 

한 부담감을 겪게 되고, 학교 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ewton, Smith, Moore, & Magnan, 2007). 따라

서 1학년부터 학생활에 성공 으로 응할 수 있도록 체계

인 방안이 마련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Oh, 2017). 

바람직한 학생활 응은 학생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

을 때, 자발 으로 행동하고 주어진 환경을 최 한 활용하는 

것으로(Hong & Kang, 2010), 자기효능감은 성공 인 학생

활 응의 요한 향요인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

다(Choi & Lee, 2012; Kim, Lee, Park, Kim, & Lee, 2016). 자

기효능감은 목표한 과업을 달성하기 해 필요한 행동을 계

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에 한 신념으로(Bandur

a, 1993),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강한 성취동기를 가지고 

도 으로 행동하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

하는 정 인 성과를 가져온다(Printrich & DeGroot, 1990). 

실제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 학생은 주어진 환경을 정

으로 해석하므로(Min & Chaung, 2006), 학생활에 잘 응 

할 수 있다. 

정 인 사고는 외 인 스트 스가 있을 때 스트 스 상

황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경험들을 조 하는 능

력을 통해 정 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Sim & Hwang, 

2013), 학교 응에 한 연구에서 같은 환경에서도 개인의 

인지  해결의 차이가 원인으로 보고되면서 정  사고를 

강조하고 있다(Goodhart, 1985). 정  사고 수 이 높을수록 

스트 스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학교생활에도 잘 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Park & Seo, 2015; Sim & Hwang, 201

3), 간호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정  사고는 주요 변수

로 나타났다(Kim, S. O., 2016).

최근 11년간 발표된 학신입생의 학교 응 련 문헌 분

석 결과 학교 응과 정  계를 보인 변수는 자아효능감, 

자기존 감, 만족, 셀 리더십, 자아, 자아탄력성, 부모애착,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2018년 2월 73

자기자비, 심리  안녕감, 회복력, 지지, 진로정체감, 의사결정

역량, 교수의 열정 등으로 나타났다(Yoo, & Kim, 2016). 살펴

본 바와 같이 정 인 사고는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요하게 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측되지만 학신입

생의 학교 응 연구에서 정  사고와 같은 정심리 특성

과의 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와 자기효

능감, 학교생활 응을 악하고 그 련성을 규명하며 간호

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간

호학과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 자기효

능감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것으

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간호 학생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정

도를 악한다.

∙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응 정도를 

악한다.

∙ 간호 학생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간의 

계를 악한다.

∙ 간호 학생의 학교생활 응에 향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 학

교생활 응 정도를 악하고, 정  사고, 자기효능감이 학

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D 역시, G 역시 소재 2개의 간호

학과 1학년 신입생으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으로 하 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 교육기   학

교 규모, 학생수, 교육환경이 유사한 학의 신입생을 선정하

고, 이  간호학과 입학  다른 공으로 학생활을 경험

한 학생은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연구 상자 수는 G*Pow

er 3.1.3 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

과 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9개로 하

을 때 최소 표본 수 166명으로 제시되어, 탈락율을 고려하여 

190명을 선정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상자 수 172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 다.  

연구의 윤리  고려

해당 학의 학과장으로부터 자료수집에 한 승인을 얻은 

후 연구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차, 익명성  자료에 

한 비 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하여도 어떤 불이익도 없음

을 설명하고 자발 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 다. 

연구 도구

● 일반  특성

일반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성별, 연령, 학교 성 , 진로 참여 경험, 간

호학과 지원동기, 공 만족도, 인 계 등으로 구성하 다. 

연령은 20세 이하, 21세 이상으로 분류하 고, 학교 성 은 

본인이 생각하는 성 정도를 ‘상’, ‘ ’, ‘하’로 분류하 다. 진

로 련 로그램 참여 경험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Yes’,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No’로 답하도록 분류하 다. 

공을 선택한 동기는 ‘본인의 의지’, ‘성 에 맞춰서’, ‘주

의 권유’로 분류하 고, 공 만족도 본인이 공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조  불만족’으로 

분류하 다. 인 계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좋음’, ‘보

통’, ‘나쁨’으로 분류하 다.

● 정  사고

정  정서는 Kim 등(2006)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까지 Likert 5  척도

로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 고, 수의 범 는 최

 18 에서 최고 90 으로 수가 높을수록 정  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 (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 Efficacy Scale, SES)를 Hong (1995)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일반  자기효능감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에서 ‘매

우 그 다’ 5 까지 Likert 5  척도로 부정  문항은 역환산

하여 계산하 고, 수의 범 는 최  17 에서 최고 85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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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Age
<20 149(86.6)

20.11±3.82
≥21 23(13.4)

Gender
Male 24(14.0)
Female 148(86.0)

Grade level
High 16(9.3)
Midium 125(72.7)
Low 31(18.0)

Career program
experience

Yes 81(47.1)
No 91(52.9)

Entrance motive
Personal willingness to major 39(22.7)
Grades 12(7.0)
Influence of significant others 121(70.3)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 38(22.1)
Satisfied 94(54.7)
Moderate 37(21.5)
Unsatisfied 3(1.7)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01(58.7)
Moderate 71(41.3)
Bad 0(0.0)

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 (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 학교생활 응

학교생활 응은 Kim (2002)이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학교 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총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의 

Likert 5  척도이며, 수의 범 는 최  20 에서 최고 100

으로 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

한다. Kim (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5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G 역시와 D 역시에 소재한 각각 1개 간호학과 1학년 학

생  자발 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상으로 자가 

보고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하 으며, 설문지 작성은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 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

공하 다. 설문지 19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부

를 제외한 총 17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SPSS 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과 정  사고, 자기효능감, 학교생

활 응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응은 t-test,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 다.

∙ 상자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 다.

∙ 상자의 학교생활 응에 향 미치는 요인은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단계 (Stepwise) 방법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일반  특성

연구 상자의 평균 연령은 20.11세로, 성별은 여학생이 148

명(86.0%), 남학생이 24명(14.0%)이었다. 성 은 ‘보통이다’ 

125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진로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81명(47.1%), 진로 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이 91명(52.9%)으로 나타났다. 공을 선택한 동기가 ‘주

의 권유’인 학생이 121명(70.3%)로 가장 많았고, 공 만족

도는 ‘만족한다’로 답한 학생이 94명(5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계는 ‘좋은 편이다’로 답한 학생이 

101명(58.7%), ‘보통이다’로 답한 학생이 71명(41.3%)로 나타

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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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s for Positive Thin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Adjustment    (N=172)

Variables Mean±SD Min Max Possible range

Positive thinking 3.67±0.49 2.67 5.00 1-5
Self-efficacy 3.40±0.54 2.24 4.94 1-5
College adjustment 3.48±0.36 2.70 4.40 1-5

Table 3.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t or F p Scheffe

Age
<20 3.49±0.36

 .58 .560
≥21 3.44±0.37

Gender
Male 3.59±0.42

1.51 .133
Female 3.47±0.35

Grade level
Higha 3.71±0.43

3.66 .028* a>b,cMidiumb 3.46±0.35
Lowc 3.44±0.36

Career program experience
Yes 3.55±0.36

2.36 .019*

No 3.42±0.36

Entrance motive
Personal willingness to major 3.49±0.40

0.19 .825Grades 3.42±0.30
Influence of significant others 3.48±0.36

Satisfaction in major

Very satisfieda 3.70±0.37

10.66 <.001 a>b,c,d
Satisfiedb 3.49±0.33
Moderatec 3.26±0.30
Unsatisfiedd 3.35±0.2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60±0.36

5.01 <.001
Moderate 3.33±0.29

* p<.05

Table 4. Correlation among Positive Thin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Adjustment (N=172)

Variables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r(p) r(p)

Self-efficacy .50(<.001) 1
College adjustment .62(<.001) .45(<.001)

상자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 

상자의 정  사고는 5  만 에 평균 3.67±0.49 , 자

기효능감은 5  만 에 평균 3.40±0.54 , 학교생활 응은 5

 만 에 평균 3.48±0.36 으로 나타났다(Table 2).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응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응은 학교 성 (F

=3.66, p=.028), 진로 로그램 참여 경험(t=2.36, p=.019), 

공 만족도(F=10.66, p<.001), 인 계(t=5.0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학교성

이 ‘상’으로 답한 학생인 경우 학교 성 이 ‘ ’과 ‘하’로 

답한 학생보다 학교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고, 진로 로그

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학교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다. 

공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학생이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답한 학생보다 학교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고, 인 계가 

좋다고 답한 학생이 인 계가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보다 

학교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정  사고,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응간의 

상 계

정  사고는 자기효능감(r=.50, p<.001)과 학교생활 응

(r=.62, p<.001)과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응(r=.45, p<.001)과 유의한 정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정  사고, 자기효능감, 그리고 일반  특성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교 성 , 진로 로그램 참여 경험, 

공 만족도, 인 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 (Step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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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 Factors on College Adjustment    (N=172)

Variables B SE β t p  F p R2 Adjusted 

R2

(Constant) 2.44 .23 10.56 <.001

44.98 <.001 .44 .43
Satisfaction in major* 3.76 .04 .50 7.79 <.001
Positive thinking 0.10 .04 .45 2.35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0.09 .03 .18 2.99  .003
Self-efficacy 0.30 .04 .14 6.68 <.001

* Dummy Variable: Satisfaction in major (0=Very satisfi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0=Good)

방식을 이용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들  

학교 성 , 공 만족도, 인 계는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

으며,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529로 자기상 이 없고, 

공차 한계와 분산 팽창 인자를 이용하여 다  공선성을 검정

한 결과, 공차 한계가 0.1 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하 으며(F=44.98, p<.00

1), 설명력은 43.6%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은 공 만족도(β=.50, p<.001), 정  사고(β=.45, 

p<.001), 인 계(β=.18, p=.003), 자기효능감(β=.14, p<.00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간호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자신의 소명감이

나 직업 정체성 등의 확립이 요하다(Kim et al., 2016). 그러

므로 간호학과 입학과 동시에 학생활에 잘 응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응에 

도움이 되고자 수행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응은 학교 성 , 

진로 로그램 참여 경험, 공 만족도, 인 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 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Choi, 2013; 

Kim, Y. H., 2016)와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 학생의 성 은 

학교생활 응에 차이를 주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성 이 낮

은 학생들에 한 학교생활 응 방안이 시 하며(Kim, Y. 

H., 2016), 학업 성취도가 학생의 학교상황에 한 일반 인 

평가로서만이 아닌 사회진출에 있어 직 인 개인의 능력 

수 을 반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Choi, 2013), 성 과 

련된 학교생활 부 응 요인을 먼  악하여 해결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한, 학생 스스로의 학습의욕 고취  학생

활에 한 만족도 향상을 통한 학교 응력 증진과 학업성취

도 향상을 한 교수자의 개별 면담과 멘토링 로그램이 필

요하다. 

연구결과 진로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학교생

활 응이 높게 나타났다. Park과 Choi (2017)는 진로교육을 

통해 학교생활 응뿐 아니라 자신감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선행연구(Lee & Kwag, 2017)에서 진로

계발은 학생활 응을 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최근 학 평가 항목에 진로 응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학마다 입학식 과 후에 진로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러나 이들 로그램은 개개인 학생의 특성과 상 없이 일률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 체 진로 교육 로그램

뿐 아니라 간호학과 특성을 고려한 학과 자체 인 맞춤형 진

로 교육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공에 만족하는 경우 학교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다. 공 만족도에 따라 학교 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Kim, Y. H., 2016; Kim et al., 

2016)와 일치하 다. 이는 공에 만족하므로 학교 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 만족도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생활 응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간호

학생들의 공 만족도를 높이기 해 학생활 공에 한 

이해를 돕는 로그램 등 간호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Kim, 

Y. H., 2016)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응은 인 계가 좋은 학

생이 학교생활 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Yang, Lee와 Park (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인 계에서 나타나는 심리  스트 스를 잘 리해야 학

생활에 잘 응해 나갈 수 있고(Kim, Kim, & Kim, 2014), 

계 형성의 어려움은 학생활 응에도 향을 미치므로(Kim, 

Y. H., 2016), 간호학과 신입생들이 인 계를 증진시키기 

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정  사고는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응과 유

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학교생활 응과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정  사고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

교생활에 잘 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2018년 2월 77

학생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2017)의 정  사고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정  사고가 학교생활 응과 정의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im, S. O., 2016)와 일치한다. 

한, 학교 응과 자기효능감이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im et al., 2016; Yang et al., 2012)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효능감과 정  사고 향상은 간호 학생의 취

업 후에도 향을 미치므로, 자기효능감과 정  사고를 증

진하기 한 로그램 용이 필요하다(Kim, 2017)는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 스를 잘 리

할 수 있는 정  사고는 학교생활 응을 향상시킬 수 있

으므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응을 해서는 자기효

능감과 정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이 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학교생활 응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

은 공 만족도이었으며, 다음으로 정  사고, 인 계, 자

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활 응이 높았던 선행연구(Kim, Y. H., 2016; Lee & Eo, 

2013; Yang et al., 2012)와 일치한다. 공 만족도는 학생활 

응에 가장 강력한 향 변인으로(Kim, 2014), 신입생들이 

공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공

과 련된 체계 인 진로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공에 

빨리 응하고 만족하는데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  두 번째로 설명력

이 높은 요인은 정  사고로, 정  사고가 학생활 응

에 직 인 향을 미친다(Park & Seo, 2015)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정 사고가 높은 사람은 스트 스 상황에서 

덜 혼란스러워하며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Seo, 2015). 그러므로 간호학과 신입

생의 정  사고 증진을 한 다양하고 구체 인 활동 로

그램을 운 한다면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

계와 자기효능감이었다. 이는 Oh (2017)의 연구에서 간호 학

생이 인 계가 좋을수록 학생활 응을 더 잘하고,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활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Yoo와 Kim (2016)의 학 신입생 학교 

응 련 문헌 분석 결과에서도 인 계가 좋을수록 학 

신입생 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 학생은 

인 계 능력이 필수 으로 요구되므로(Oh, 2017), 입학 기

부터 동아리 활동과 사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 계 경험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Lee & Nam, 2014), 교수자들

은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교우 계를 자세히 살펴 인 계

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등 원만한 인 계 형성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 목표 달성을 한 계획과 수행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인 자기효능감 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로

그램을 활용하여 정 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학교생활 

응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자 선정에 있

어 2개 학에 재학 인 간호학과 신입생을 상으로 편의 

추출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해 실시된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 신입생의 일반  특

성  공 만족도와 인 계, 정  사고,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응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나타났으며, 학교생

활 응을 4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간

호학과 신입생의 정  사고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인

계 증진을 통한 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학교생활 응

을 한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 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교생활 응의 향 요인을 제

시함으로써 기존의 학생활 응과 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입생을 상으로 한 학교생활 

응 로그램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상자

를 확 한 반복 연구를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

가 있다. 한, 본 연구결과를 반 하여 정  사고 증진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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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Freshmen in a Nursing Department*

Kim, Su-Ol1)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sitive thinking and self-esteem on school 
adaptation among freshmen in a nursing department.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172 
nursing students in the month of December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for school adaptation with positive thinking and self-esteem.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 adaptation. The model 
explained 43.6% of the variable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ositive think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trategies to increase school adaptation among freshmen in nursing departments.

Key words: Nursing, Students,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djustment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8.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u-Ol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277, Hyodeok-ro, Nam-gu, Gwangju, 61743, Korea.. 
Tel: 82-62-670-2919  Fax: 82-62-670-2058  E-mail: suolkim@gwangju.ac.kr

ntra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67.

Sim, H. S., & Hwang, K. J. (2013). The effects of self-regulatio

n ability and positive thinking on school adjustment of midd

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

ch, 23(1), 1-19.

Yang, K. H., Lee, J. R., & Park, B. N.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http://dx.doi.org/10.5977/ jka

sne.2012.18.1.005

Yoo, K. H., & Kim, J. K. (2016). A review study on adjustmen

t of college freshmen for suggesting adaptation program. Th

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8), 580-591. 

http://dx.doi.org/10.5392/JKCA.2016.16.08.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