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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전파

력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비말에 의한 전파로 인해 발생한

다. 2021년 10월 기준 누적 확진자는 약 33만 명이며[1]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를 감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

해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및 유흥시설의 사용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통해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의 변화를 느끼

며 대중은 스트레스 증가 및 삶의 질 감소로 ’코로나 블루

(Corona blue)‘ 경험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2].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의 ’코로나‘와 정신의학에서 우울감

을 의미하는 ’블루(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무력감과 불안감을 포함한

우울증을 의미한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는 활동적인 20~30대에

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건강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우

울 위험군은 각각 24.3%, 22.6%로 50대(13.5%)와 60대(13.5%)

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3]. 이러한 결과는 젊은 층이 코로나

-19로 인해 정신건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내포하

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생활 변화는 교육 기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비대면 원격강

의’를 적용한 수업방식 변화다[4]. 2020학년도 1학기를 시작으

로 비대면 원격강의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감

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과 시공간적 제약 없이 강

의를 수강하여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5]. 그러나 실시간 수업이 아닌 교수자가 제작한 동영상 컨텐츠

을 시청하거나 과제물로 대체함으로써 교수-학생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부재가 있다는 점과[5] 비대면 시험 시 부정행위가

가능하며, 교수자의 부재로 인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고

립감을 느낄 수 있어[6] 학습몰입이 어렵고 학습이 지연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학업 지연은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이 과제의 시작 또는 끝을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7]. 이러한 학업 지연은 자기통제능력이

저하된 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학습문제로 실시간 수업보다

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과제물 제출 대체 시 발

생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이다. 30~50대 성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e-Learning 교육을 진행한 선행연구[8]에서 학습자

들이 학습이 종료되는 마지막 요일에 몰려서 학습을 진행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학습 지연을 줄이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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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및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고, 코로나블루가 간호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대해파악하여코로나블루를감소시킬수있는전략을마련하기위해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일개
4년제 대학간호학과와 G시에위치한일개 4년제 대학간호학과학생들로총 111명이었고, 자료 분석은일반적특성에
따른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및 전공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코로나블루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은Multiple regression으로분석하였다. 그
결과코로나블루는전공만족및지원동기와영향이있었고, 학업지연은지원동기와영향이있었다. 전공만족은학교만
족, 전공만족, 지원동기와영향이있었다. 또한상관관계에서코로나블루는학업지연과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
고, 학업지연은전공만족과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변량회귀분석결과간호대학생의코로나블루에전공
만족, 지원동기 및학업지연이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설명력은 23.6%이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블루는간호대학생들의전공만족을떨어뜨리고, 학업에도소홀하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 블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395 -

  전공 만족도는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

였을 때 자신이 소속된 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재학중인 간호사의 경우 대학생활의 적응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진로탐색,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어 전공 만족도 강화가 필요하다[10]. 또한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11]에서 전공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감이 높으며, 학교 생활에 적응

이 수월하다고 보고하였다. 

  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느끼는 코로나 블루와 학업 지

연 및 전공 만족도에 대한 관계를 보는 연구가 드물어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 지연 및 전공만족의 관

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 블루 감소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전공만족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코로나 블루가 간호대학생에게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는 2021년 09월 27일에서 2021년 09월 30일까지 D광역시

에 위치한 1개 4년재 대학과 G시에 위치한 1개의 4년제 대학 간호

학과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연구자가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였

고, 연구참여의사는자발적서면동의로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들

에게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11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일반인들을대상으

로 우울 정서를 측정하기위해 개발한 도구를 Jhon[12]이 한국어로

번안및타당화한통합적한국판우울척도(K-CES-D)를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 블루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등(2001)의연구에서신뢰도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5이었다

2.3.2 학업지연

  학업지연을측정하기 Aitken[13]이대학생을대상으로개발한지

연행동척도를 Park[14]이한국판으로번안하고타당화한척도를사

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scale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학업지연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등(1998)의연구에서신뢰

도 Cronbach's α= .5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55

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Lee[14]가 전공만족과 관련된 18문

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 만족, 인식적 만족, 교과에 대한 만족, 교수-학생 간의

만족의 4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점수는 1점“전혀그렇지않다”

부터 5점 “매우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4]의 연구에서 도구

의신뢰도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5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분

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및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및 전공만족도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

로 분석하였다.

4)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및 전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코로나 블루가 간호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및 전공만족도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코로나 블루는 전공만족과 지

원동기에따라차이가있었고, 사후검정결과전공만족이대해나

쁘다고답한그룹이보통, 좋다및매우좋다고답한그룹에비해코

로나블루가유의하게높았고(F=3.407, p=.020), 지원동기는기타로

대답한 그룹이 취업, 추천 및 진로를 선택한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4.124, p=.008). 학업지연은지원동기에따라차이가있었

고, 사후검정결과지원동기가기타로대답한그룹이취업, 추천및

진로를 선택한 그룹에 비해 학업 지연이 유의하게 높았다.(F=2.808, 

p=.043). 전공만족은 학교만족, 전공만족, 지원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검정결과학교만족은불만, 보통보다좋음이좋음보

다 매우 좋음이 전공만족이 높았고(F=17.151, p=.000), 전공만족은

나쁨보다 보통, 보통보다 좋음 및 매우 좋음이 전공만족이 높았다. 

지원 동기는 취업 및 추천보다 진로 및 기타로 답한 그룹이 전공만

족이 높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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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between Corona Blue,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Major Satisfac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rona Blue Academic Procrastination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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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gree

1-year 38(34.2) 1.50±.575

.149
(.930)

3.21±.393

1.277
(.286)

4.27±.691

1.169
(.325)

2-year 25(22.5) 1.59±.571 3.29±.301 4.19±.718

3-year 26(23.4) 1.56±.670 3.09±.412 3.96±.705

4-year 22(19.8) 1.59±.743 3.27±.461 4.23±.692

Religion

Christian 22(19.8) 1.73±.760

1.228
(.303)

3.30±.258

.678
(.568)

4.07±.775

.947
(.421)

Catholic 5(4.5) 1.73±.579 3.06±.218 4.65±.322

Buddhism 10(9.0) 1.65±.457 3.16±.295 4.16±.723

Other 74(66.7) 1.47±.599 3.20±.446 4.17±.678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21(18.9) 1.44±.605
.617

(.542)

3.17±.431
.141

(.869)

4.41±.528 5.065
(.008)
a,b>c

3.0~3.9 74(66.7) 1.56±.661 3.22±.390 4.20±.714

2.0~2.9 16(14.4) 1.67±.469 3.21±.396 3.72±.591

College
satisfaction

Bad 6(5.4) 2.07±.922

1.689
(.174)

3.26±.257

.723
(.541)

3.55±1.02
17.151
(.000)

a,b<c<d

Nor bad 50(45.0) 1.57±.547 3.15±.364 3.84±.658

Good 47(42.3) 1.47±.557 3.25±.369 4.47±.441

Very Good 8(7.2) 1.53±1.06 3.29±.736 4.95±.062

Major
Satisfaction

Bad 4(3.6) 2.50±.88
3.407
(.020)

a,>b,c,d

3.13±.276

2.020
(.116)

2.62±.433
60.995
(.000)

a<b<c,d

Nor bad 30(27.0) 1.54±.526 3.07±.410 3.53±.442

Good 54(48.6) 1.52±.568 3.27±.343 4.38±.467

Very Good 23(20.7) 1.47±.732 3.27±.395 4.79±.273

Face to face
Yes 75(67.6) 1.58±.660 .742

(.460)
3.22±.391 .490

±(.625)
4.17±.669 .046

(.963)No 39(32.4) 1.49±.549 3.18±.4.05 4.17±.686

Motive

Employment 41(36.9) 1.55±.638 4.124
(.008)

a,b,c<d

3.19±.374

2.808
(.043)

a,b,c<d

4.02±..719

2.756
(0.46)

a,b<c,d

Recommendation 20(18.0) 1.64±.517 3.20±.309 3.99±.703

Aptitude 48(43.2) 1.46±.565 3.20±.373 4.35±.631

Other 2(1.8) 2.95±1.48 4.00±1.41 4.72±.314

3.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전공만족도

정도
  간호대학생의코로나블루는 4점만점에평균 1.55점이었고, 학업

지연은 5점 만점에 평균 3.21점 이었으며, 전공만족은 5점 만점에

4.1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Corona Blue,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Major Satisfaction

Mean±SD Range

Corona Blue 1.55±.62 1~4

Academic Procrastination 3.21±.39 1~5

Major Satisfaction 4.17±.69 1~5

3.3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전공만족과

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는 학업지연(r=.412, p=.000)과 양의 상

관관계가있었고, 전공만족도(r=-.122, p=.201)와는음의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지연은 전공만족도(r=.224, p=.018)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rona Blue,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Major Satisfaction

Corona Blue Academic 
Procrastination Major Satisfaction

Corona Blue 1

Academic 
Procrastination

.412
(.000) 1

Major Satisfaction -.122
(.201)

.224
(.018)

1

3.4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만족과 지원

동기 그리고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업 지연을 다

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2.071으로 2에 가깝고 0또

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간

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기준치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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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나타나독립변수들간에다중공선성의문제는없었다. 간호대학생

의코로나블루에영향을미치는변인은전공만족(β=-.223,p=.003), 학습

지연(β=.725,p=.000)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블루에 대한 설명력은

23.6%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Corona Blue 

Spec. B SE β t p    

Constant -.015 .417 -.032 .974

Major
Satisfaction -.223 .074 -.278 -3.026 .003

Motive .049 .061 .072 .800 .425

Academic Procrastination .725 1.36 .458 5.322 .000

Adusted R²=.236  F=11.001( p =.000)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 블루, 학업지연 및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코로나블루가학업지연 및 전

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 블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

족, 지원동기 및 학업지연이 있었고, 이들 요인들은 코로나블루와

23.6%를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 블루와 학업지연은 양의 상관

관계를, 학업지연과 전공만족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블루는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떨어뜨리고, 학업에도 소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

대학생들의 코로나 블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

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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