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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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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easure the correlations among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college located in the B city.
 Method : 268 students enrolled in the nursing college located in the B city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from the 1st May 
2016 to the 31st May 2016. SPSS 18.0 was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to calculate th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In addition,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 : The result of the average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measured to be 2.41±0.57, 3.59±0.50 and 3.56±0.57 respectively. The sleep quality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applied to the health status(F=4.46, p=.012). The depression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applied to the living with parents(t=-2.18, p=.030)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F=8.62, p=.000). The 
department satisfaction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applied to the grade(F=3.45, p=.017), personality(F=3.46, 
p=.033), and reason for applying for their department(F=2.49, p=.044).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s among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leep quality indica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epression(r=-.528, p=.000)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epartment satisfaction(r=.144, p=.018). The depression 
indica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epartment satisfaction(r=.119, p=.051).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replication research by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research sub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tial on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department 
satisfaction in order to develop a program capable of enhancing the sleep quality and decreasing the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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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활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본격적으

로 준비하는 시기로서 진리탐구와 인격성숙을 도모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하

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이다(강지숙과 

황은희, 2014). 하지만 우리나라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대

학생활의 과도기적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의 학과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성적 부진 및 

학업도중에 탈락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조정애와 

김정선, 2016). 특히 간호학과는 환자관리에 있어 중추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신입생 

때부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필요한 역할과 전문능력

을 함양해야 한다(김경남, 2015). 하지만 상당수의 간호

대 재학생은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학습량, 엄중한 행

동규범,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의 실습수행, 간호사 국가

시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의 노출로 인해 다른 전공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유

수정 등, 2014), 이는 간호학과에 대한 흥미를 잃고 적응

하지 못하는 심적 갈등을 겪게 되며,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고(정점숙 등, 2014), 대학 졸업 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하는 도전이나 요

구에 직면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행동반

응으로 나타나는 긴장상태를 말하며(Delongis 등, 1988),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간호대 재학생의 수

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Veldi 등, 2005). 수면은 인간의 

필수적인 삶의 영역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시키고 심리

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생활 행동 양

상이다(Foreman & Wykle, 1995). 선행 연구에서 대학생

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 수면관련 문제가 다양하게 증

가하고 있는데(김경희와 윤희상, 2013), 수면의 질이 저

하되면 집중력 저하, 피로, 졸음, 공격성, 불안, 우울 등

을 초래하며(Shiaki 등, 2009), 정신․생리적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주어 단기적 기억력 장애, 의사결정 부족, 학업능

력에서 부조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조정애와 김정선, 

2016). 특히 상당수의 간호대 재학생은 불면증을 호소하

고, 낮은 수면의 질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강지숙과 황은희, 2014). 

또한 보건복지부(2011)의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 

우울증은 18-29세에 발병률이 가장 높았고, 미국 대학보

건 협회(The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의 국립

대학 건강평가(The 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2009)에 의하면 대학생의 60.2%가 지난 1년 동안 매우 

슬픔 적이 있었고, 29.6%는 너무 우울해서 정상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은 간호대 재

학생의 정신문제 중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는데(양승

희, 2001). 대학시기에 경험하는 우울은 성인기까지 지속

될 가능성이 높고(유수정 등, 2014), 이러한 우울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곤란을 야기하거나 극단적인 자

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울 예방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정진숙과 김갑숙, 2010). 

학과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의 

산물을 의미하며(김계현과 하혜숙, 2000), 자신이 현재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직업에 대

한 기대와 일치한다면 학과만족은 높아진다(김덕진과 이

정섭, 2014). 하지만 간호대 재학생이 학과에 대한 만족

이 저하되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업이 계속 이

어져도 향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전문

직관을 형성하게 되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정애와 김정선, 2016). 

간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에 대한 선행 연

구에서 자아탄력성, 간호전문직관이 학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김덕진과 이정섭, 2014; 조정애와 김정선, 2016), 

자아존중감(정미현과 신미아, 2006), 자기효능감(김경남, 

2015)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면의 질

과 우울, 학과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

악하여 간호대 재학생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

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재 방안 모

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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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 재학

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훈련받은 연구보조자 3명에 의해 2016년 5

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

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20-25분가량 소요되

었으며, 배부된 300부 중 280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불성

실한 12부를 제외한 26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은 이혜련(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불충분한 수면으로 인한 주간 기능장애 

12개 문항, 수면 후 회복 4개 문항, 잠들기 어려움 4개 

문항, 일어나기 어려움 3개 문항, 수면 만족도 3개 문항, 

수면 유지의 어려움 2개 문항으로 총 6개 구성요소, 28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거의 그렇지 않

다’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수면의 질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

발 당시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9이였다.

2)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도구를 

기초로 전겸구 등(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척

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 5점 척도로 

지난 한달 동안 경험한 우울 증상의 빈도에 따라 ‘전혀 

없었다’1점에서 ‘많이 있었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784 이였다.

 

3)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Illinois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김계현과 하혜숙(2000)이 수정․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교만족 7개 문항, 일

반만족 7개 문항, 인식만족 5개 문항, 교과만족 5개 문

항, 관계만족 3개 문항으로 총 5개의 하위영역, 27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계

현과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92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898이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

도 비교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으며, Scheffe 사

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 과

1.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가 2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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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범위는 18세에서 

52세까지였고, 그중에서 21-30세가 181명(67.5%)으로 가

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 64명(23.9%), 2학년 99명(36.9%), 

3학년 80명(29.9%), 4학년 25명(9.3%)이었다.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은 179명(66.8%)이었으며, 용돈은 만족 180

명(67.2%) 이었다. 종교는 없음 167명(62.3%)이었다. 건강

상태는 건강함 115명(42.9%), 보통 109명(40.7%), 건강하

지 않음 13명(4.9%)이었다. 친구 관계는 좋음 155명

(57.8%), 보통 109명(40.7%), 나쁨 4명(1.5%)이었다. 성격

은 외향적이다 62명(23.1%), 중간이다 162명(60.4%), 내향

적이다 44명(16.4%)이었다. 학과지원 동기는 고교 성적을 

반영하여 19명(7.1%), 부모와 주변의 권유로 68명(25.4%), 

취업이 잘 되어 74명(27.6%), 적성과 흥미가 있어 74명

(27.6%), 전문직이어서 33명(12.3%)이었다(표 1).

2.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정도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은 평균 2.41±0.57점(점수범

위: 1-5)이었고, 우울은 3.59±0.50점(점수범위: 1-5)이었다. 

또한 학과만족도는 3.56±0.57점(점수범위: 1-5)이었다(표 2). 

3.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차이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은 건

강상태(F=4.46, p=.012)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

한 학생(3.51±0.44)이 건강하지 않은 학생(3.13±0.70)보다 

수면의 질이 높았다.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우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t=-2.18, p=.030), 친

구관계(F=8.62, p=.0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친구

관계가 좋은 학생(2.32±0.50)이 보통(2.51±0.63)보다 우울 

점수가 낮았고, 보통(2.51±0.63)이 나쁜(3.26±0.25) 관계보

다 우울 점수가 낮았다.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학

년(F=3.45, p=.017), 친구 관계(F=4.39, p=.013), 성격

(F=3.46, p=.033), 학과지원 동기(F=2.49, p=.044)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은 1학년(3.40±0.55)보다 3학

년(3.69±0.60)이 높았고,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3.63±0.54)

이 점수가 높았고, 성격은 외향적(3.72±0.54)인 경우가 

점수가 높았으며, 학과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있는 

경우(3.72±0.56) 점수가 높았다(표 3). 

구분 특성 빈도(%)
성별 여자 231(86.2)

남자 37(13.8)
연령 20세 이하 59(22.0)

21-30세 181(67.5)
31-40세 16(6.0)

41세 이상 12(4.5)
학년 1학년 64(23.9)

2학년 99(36.9)
3학년 80(29.9)
4학년 25(9.3)

부모와 함께 거주 예 179(66.8)
아니오 88(32.8)

용돈 만족 180(67.2)
불만족 88(32.8)

종교 있음 101(37.7)
없음 167(62.3)

건강상태 건강 115(42.9)
보통 140(52.2)

건강하지않음 13(4.9)
친구관계 좋음 155(57.8)

보통 109(40.7)

표 1.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 (N=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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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성 빈도(%)
나쁘다 4(1.5)

성격 외향적 62(23.1)
중간 162(60.4)

내향적 44(16.4)
학과지원동기 고교성적 19(7.1)

부모와 주변 권유 68(25.4)
취업 74(27.6)

적성과 흥미 74(27.6)
전문직 33(12.3)

표 1.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 (계속) (N=268)

항목 점수(M±SD)
수면의 질 2.41±0.57

우울 3.59±0.50
학과만족도 3.56±0.57

표 2.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정도 (N=268)

구분 특성 빈도(%)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성별
여자 231(86.2) 3.45±0.48 0.73(.467) 2.40±0.56 -0.99(.322) 3.56±0.57 0.34(.734)
남자 37(13.8) 3.38±0.44 2.50±0.65 3.53±0.60

연령

20세이하 59(22.0) 3.55±0.46

1.75(.158)

2.32±0.54 1.75(.158) 3.46±0.46

1.86(.138)21-30세 181(67.5) 3.40±0.48 2.42±0.59 3.56±0.60
31-40세 16(6.0) 3.35±0.44 2.68±0.49 3.82±0.57

41세이상 12(4.5) 3.49±0.45 2.47±0.39 3.64±0.61

학년

1학년a 64(23.9) 3.47±0.48

1.96(.121)

2.48±0.56 1.91(.129) 3.40±0.55
3.45(.017)

a<c
2학년b 99(36.9) 3.50±0.46 2.31±0.52 3.54±0.55
3학년c 80(29.9) 3.38±0.41 2.45±0.56 3.69±0.60
4학년d 25(9.3) 3.28±0.65 2.52±0.75 3.63±0.49

부모와 함께 거주
예 179(66.8) 3.44±0.47

0.43(.667)
2.36±0.58

-2.18(.030)
3.51±0.57 -1.95

(.052)아니오 88(32.8) 3.42±0.48 2.52±0.55 3.66±0.56

용돈
만족 180(67.2) 3.47±0.47

1.53(.128)
2.39±0.55

-1.09(.277)
3.57±0.60

0.54(.592)
불만족 88(32.8) 3.37±0.48 2.47±0.61 3.53±0.50

종교
있음 101(37.7) 3.43±0.49

-0.14(.889)
2.37±0.57

-0.86(.393)
3.60±0.54

0.88(.381)
없음 167(62.3) 3.44±0.47 2.43±0.57 3.53±0.50

건강상태

건강a 115(42.9) 3.51±0.44 4.46(.012)
a>c

2.32±0.56
2.70(.069)

3.60±0.51
0.65(.524)보통b 140(52.2) 3.41±0.47 2.48±0.56 3.52±0.58

건강하지않음c 13(4.9) 3.13±0.70 2.51±0.69 3.60±0.94

친구관계

좋음a 155(57.8) 3.50±0.46
2.42(.090)

2.32±0.50 8.62(.000)
a<b<c

3.63±0.54
4.39(.013)보통b 109(40.7) 3.36±0.48 2.51±0.63 3.48±0.60

나쁘다c 4(1.5) 3.36±0.70 3.26±0.25 2.99±0.17

성격

외향적 62(23.1) 3.41±0.52
0.33(.718)

2.43±0.60
0.79(.457)

3.72±0.54
3.46(.033)중간 162(60.4) 3.46±0.44 2.38±0.55 3.53±0.54

내향적 44(16.4) 3.41±0.53 2.50±0.60 3.45±0.65

학과지원동기

고교성적 19(7.1) 3.42±0.58

0.89(.469)

2.52±0.54

0.69(.600)

3.41±0.44

2.49(.044)
부모와 주변권유 68(25.4) 3.43±0.44 2.46±0.56 3.47±0.49

취업 74(27.6) 3.43±0.46 2.33±0.60 3.50±0.65
적성과 흥미 74(27.6) 3.50±0.47 2.40±0.57 3.72±0.56

전문직 33(12.3) 3.32±0.53 2.46±0.55 3.61±0.57
a,b,c,d : Scheffe test

표 3.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면의 질, 우울, 학과 만족도의 차이 (N=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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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간 상관

관계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면의 질은 우울(r=-.528, p=.000)

과 음의 상관관계, 학과만족도(r=.144, p=.018)와는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우울은 학과만족도(r=.119, p=.051)

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표 4).

                                                                          

항목
수면의질 우울 학과만족도

r(p) r(p) r(p)
수면의 질 1 -.528(.000) .144(.018)

우울 -.528(.000) 1 -.119(.051)
학과만족도 .144(.018) -.119(.051) 1

표 4.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 학과만족도의 상관관계 (N=268)

Ⅳ. 고 찰

본 연구는 B시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

과만족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간호대 재학생 중 남학

생이 13.8%로 점차적으로 남학생의 입학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취업을 위해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서 학과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각 각 27.6%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정애와 김정선(2016), 

김경남(2015), 강지숙과 황은희(2014)의 연구 결과와 유

사하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황으로 취업이 어

려워지면서 졸업 후 상대적으로 취업이 수월한 간호학과

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정도는 평균 평점 2.41± 

0.57점(척도범위 1-5), 건강상태(F=4.46, p=.012)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한 학생(3.51±0.44)이 건강하지 않

은 학생(3.13±0.70)보다 수면의 질이 높았다. 수면의 질

정도 선행연구에서 강지숙과 황은희(2014) 6.65±2.14점, 

김경희와 윤희상(2013) 7.3±2.45점, 이화인(2008) 2.71± 

0.50점으로 간호대학생의 수면의 질이 대체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혜련(2005)의 연구에서 성인 초기군의 

수면의 질과 관련된 요인으로 건강한 군보다 건강하지 

않은 군에서 수면의 질이 나쁘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또한 이원준과 최현주(2011)의 연구에서 수

면의 질이 성별에 유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대 재학생은 수업과 실습으로 다른 전공학

생보다 동일 기간 학업량이 많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취

업에 따른 학점관리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경희와 윤희상, 2013). 이러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채영란 등, 2014), 수면의 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새로운 정보의 기억, 학업 성취 수준에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간호대 재학생의 우울 정도는 평균평점 3.59±0.50점

(척도범위 1-5)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화인(2008)의 연구

에서 4.00±040점보다 낮게, 김소영 등(2015)의 연구에서 

2.09±0.47점보다 높았다.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t=-2.18, 

p=.030), 친구관계(F=8.62, p=.000)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2.32±0.50)이 보통(2.51±0.63)

보다 우울 점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인(2008)의 

연구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F=3.63, p=.003)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강지숙과 황은희(2014)의 연

구에서 우울점수가 높은 학생이 학과에 매우 불만족

(F=5.446,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초기의 대학

생들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서 외로움과 무력감

을 보인다. 특히 대학선택에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간

호대 재학생은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많으므로 

그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상담 및 정서지지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수정 등(2014)의 연구에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99 

서 우울은 건강상태(F=7.11, p.＜001), 학년(F=2.38, 

p=.07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학과는 전공과목과 임상실습 

시작이 간호대 재학생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우울의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간호대 재학생의 학과만족도는 평균평점 3.56±0.57점

(척도범위 1-5)으로, 이러한 결과는 조정애과 김정선

(2016)의 연구 3.76±0.28점, 김덕진과 이정섭(2014)의 연

구 3.64±0.56점 보다 낮으며, 김경남(2015)의 연구에서 

3.07±0.38점 보다 높았다. 간호대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학과만족도는 학년(F=3.45, p=.017), 친구 관계

(F=4.39, p=.013), 성격(F=3.46, p=.033), 학과지원 동기

(F=2.49, p=.044)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년은 1

학년(3.40±0.55)보다 3학년(3.69±0.60)이 높았고, 친구관

계가 좋은 학생(3.63±0.54), 성격이 외향적(3.72±0.54)이

고, 학과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있는 경우(3.72±0.56)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애와 김정선(2016)의 

연구에서 교우관계(t=11.16, p=.001), 간호학과 선택동기

(t=5.694, p＜.001), 김덕진과 이정섭(2014)의 연구에서 교

우관계가 좋은 학생이 학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학년과 성격에서 유의하게 나온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1학년보다 3학년이 학

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 재학생의 학과만족은 

임상실습 전후에 변화한다고 하였지만(조정애와 김정선, 

2016) 본 연구의 설문에는 조사되지 않았다. 추후 실습

전후 학과 만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

일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본인의 의지와 

내재적 동기부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적성

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간호학에 입문한 학생들을 위

해 입학 후 간호학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과 우울, 학과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서 수면의 질이 나빠질수록 우울이(r=-.528, 

p=.000)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지숙과 황은희

(2014), 김정기 등(2009), 박영민(2015)의 선행연구와 일

맥상통한다. 간호대 재학생은 타 전공 대학생보다 학업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수면의 질이 낮으며, 이는 우

울을 초래할 수 있다. 수면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이들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과 학과만

족도(r=.144, p=.018)와는 양의 상관관계, 우울은 학과만

족도(r=.119, p=.051)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하지

만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추

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들 변수 간 영향 정도

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

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간호대 재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학과만족을 위

한 중재 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은 건강한 학생이 수면의 질이 높았으며, 우울은 부모

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이 점수가 

낮았다. 학과만족도는 학년이 1학년보다 3학년이 높았고, 

친구관계가 좋은 학생, 성격이 외향적, 학과지원 동기가 

적성과 흥미인 경우 점수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수면

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

면의 질이 저하될수록 우울 정도가 심해지고, 수면의 질

이 양호할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아지며, 우울 정도가 심

할수록 학과만족도는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의 연구결과를 통해 추후 더 많은 지역의 간호대 재학생

을 무작위 표출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 

재학생의 수면의 질, 우울,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간호대 재학생

은 학점관리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성적과 

관련하여 이들 변수와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우울을 예방하며, 학

과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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