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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교외 임상실습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대구・경북지역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공만족도와 실

습기관의 유형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치과환경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I. 서론

  임상실습은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임상

적인 지식, 기술, 태도와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시켜 통

합적인 사고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

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1]. 인상실습이 치위생과 재학생

들에게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에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해 회의적이며 

부정적이다[2].

  이와 같이 임상실습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임상실

습 형태와 만족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치

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실

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치위생과 임상실습을 이

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실습을 마친 치위

생과 재학생들에게 2017년 10월 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총260부를 배부하여 258부를 회수하였

으며,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외한 254부를 분석하

였다.   

2. 연구도구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문항은 환경요인 7문항, 

대인관계 요인 7문항, 역할 및 행동요인 11문항, 이상과 

가치 요인 6문항, 진료분야요인 12문항, 스트레스양 5문

항으로 총 46문항이다.

3. 통계분석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2)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상실습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시항하

고,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종교는 

무교가 165명(65.0%)로 가장 많았고 불교, 기독교 천주

교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132명

(52.0%)였고 다음은 만족이 103명(40.6%)였다. 실습기관

의 유형은 병원급이 162명(63.8%), 의원급은 92명

(36.2%)이었다. 흡연자는 24명(9.4%), 비흡연자는 230명

(90.6%)였고 출신고교는 인문계는 190명(74.8%), 실업계

는 64명(25.2%)였다.

2. 임상실습 시 영역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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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ean±SD
임상실습 스트레스

환경요인 3.05±.60
대인관계 2.33±.63

역할 및 활동 2.69±.60
이상과 가치 2.80±.61

진료분야 2.45±.75
스트레스 평가 2.750±.82

Variable N %
종교 기독교 33 13.0

천주교 13 5.1
불교 37 14.6

무교 165 65.0
기타 6 2.4

학년 2학년 24 9.4
3학년 230 90.6

전공만족도 만족 103 40.6
보통 132 52.0

불만족 19 7.5
실습기관 의원급 92 36.2

병원급 162 63.8
흡연유무 유 24 9.4

무 230 90.6
출신고교 인문계 190 74.8

실업계 64 25.2
총 254 100.0

Division 
임상실습 스트레스

Mean±SD t/F(p)

전공만족도 만족a 2.50±.79
10.92(0.000*)

a,b<c
보통b 2.76±.76

불만족c 3.4±1.05
실습기관 의원급 2.63±73

4.885(0.028**)
병원급 2.74±.87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영역별 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 2와 같다. 환경요인에서의 스트레스는 

3.05±.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상과 가치 2.80±.61점, 

역할 및 활동 2.69±.60,  진료분야 2.45±.75, 대인관계 

2.33±.63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치위생과 임상실습 시 영역별 스트레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분포

* p<0.001, ** p<0.05 
+ Analysed by the one-way ANOVA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분포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

트레스 분포는 표 3과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가 불만족할 경우 임

상실습스트레스가 3.4±1.05로 가장 높았고, 만족할 경우 

2.50±.79로 가장 낮았다(<0.001). 실습기관에 따라 병원

급일 경우 2.74±.87로 의원급보다 높게 나타났다

(<0.05).

Ⅳ. 총괄 및 고안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만

족도가 낮을수록 실습기관은 병원급일 경우 임상실습 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치위생과 재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대처프로그램

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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