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022 March 46(1):40-44
https://doi.org/10.11149/jkaoh.2022.46.1.40

Original Article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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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200 dental hygien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August 30, 2021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PASW Statistics 26.0.
Results: Subjects’ mean scores of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2.99, 3.61, 3.78, and 3.25,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silience among credit, stress relief methods, subject health status, satisfaction of major, and
aptitude for dental hygiene (P <0.05). The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r=0.673), social support (r=0.673), and emotional intelligence (r=.804).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lf-esteem was the highest impact predictor for resilience which explained 57.4% of the total variance (F=68.021, P <0.001).
Conclusions: The current findings indicate tha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re related with
resilien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refore, interven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r
improving the resili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고 상황을 통제하는 등 개인을 조절하여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서 론

하는 정신적 성장 능력이다3).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통

직업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실습 시 낯

제력이 높아 감정을 잘 조절하고,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적극

선 환경, 실습지도자 및 환자와의 갈등 등으로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한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

과중한 학업 등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낮추고 조직몰입과 사회적

지속되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신체적 건강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지지 및 현장 적응력을 높여 스트레스 해소 후 한층 향상된 능력을 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졸업 후 전문적인 역할 이행 시 부정적인 영향

휘하게 한다4,5).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적응도를 높이

을 미칠 수 있어 치위생과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

고 임상실습의 스트레스를 낮추며 긍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회복탄

1,2)

그램 등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력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스트레스 극복 방안 중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다. 회복탄력성이란 불행, 충격 등의 역경이나 스트레스 상황 시 빠르

감성지능, 공감능력, 임상수행능력, 진로성숙도, 사회적지지, 자아존

게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

중감, 심리적 안녕감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14). 이 중 감성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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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정을 인지하여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을 동기
8)

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성지능이 높으면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

스트레스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으로 인식하고 주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효과적인 스트레
스 대응방식을 보인다9). 이 등10)은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성이해,

연구대상 및 방법

감성조절, 감성활용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 동료 등 사회적 관계에서 부여된 도움과 원조로

1. 연구대상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고 회복탄력성에 양의 상관관계를

자료 수집은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ㆍ충청ㆍ경

나타내었다11,12).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고 긍정적 존재로 자

상ㆍ전라 지역에 개설된 치위생과 학생을 임의 표본추출하여 자기기

각하는 주관적 신념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자신

입식 설문법으로 작성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

을 수용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회복탄력성이

을 이용해 분석 시 이용하는 회귀분석에 대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

13,14)

높아진다고 하였다

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인을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산출

.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회복탄력성,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자아

의 크기는 172명이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존중감은 서로 관련 있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

였다. 대전보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1041490-

10-14)

을 알 수 있다

. 하지만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간호사나 간호학과 학

20210527-HR-003)후 시행하였다.

생을 대상으로 하여 치과위생사나 치위생과 학생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하며 회복탄력성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감성지능 등 세가지 요인

2. 연구도구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치

일반적 특성 6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사회

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감성지능이 회복탄

적 지지 12문항, 감성지능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회복탄력성은 신

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등15)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은 감정
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Variables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Item Mean±SD
27
10
12
14

2.99±0.47
3.61±0.67
3.78±0.88
3.25±0.73

Unit: Mean±SD

Min

Max Cronbach's a

1.96
1.60
1.33
1.64

4.11
5.00
5.00
5.00

0.841
0.933
0.941
0.890

성,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도구를 전17)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한다.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18)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은 가족지
지, 친구지지, 특별지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감성지능은
Wong과 Law19)가 개발하고 김20)이 사용한 연구 도구로 감성이해, 감
성조절, 감성활용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측정기준은 Likert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rade

Credit

Residential type
Stress relief methods
Subject health status

Satisfaction of major

Aptitude for dental hygiene

Unit: Mean±SD

Division

N

Resilience

t or F (P*)

1
2
3
≥ 2.9
3.0-3.4
3.5-3.9
≤ 4.0
Living with family
Not living with family
Yes
No
Bad
Moderate
Good
Unsatisfied
Moderate
Satisfied
Unaptitude
Moderate
Aptitude

72
78
50
36
52
76
36
131
69
133
67
19
132
49
8
113
79
17
131
52

3.09±0.48
2.97±0.44
2.89±0.48
2.81±0.47a
2.96±0.51ab
3.02±0.42ab
3.18±0.45b
3.02±0.46
2.95±0.50
3.07±0.46
2.84±0.45
2.89±0.49a
2.91±0.44a
3.27±0.44b
3.06±0.53a
3.19±0.46a
3.55±0.59b
2.83±0.48a
2.90±0.44a
3.28±0.42b

2.878
(0.059)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Duncan) for three or more groups.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3.939
(0.009)

0.882
(0.379)
3.439
(0.001)
12.611
(0.001)
12.990
(0.001)
15.17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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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이고,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감성지능의 점수

‘만족’, 치위생과 적성은 ‘맞음’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2).

가 높을수록 높음을 의미한다. 내용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회복탄
력성은 0.841, 자아존중감은 0.933, 사회적 지지는 0.941, 감성지능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은 0.890이었다(Table 1).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r=0.673), 사회적
지지(r=0.673), 감성지능(r=0.804)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r=0.625), 감성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6.0 (IBM Co., Armonk, NY,
USA)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고려

지능(r=0.659)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와 감성지능
(r=0.679)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감성지
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4.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 요인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감성지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은 더미변수 처리하

능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고, 사후분석

고,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감성지능을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

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사

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815로 자

회적 지지, 감성지능과의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을 하였고,

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다중공선성의 확인결과 공차한계는 0.580-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0.823으로 나타났으며(F=68.021, P<0.001), 분산팽창인자(VIF)는

하였다.

1.214-1.724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_더미3(보통/만족) (β=0.126), 사
회적 지지(β=0.368), 자아존중감(β=0.374)순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연구 성적

57.4%이었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
다(Table 4).

1. 변수의 특성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 2.99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3.61점
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3.78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은 3.25점이었다

고 안

(Table 1).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 정도와 영향 요인을 파악
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를 보면, 학점(P=0.009), 스

자 한다.

트레스 해소방법, 주관적인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치위생과 적성에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2.99점이었고, 남과 김21)의 연구에서

서 차이가 있었다(P=0.001).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있다’에서 높게 나

는 3.28점, 정22)의 연구에서는 3.18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낮게

타났고, 학점은 ‘4.0이상’,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좋음’, 전공만족도는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은 과중한 전공수업과 임상실습, 국가시험 등
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22)에

Table 3. Correlation of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on resilience

Variables

Resilience Self-esteem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1
0.673**
0.673**
0.804**

1
0.625**
0.659**

Social
support

Emotional
intelligence

서도 회복탄력성이 낮으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불안해하며, 자기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
와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코로나19에 의한
사회 환경변화 및 수업환경 변화로 회복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대학생활 동안

1
0.679**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면하게 하고, 교내 실습 등을 통해 임상실습을
미리 준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훈련

**P<0.01 by person’s correlation analysis.

이 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3.61점이었고,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resilience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Satisfaction of major _dummy3
(Moderate/Satisfied)
Social support
Self-esteem

1.237
0.121

0.127
0.049

0.126

9.780
2.469

0.001
0.014

0.823

1.214

0.580
0.584

1.724
1.713

0.196
0.032
0.368
6.063
0.001
0.261
0.042
0.374
6.171
0.001
R2=0.583, adjusted R2=0.574, F=68.021 (P<0.001), Durbin-Watson: 1.815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a=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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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과 유23)는 3.60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졸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기관에서의 선·후

업 후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활동할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

배와의 만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감 향상은 업무 수행 시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과정이나 비교과 과정의

으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이끌어 주기 위해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는 3.78점이었고,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 론

한 정22)은 3.90점이었고, 김과 박12)의 연구에서는 4.13점으로 나타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의 사회적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도움과 긍정적인 자원으로 스트레스 극복과 능

파악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회복탄력성 증진

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곽24)은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자아정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치위생과 학생을 임의표본

감이 높아 대인관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사회적 지

추출하여 200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은 3.25점이었고,
이와 송25)의 연구에서는 3.41점이었고, 이 등26)의 연구에서는 4.96점

1.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2.99점이었고, 자아존중감은 3.61점
이었으며, 사회적 지지는 3.78점이었으며, 감성지능은 3.25점이었다.

이었다. 대학생들은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가 미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는 학점, 스트레스 해소방

숙하여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치위

법, 주관적인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치위생과 적성에서 유의한 차이

생과 학생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성지능을 증진시킬

가 있었다(P<0.05).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3.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r=0.673), 사회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정도를 보면, 학점, 스트레스 해소

적 지지(r=0.673), 감성지능(r=0.804)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방법, 주관적인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치위생과 적성에서 차이가 있

4.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

었다(P<0.05).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있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점

족_더미3(보통/만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은 ‘4.0점 이상’,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좋음’, 전공만족도는 ‘만족’, 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4%

위생과 적성은 ‘맞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과 김17)의

이었다.

18)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정 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상

이상의 결과,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태가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였다. 회복탄력성은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발달 가능성이 있는 요소23)

과 연구가 필요하다.

로 임상실습과 국가시험 준비 등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조절능력이 변
화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ORCID

하며 프로그램 개발 시 스트레스 해소방법, 전공만족도, 적성 등 이러
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Hee-Hong Min, https://orcid.org/0000-0002-6587-5639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아존중감(r=0.673), 사회적
지지(r=0.673), 감성지능(r=0.804)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27,28)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
성이 높았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한 결과와 일
치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
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 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 요인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_더미3(보통/만족) 순
으로 전체 설명력은 57.4%로 나타났다. 남과 김21)의 연구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50.4%로 나타
났으며, 이 등26)의 연구에서 정서지능(β=0.39)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연구자마다 모두 다양한
결과를 보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한 결과로 감염병이 유행되지
않는 환경에서 연구한 결과와 차이가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
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치위생과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의

References
1. Choi SS, Lee YH. Stress and self-esteem related to clinical practices
in selected dental hygiene departments. J Korean Clinical Health Sci
2017;5(3):953-962. https://doi.org/10.15205/kschs.2017.09.30.953
2. Min HH. Influencing Factors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7;17(1):39-47. https://
doi.org/10.13065/jksdh.2017.17.01.39
3. Gillespie BM, Chaboyer W, Wallis M, Grimbeek P. Resilience in the
operating room: Developing and testing of a resilience model. Journal of Advanc Nurse 2007;59(4):427-38.
4. Jung JY, Lim JH.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2014;23(1):37-51.
5. Kim JH, Lee YJ, Kim DC. The relationship among child care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10(3):103-20. https://doi.
org/10.14698/jkcce.2014.10.3.103.
6. Roh SY.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JGD 2017;25(2):2039.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
DE07251017

44

J Korean Acad Oral Health | 2022;46:40-44

7. Ahn DH, Kim JA.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competence, and academic performance. KJEP
2017;21(1):47-67.
8. Salovey P, Mayer J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990;9:185-211.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9. Benson G, Ploeg J, Brown B. A cross 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 Today
2010;30(1):49-53. https://doi.org /10.1016/j.nedt.2009.06.006
10. Lee YJ, Lee AJ.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resilience and
group cohesivenes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politics. JTS 2016;40(10):171-87. https://doi.org/10.17086/
JTS.2016.40.10.171.187
11. Lee GW, Moon IO, Park S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KSSCHE 2013;14(2):15-27.
12. Kim NH, Park SY.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KAIS 2019;20(3):194-202.
https://doi.org/10.5762/KAIS.2019.20.3.194
13. Kim HT.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group home children -using self-esteem as mediat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2;38:211-34.
14. Park YH. Effects of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Child Health Nurs Res
2017;23(1):111-6. https://doi.org/10.4094/ chnr. 2017.23.1.111
15. Shin WY, Kim MG, Kim JH.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09;20(4):105-31.
16. Rosenberg M. Which significant other. Am Behav Sci 1973;16(6):
829-60.
17.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 109-29.
18. Zimet GD, Dahlem NW, Zimet SG, Farley G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 Pers Assess 1988;52(1):30-41.

19. Wong C,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Leadersh Q 2002;13(3):243-74.
20. Kim JY. Convergence effects of empathy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on emotional labor in some dental hygienists. J Korea Converg Soc 2018;9(5):53-60.
21. Nam MH, Kim HO.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2018;24(4):298-306. https://doi.org/10. 11111/jkana.2018.24.4.298
22. Jeong J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on
resilience of health sci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0;18(9):403-11. https://doi.org/10.14400/
JDC.2020.18.9.403
23. Yu JH, Cho JH. Influencing of coworker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of nurse. AJMAHS 2018;18(3):733-43.
24. Kwag YK.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KAIS 2013;14(5):2178-86.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25. Lee KH, Song JS.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s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J Korean Acad Nurs Admin 2010;16(1):7-25. https://doi.org/10.11111/
jkana.2010.16.1.17
26. Lee YE, Kim EY, Park SY,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 Res 2017;23(3):38593. https://doi.org/10.4094/chnr.2017.23.3.385
27. Park JS, Kwon Y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 stress, self-esteem
and resili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5;19(2):212-21. http://www.dbpia.
co.kr/Article/NODE06397869
28. Ko MS.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 of KoCon.a 2015;15(10):280-91. https://doi.org/10.5392/
JKCA.2015.15.10.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