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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의료현장에서는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 간호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은 낮은 활동간호사 비율, 높은 이직률, 

지역적 편중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 한계가 있다[1]. 한편에서는 간호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간

호학과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2018년 우리나라 간호학과 

재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2]. 간호인력 부족 문제 개선은 공급 확

대와 간호사의 이직률 감소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간호사의 간호전문

일개 대학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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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은 이직의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이다[3,4]. 간호대학생들

은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재학 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데[5],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6,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업, 대학에서의 대인관계, 대학

의 구조적 특성, 교수환경, 진로, 가족문제, 심리적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8-11]. 심리적 특성 중 기본심리욕구는 학

생의 학업 동기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대학생활만족도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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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1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기

본심리욕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다. 

삶의 질은 개인의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개인

적인 지각[17]으로 대학생활 적응, 학업 스트레스, 학과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다[13].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과중한 학습, 임상실습, 국가고시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일반대학생

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특히 대학 1학년은 자아정

체성의 확립,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새로운 학교 환경에의 적응, 

학업과 진로 선택과 같은 많은 변화와 불안에 직면하며 삶에 대한 만

족도가 낮아지는 시기로[15]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대학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 대학생활만족도를 파악

한다.

둘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 대학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들의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기본적 심리욕구와 삶의 질이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도에 H지역에 위치한 일개 대학의 간호

학과 1학년 전체 학생이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95, 예측변인 9개로 산출한 결과는 166명이었다. 본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78명의 학생 중 14명이 정보제공 동의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불

성실한 응답을 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분석대상은 164명이

었다. 

입학 후 한 학기의 대학생활을 경험한 후인 2019년 6월에 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소요시간, 비밀유지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설문

지 작성 후에는 준비된 봉투에 넣은 후 연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연구도구

기본심리욕구

Deci and Ryan [12]이 자기결정성이론에 기반하여 개발한 기본심리

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BPNS)를 바탕으로 Lee and 

Kim [16]이 타당성을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는 3개의 

하위욕구 영역별로 6개 항목씩,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

하였다. 각 영역당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 전체 점수는 최저 18점에서 

최고 90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잘 충

족되었음을 의미한다. Lee and Kim [16]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

도(Cronbach’s α)는 전체 기본심리욕구 0.86, 자율성 욕구 0.70, 유능성 

욕구 0.75, 관계성 욕구 0.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0.89, 자율성 욕

구 0.76, 유능성 욕구 0.88, 관계성 욕구 0.87이었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삶의 질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간편형 삶의 질 척도(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Brief Version, WHOQOL-BREF)’ [17]를 Min et al. [18]이 번역하여 타당

성을 검증한 ‘한국판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삶의 질

과 건강상태 2항목, 신체적 영역 7항목, 심리적 영역 6항목, 사회적 영

역 3항목, 환경적 영역 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해 ‘오늘

을 포함하여 지난 2주 동안’의 경험을 묻고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많이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Min et al. [18]의 도구에서 제

시한 결과 값 산출 방법에 따라 영역별 점수는 해당 항목들의 평균에 

4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삶의 질 총점은 전체 영역점수의 합으로 20-

100점의 범위를 가진다. Min et al. [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0.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4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

Kim [19]이 개발하고 Kim et al. [20]이 사용한 대학생활만족도 측정 

도구에 본교 교직원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추가하여 조사항목을 구성

하였다. 교육만족도 6문항, 시설만족도 10문항, 행정만족도 8문항, 총 

24문항으로 각 항목은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0.94, 교육만족도 0.92, 시설만족도 0.9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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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0.92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는 독립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3)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 대학생활만족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를 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이 회귀모형 

 에 순차적으로 투입되면서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 순으로 변수를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단변량분석에서 유의성이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 

 였고, 명목형 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

을 위한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 대학생활 만족도 

차이

연구대상자 중 여학생이 130명(79.8%), 남학생이 33명(20.2%)이었다. 

만 18-19세가 97명(60.2%)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학

생이 84명(51.9%)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

생이 45명(27.4%)이었다. 군 휴학을 제외한 휴학의사가 있는 학생이  

17명(11.3%), 자퇴의사가 있는 학생이 13명(8.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점수, 삶의 질 점수를 독립 t-검정

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대학생활만족도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만족도

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퇴의사가 있는 학생의 만족도가 자퇴의사가 

없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able 1). 

기본심리욕구 점수의 총점은 평균 64.94점이었다. 자율성 욕구 

Table 1. Basic psychological needs, quality of life, and college living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6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Basic psychological 

needs t or F (p)
Quality of life

t or F (p)
College living 

satisfaction t or F (p)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33 (20.2) 65.61±8.53 0.50 (0.613) 72.50±10.56 1.15 (0.250) 89.58±13.64 2.81 (0.006)
Female 130 (79.8) 64.75±8.73 69.84±12.11 82.03±13.52

Age (y) ≤19 97 (60.2) 65.51±8.72 0.43 (0.650) 71.26±11.88 0.41 (0.663) 83.72±13.48 1.13 (0.325)
20-29 47 (29.2) 64.32±8.91 69.36±12.81 85.38±14.88
≥30 17 (10.6) 63.94±7.97 70.21±9.03 78.77±12.72

High school type General 104 (63.8) 65.16±8.76 0.36 (0.714) 70.77±12.38 0.52 (0.602) 82.63±13.39 -1.13 (0.260)
Others 59 (36.2) 64.64±8.55 69.76±10.92 85.25±14.44

Admission type General 119 (72.6) 65.34±8.82 0.97 (0.331) 70.66±11.52 0.39 (0.691) 83.21±13.35 -0.71 (0.477)
Special 45 (27.4) 63.87±8.18 69.83±12.68 85.08±15.31

Residential type Living with family 84 (51.9) 63.62±7.63 2.13 (0.121) 69.27±11.79 0.74 (0.478) 83.84±14.88 1.31 (0.272)
Dormitory 45 (27.8) 66.07±10.02 70.99±13.52 81.49±12.97
Living alone 33 (20.4) 66.79±8.86 72.03±9.33 86.83±12.50

Commuting time  
(min)

≤60 52 (44.5) 63.46±7.92 0.92 (0.398) 69.73±11.38 0.64 (0.525) 83.73±13.79 0.16 (0.845)
61-120 39 (33.3) 66.00±10.00 72.28±11.37 84.49±14.22
≥121 26 (22.2) 65.04±9.16 69.45±13.38 82.36±13.93

Allowance  
(10,000 won/mon)

≤20 42 (26.1) 65.45±8.24 0.30 (0.874) 68.79±12.17 0.36 (0.836) 84.93±13.63 1.22 (0.303)
20-29 36 (22.4) 64.78±10.18 70.45±13.29 83.81±15.19
30-39 50 (31.1) 64.04±8.31 71.11±11.96 82.05±13.23
40-49 15 (9.3) 66.60±9.28 72.55±10.13 88.20±14.11
≥50 18 (11.2) 64.67±7.82 69.88±10.21 78.13±12.74

Willingness-leave of  
absence

Yes 17 (11.3) 63.35±6.79 -0.83 (0.407) 68.90±12.61 -0.61 (0.517) 78.71±17.59 -1.72 (0.086)
No 133 (88.7) 65.20±8.84 70.90±11.88 87.91±13.25

Willingness-voluntary 
drop-out

Yes 13 (8.7) 61.85±9.58 -1.36 (0.175) 68.59±19.41 -0.65 (0.511) 74.31±16.96 -2.51 (0.013)
No 137 (91.3) 65.27±8.56 70.91±11.30 84.52±13.56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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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심리욕구, 삶의 질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상관관계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r= 0.64, p< 0.001), 대학생활만족도(r= 0.42, 

p< 0.001)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삶의 질과 대학생활만

족도(r= 0.48, p< 0.001)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의 하부영역들과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자퇴의사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수에 포함

하였다. 회귀모형에서 공차한계 0.1 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하를 나타

냈고, Durbin-Watson 값 2.153으로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 문제가 없

었다.  

모형 1에서 성별과 자퇴의사가 모두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8%이었다. 모형 2에서는 성별, 자퇴의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28%이었다. 모형 

3에서는 성별, 자퇴의사, 관계성 욕구, 환경적 삶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6%이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자퇴의사가 있는 학생보다 없는 학생이, 관계성 욕구가 잘 충족될수록, 

21.65점, 유능성 욕구 20.41점, 관계성 욕구 22.87점으로 관계성 욕구 

점수가 가장 높았고 유능성 욕구 점수가 가장 낮았다. 삶의 질 총점은 

평균 70.43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상태가 14.71

점으로 가장 높았고, 환경적 영역이 1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생

활만족도 점수의 총점은 평균 83.68점이었다. 영역별로 항목수가 달라 

영역 간 비교를 위해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총점은 3.49점이었으며, 

교육만족도가 3.82로 가장 높았고 시설만족도 3.38점, 행정만족도 3.38

점이었다(Table 2).

Table 2. Level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quality of life, and college liv-
ing satisfaction (n=164)

Variables Mean±SD

BPN 64.94±8.65 (3.61±0.48)
   Autonomy 21.65±3.51 (3.61±0.58)
   Competency 20.41±3.61 (3.40±0.60)
   Relatedness 22.87±3.56 (3.81±0.59)
QOL 70.43±11.82
   General 14.71±2.77
   Physical 14.40±2.42
   Psychological 13.65±2.91
   Social relationship 14.45±2.68
   Environmental 13.23±2.82
CLS 83.68±13.83 (3.48±0.57)
   Education 22.92±4.23 (3.82±0.70)
   Facility 33.87±6.53 (3.38±0.65)
   Administration 27.01±5.57 (3.38±0.69)

SD, standard deviation; BPN, basic psychological needs; QOL, quality of 
life; CLS, college living satisfaction. 

Table 3. Correlation between basic psychological needs, quality of life, and 
college living satisfaction (n=164)

Variables
Basic psychological needs Quality of life 

r (p) r (p)

Basic psychological needs
Quality of life 0.64 (<0.001)
College living satisfaction 0.42 (<0.001) 0.48 (<0.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living satisfaction (n=164)

Variables Categori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Constant) 64.19 <0.001 6.06 <0.001 5.77 <0.001
Sex (ref=female) Male 0.21 2.76 0.006 0.21 3.03 0.003 0.16 2.35 0.020
Willingness-voluntary  

drop-out (ref=no)
Yes -0.20 -2.51 0.013 -0.18 -2.61 0.010 -0.18 -2.76 0.007

BPN_autonomy -0.09 -1.17 0.241 -0.06 -0.83 0.406
BPN_competency 0.28 3.21 0.002 0.11 1.10 0.270
BPN_relatedness 0.27 2.94 0.004 0.21 2.33 0.021
QOL_physical -0.19 -1.68 0.095
QOL_psychological -0.03 -0.26 0.794
QOL_social relationship 0.07 0.73 0.461
QOL_environmental 0.48 3.54 0.001
F (p) 7.37 (0.001) 12.25 (<0.001) 10.09 (<0.001)
Adjusted R2 0.08 0.28 0.36
Tolerance 0.99 0.56-0.97 0.23-0.95
VIF 1.00 1.02-1.76 1.05-4.30
Durbin-Watson 2.15

BPN, basic psychological needs; QOL, quality of life;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ref,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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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삶의 질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삶의 질(β = 0.48, p < 0.001), 관계성 욕구(β = 0.21, 

p = 0.021), 자퇴의사(β = -0.18, p< 0.010), 성별(β = 0.16, p = 0.020) 순이었

다(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이

론에 근거한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이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지식을 생산하고

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관계성 욕구가 잘 충

족이 될수록, 환경적 삶의 질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자퇴의사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

다 유의하게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6%

이었다.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기본심

리욕구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인간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야 내

적동기가 유발되고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이러

한 욕구는 문화나 발달상황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

을 가진다고 한다[12].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점수는 영

역별 평균 3.6-4.9점[16], 2.6-4.5점[21]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3.4-3.8점으로 범위의 분포가 좁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가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이라는 공통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대학생활만족에 대한 연구[22-24]에서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가 모두 대학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성 욕구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and Kim [16]의 연구에서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Min et al. [18]의 WHOQOL-BREF 도구는 영역별 값을 합하여 총 삶

의 질 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원점수로 결과를 제시

한 선행연구[16,17]의 경우 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100분위 척도로 

환산하였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삶의 질 수준은 Kim et al. [25]의 연구

에서 63.8점, Lee et al. [26]의 연구에서 63.9점, Kim et al. [27]의 연구에

서 68.1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70.4점으로 Park et al. [28]이 간

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64.8점보다는 높았고, Kim 

et al. [27]의 연구에서 측정한 간호학과 1학년의 삶의 질 점수인 66.8점

과는 유사하였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삶의 질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 

성적, 적성, 스트레스,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에 따라 달라지

며[25-29], 학과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다[29,30]. 본 연

구에서도 삶의 질 점수와 대학생활만족도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

가 있었으며 특히 환경적 삶의 질 점수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

과의 확대 해석에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연구대상자 수가 보수적으로 

산정한 표본수보다 2명이 부족하였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결  론

일개 대학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 삶의 질이 대학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남학생, 자퇴의사가 없는 

학생, 기본심리욕구 중 관계성 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 영역 중 

환경적 삶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학과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경험이 건전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들의 이직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기본심리욕구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각 영역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제언하며, 10만 명이 넘는 간호대학생들의 기본심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생지원 프로그램들이 

개발, 시행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urses working conditions and treat-

ment improvement. press release. Available at https://www.mohw.go.kr/

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

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44262 

[accessed on July 20, 2019]. 

2.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18.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8, p. 866-867, 894-895, 958-959 (Korean). 

3. Jeoung HY, Kim SY.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involve-

ment on turnover intention among new graduate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6;22(5):531-539 (Korean). Doi: 10.11111/jkana.2016. 

22.5.531

4. Yoon HK, Choi JH, Lee EY, Lee HY, Park MJ. Effects of decision mak-

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

over impulse among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3;19(5): 

658-667 (Korean). Doi:  10.11111/jkana.2013.19.5.658

5. Park JH. Study of abilities required to develop for student in nursing 



Jee Yoon Kim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306 | http://www.e-jhis.org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Adm 2011;17(1):74-87 (Korean). 

6. Park HS, Kown BS.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6;15(1):48-56 

(Korean).

7. Park HS, Choi DS, Kim HC.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nursing professionalism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9;20(5):93-101 (Korean). Doi: 10. 

5762/KAIS.2019.20.5.93

8. Kim EJ, Kim MG.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college fresh-

man’s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autonomy and competence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 Youth Stud 2014;21(5):29-56 (Korean). 

9. Cho IY.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

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4;15(5):2937-2945 (Korean). Doi: 10.5762/KAIS.2014.15.5.2937

10. Lee MR, Kim MJ.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8;19(6):197-208 (Korean). Doi: 10. 

5762/KAIS.2018.19.6.197

11. Kim JA, Kang JS, Seo KS. A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

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

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J Korea Con-

verg Soc 2017;8(2):99-112 (Korean). Doi: 10.15207/JKCS.2017.8.2.099

12. Deci EL, Ryan RM. Self-determination theory: a macro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 Psychol 2008;49(3):182-185. 

Doi: 10.1037/a0012801

13. Kum JH.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

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 Multimedia Serv Converg Art 

Hum Soc 2018;8(10):325-338 (Korean).

14. Park BY, Shim OS.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 Learner Centered Curriculum Instruction 

2016;16(11):811-830 (Korean). Doi: 10.22251/jlcci.2016.16.11.811

15. Moon IO, Lee YJ, Lee JR. The effects of the strengths use and ego re-

silience of freshman college students on the prediction of academic 

dropout. Asia-Pacific J Multimedia Serv Converg Art Hum Soc 2019; 

9(2):351-358 (Korean). Doi: 10.21742/AJMAHS.2019.02.35

16. Lee MH, Kim AY.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

termination theory. Korean J Soc Pers Psychol 2008;22(4):157-174 (Ko-

rean). Doi: 10.21193/kjspp.2008.22.4.010

17. The WHOQOL Group.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

tion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Psychol Med 1998; 

28(3):551-558. Doi: 10.1017/s0033291798006667

18. Min SK, Lee CI, Kim KI, Suh SY, Kim DK.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

BREF).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0;39(3):571-578 (Korean).

19. Kim NY.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tres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Korea, 2011.

20. Kim YJ, Yoo HN, Park MJ.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

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

ity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6;17(10): 

261-270 (Korean). Doi: 10.5762/KAIS.2016.17.10.261

21. Yu SB, Lee MS. Validations of college students’ basic psychological 

needs at school scale (CSBPNSS). Secondary Educ Res 2016;64(1): 

131-158 (Korean). Doi: 10.25152/ser.2016.64.1.131

22. Lee MS.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metacognitive 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in school,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sub-

jective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J Learner Centered Curricu-

lum Instruction 2016;16(1):779-798 (Korean).

23. Kwon MS, Lee BY. Relationship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mart-

phone addic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7;31(3):540-553 (Korean). Doi: 10.5932/ 

JKPHN.2017.31.3.540

24. Kim SY, Cho HI.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

tion, basic need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Korean J Sch Psychol 2013;10(2):307-328 

(Korean). Doi: 10.16983/kjsp.2013.10.2.307 

25. Kim MS, Noh GO, Kim SH.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esteem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QOL in nursing students. J Kore-

an Data Anal Soc 2017;19(4):2233-2245 (Korean). 

26. Lee MS, Kim KS, Cho MK, Ahn JW, Kim SN. Study of stres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wtudents in clinical 

practice and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quality of life. J Muscle Jt 

Health 2014;21(2):125-134 (Korean). Doi: 10.5953/JMJH.2014.21. 

2.125

27. Kim YK, Kwon SH, Son HG.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depres-

s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among nurs-

ing students. J Korean Data Anal Soc 2018;20(3):1579-1593 (Korean). 

28. Park HS, Hwang KH, Cho OH. Correlation sense of coherence and 



College Living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http://www.e-jhis.org | 307

quality of life among freshma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2015;22(1):5-13 (Korean)

29. Kim KA.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8;19(12): 

774-785 (Korean). Doi: 10.5762/KAIS.2018.19.12.774

30. Song YS.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2;18(1):71-80 (Korean). Doi: 10.5977/

jkasne.2012.18.1.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