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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

dents to their stressors and ways of stress-adaptation patterns.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e juniors in four selected colleges located in the metropol-

itan area. 

Results : 1. They got a mean of 3.22 in self-efficacy. They gave the highest mark(3.50) to an item ‘I can attain it

if I set a primary goal.’2. They got a mean of 3.18 in stressors. Among the stressors, task assignments(3.74) were

identified as the greatest stressor, followed by the curriculum(3.25), learning environments(3.16), prospects of

employment (3.07) and test anxiety(2.95). 3. They got a mean of 2.02 in stress-adaptation method. They got 2.31

and 1.72 in long-term and short-term adaptation respectively, which showed that long-term stress adaptation

method were more prevailing than short-term ones. 4.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re would be any gaps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were found in that regard

according to experience of preparing for college admission after leaving high school, academic standing, satisfac-

tion with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nd prospects of employment(p<.05). 5. As a result of checking the

relationship of their self-efficacy to their stressors and ways of stress adaptation metho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at aspect according to examinations and prospect of employment(p<0.05). As for ways

of stress adaptation metho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ng-term adaptation method

(p<0.05).

Conclusions : As it’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self-efficacy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as linked to the effi-

ciency of their ways of stress adaptation metho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s geared toward

boosting the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are required to teach them to successfully cope with various

kinds of stress that they are likely to face after getting a job.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5):8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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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단순히 환경적 자극이나 개인의 반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각 개인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한 객관적 자극보다 개인의 주

관적 평가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결정된다1). 한 개

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환경적인 요구에 대하여 자

신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낄 때에 이러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환경과 개체와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서의 시험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스트

레스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2).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

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적응방법을 보일 수 있다. 스트

레스 적응방법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자 판단으로3), 스

트레스기간동안개인이그상황에잘적응하도록돕는

것으로4) 나름대로의 적응방법을 시도하여 긴장을 완화

시키려고 노력하나 많은 학생들은 효과적인 적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 하여 오히려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 시켜 질병으로 인한 지각과 결석률을 증가

시키고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적응방법에 대

한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련하여 자기

효능감은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에 대한 적응방법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Bandura5)에 의하

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 이

러한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미래의행동에도영향을미치며, 인간이선

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있는지에강한영향을준다. 

한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조

절함으로써 스트레스 관련 증상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

고, 유 등7)도 자기효능감이높은경우스트레스에더잘

대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

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학습과제의 난이도가 높아

져도 자기조절학습을 하여 학업성취에 큰 자신감을 보

이며8),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하고9), 나아가 더 좋은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10). 박 등11)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학생의 경

우취업과관련된스트레스가낮은것으로보고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적응방법과 관련된 연구는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적응방법, 그리고 성격선호지표

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 등

이 보고되었으나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정도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요인과 구체적인 적응방법에 관련된

연구는없는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

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사용하는 스트레스 적응방법

을확인하여대학시절동안이들을도와줄수있는효과

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실시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임의표본추출방식으로 서울에 소재한 H대

Key words : long-term adaptation method, self-efficacy, short-term adaptation method, stress factor 

색인 : 단기적응방법, 스트레스요인, 자기효능감, 장기적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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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경기도 S시에 소재한 S대학, P시에 소재한 K대학,

I시에소재한 K대학을선정하여치위생과 3학년학생들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 기입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총 31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280부 중 응

답이불충분한 10부를제외한 270부를분석대상으로하

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12)으로, 본 연구에서

는 Shere 등13)이 개발하고 홍14)이 번안한 23문항을 자

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사용된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서는

측정도구의Cronbach’s 계수는 0.863으로나타났다.

2.2.2 스트레스 요인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3학년 학생의 스트레스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강2)이 개발한 설문지

를기초로수정, 보완하여각문항을 5개 영역으로나누

어 시험 4문항, 교과과정 3문항, 공부환경 5문항, 과제

물 2문항, 취업 3문항 총 17문항으로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스트레스를

많이경험하고있음을의미하며, 본 연구에사용된스트

레스 요인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서는 측정도구의

Cronbach's 계수 0.847로나타났다.

2.2.3 스트레스 적응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대

처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나 긴장

을경감혹은제거시킬수있는적응방법을알아보기위

하여 Bell15)의 스트레스 적응방법 34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한 장기 적응방

법 5문항, 단기 적응방법 23문항으로 사용하였으며‘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항상 그렇다’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적응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사용된적응방법에대한신뢰도측정에

서는 측정도구의 Cronbach’s 계수 0.727, 0.814로 나

타났다.

2.3.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WIN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적응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였다. 이 중 스트레스적응방법은장기적응방법과단기

적응방법으로분류하여평균과표준편차를산출하였다.

일반적특성에따른자기효능감, 스트레스요인, 적응

방법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을실시하고, 사후분석은 Bonferroni 방법으로하였으

며,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방법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

이, 종교, 재수경험, 치위생과 선택동기, 성적, 거주형

태, 통학시간, 치위생과 만족도, 취업전망, 건강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22.5세로

22세의 응답자가 45.2%였다. 재수경험은 없다가

82.6%, 재수경험이 있다가 17.4%였고, 치위생과 선택

동기는‘취업전망’이 72.2%, ‘입학 시 성적’11.5%, ‘적

성과 흥미’11.1%, ‘담임선생님의 권유’5.2% 순이었다.

성적은‘중’60.4%, ‘상’29.6%, ‘하’10.0%였다. 치위

생과 만족도는‘보통’이 47.4% ‘만족’이 40.4%였다. 취

업전망은‘밝다’가 54.1%, ‘보통’이 34.8%였고, 건강상

태는‘보통이다’가 38.1%, ‘건강하다’가 34.4%로 조사

되었다. 

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22점이었으며‘나는 중

요한목표를설정하면성취할수있다’가 3.50점으로가

장높은점수를나타내었고, ‘나는어떤일을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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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특성

특성 구분 N %

나이 21세 이하 67 24.8

22세 122 45.2

23세 38 14.1

24세 15 5.6

25세 이상 28 10.4

종교 불교 25 9.3

기독교 81 30.0

천주교 19 7.0

기타 4 1.5

무교 141 52.2

재수경험 있다 47 17.4

없다 223 82.6

선택동기 적성과 흥미 30 11.1

담임선생님의 권유 14 5.2

입학 시 성적 31 11.5

취업전망 193 72.2

성적 상 80 29.6

중 163 60.4

하 27 10.0

거주형태 자택 203 75.2

하숙 5 1.9

자취 49 18.1

기타 13 4.8

치위생과만족도 매우 만족 8 3.0

만족 109 40.4

보통 128 47.4

불만족 20 7.4

매우 불만족 5 1.9

취업전망 매우 밝다 16 5.9

밝다 146 54.1

보통 94 34.8

어둡다 10 3.7

매우 어둡다 4 1.5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3 12.2

건강하다 93 34.4

보통이다 103 38.1

약하다 40 14.8

매우 약하다 1 0.4

통학시간 1시간 미만 75 27.8

1시간~2시간 미만 134 49.6

2시간~3시간 미만 51 18.9

3시간 이상 10 3.7

합계 2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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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능력에불안함을느낄때가있다’가 3.40점, ‘나는자

신감이있다’3.27점순으로나타났다. 

3.3.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은 시험, 교과과정, 공부환경, 과제물,

취업으로 5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스트레스 요인의 전체 평균은 3.18점이었으

며영역별요인으로는과제물 3.74점으로 가장높게나

타났고, 교과과정 3.25점, 공부환경 3.16점, 취업 3.07

점, 시험불안 2.95점 순으로 스트레스 요인점수가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스트레스요인중가장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과제물 영역 중‘국가고시에 도

움이 되지 않는 많은 과제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로

4.06점이었으며, 다음으로 교과과정 중‘국가고시 대비

이론과 실기의 병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3.63점

이었다. 가장 낮은 스트레스 요인은 시험영역 중‘모의

고사를 너무 자주 보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2.48점

으로가장낮은점수를나타내었다.

3.4. 스트레스 적응방법

스트레스 적응방법은 장기 적응방법과 단기 적응방법

2가지로나누어조사하였으며그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자기효능감의기술분석

항 목 M±SD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 3.50±0.83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 3.40±0.92

나는 자신감이 있다 3.27±0.86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 뿐이다 3.22±0.88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3.22±0.90

어떤 일을 첫 번에 잘못 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 본다 3.15±0.82

나는 지금의 내 친구들을 내 사교성 덕분에 사귀었다 3.15±0.87

나는 계획 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3.13±0.86

나는 어려운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3.13±0.89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 3.03±0.94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나는 그것을 끝마칠 때까지 반드시 한다 3.03±0.84

나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신 내가 먼저 간다 2.91±0.94

첫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2.83±0.89

나는 어떤 일이 너무 복잡해 보이면 해볼 시도조차 안한다 2.79±0.94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면 나는 잘 처할 수가 없다 2.67±0.84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나는 사귀는 것을 금방 포기한다 2.65±0.93

나는 쉽게 포기한다 2.63±0.93

나는 사회적(사교적)모임에서 내 자신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2.63±0.98

나는 어떤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포기한다 2.56±0.90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2.55±0.85

새로운 어떤 일을 배우려고 시도할 때 처음에 성공할 것 같지 않으면 바로 포기한다 2.52±0.85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2.31±1.00

나는 인생에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룰 능력이 없는 것 같다 2.22±0.92

전체 3.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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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적응방법의 전체 평균은 2.02점이었다. 그 중

장기 적응방법의 평균은 2.31점이었으며‘그 문제를 처

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본다’가 2.47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조용히

앉아서그문제에대해생각해본다’가 2.35점이었다. 단

기 적응방법은 평균이 1.72점이었으며‘음악을 듣는다’

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잠을 더 많이 잔다’2.65,

‘잡념이나공상에잠긴다’2.63점순으로조사되었다.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재수경험, 성적, 치위생과 만족도, 취업전망에 대하

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수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3.37점

으로 재수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성적에 있

어서는‘상’인 그룹이 3.36점으로‘중’3.16점, ‘하’

3.14점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치

위생과 만족도는‘만족’이 3.32점으로‘보통’3.15점,

‘불만족’3.07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5), 취업전망은‘전망이 밝다’가 3.29점으로‘보

통이다’3.15점, ‘전망이 어둡다’2.83점보다 유의하게

표 3. 스트레스요인의기술분석

항 목 M±SD

시험 모의고사를 너무 자주 보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2.48±0.95

다른 시험과 모의고사의 중복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35±1.11

모의고사 점수 공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86±1.11

국가고시에 한 정보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13±1.04

계 2.95±0.78

교과과정 휴식 없는 연속적인 수업시간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58±1.08

방학 중 국가고시 비 특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2.54±1.01

국가고시 비 이론과 실기의 병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63±1.08

계 3.25±0.78

공부환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30±1.15

냉난방 시설 불충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02±1.17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3.42±1.36

통학버스의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33±1.42

학과내의 경쟁적인 분위기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73±1.09

계 3.16±0.84

과제물 과제물 분량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42±1.09

국가고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과제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4.06±0.96

계 3.74±0.91

취업 취업에 한 정보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35±1.00

성적과 관련된 자신감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3.26±1.14

외모와 관련된 열등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61±1.08

계 3.07±0.77

3.1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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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나타났다(p<0.05). 

3.6.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방법의 차이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

레스요인과적응방법을분석한결과 <표 6>과같았다.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결

표 4. 스트레스 적응방법

항 목 M±SD

장기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책을 생각해 본다 2.47±0.76

조용히 앉아서 그 문제에 해 생각해 본다 2.35±0.69

그 문제에 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2.32±0.65

과거 경험을 살려서 해결한다 2.27±0.72

현재 이해한 것을 근거로 명확한 행동을 취한다 2.16±0.71

전체 2.31±0.49

단기 음악을 듣는다 2.85±0.95

잠을 더 많이 잔다 2.65±0.99

잡념이나 공상에 잠긴다 2.63±0.96

화, 연극, 운동경기를 구경하러 간다 2.04±0.90

그 문제를 잊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 한다 1.96±0.80

낙서를 한다 1.87±0.90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비한다 1.84±0.84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다 1.84±0.92

운다 1.80±0.88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른다 1.72±0.86

화장을 하거나 미장원에 간다 1.68±0.85

드라이브나 여행을 간다 1.60±0.77

술을 마신다 1.60±0.78

그 문제에 해 과장되게 큰소리로 떠벌린다 1.57±0.74

무작정 걷는다 1.54±0.74

머리를 거나 탁자를 두드리거나 손바닥을 비빈다 1.53±0.73

일어섰다 앉았다 하거나 왔다 갔다 한다 1.47±0.74

물건을 닥치는 로 산다 1.44±0.74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다 1.34±0.62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한다 1.27±0.66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다 1.17±0.47

약을 먹는다 1.14±0.48

점을 보러 간다 1.13±0.42

전체 1.7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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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험(p=.029)과 취업(p=.000)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교과과정과 공부환경, 과

제물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시험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시험 스트레스가

2.84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시험 스

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취업 요인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취업 스트레스가 2.87점으로 자

기효능감이 낮은 집단 3.25점에 비하여 취업 스트레스

표 5. 일반적특성에따른자기효능감의차이

N M±SD p

재수경험 있다 47 3.37±0.38 .012*

없다 223 3.18±0.45 

성적 상 80 3.36±0.41
a

.002*

중 163 3.16±0.42b

하 27 3.14±0.57b

치위생과만족도 만족 117 3.32±0.45b .002*

보통 128 3.15±0.40
a

불만족 25 3.07±0.54
a

취업전망 밝다 162 3.29±0.42b .000*

보통이다 94 3.15±0.40b

어둡다 14 2.83±0.69
a

표 6. 자기효능감수준에따른스트레스요인과적응방법의차이

자기효능감 수준 N M±SD p

시험 상(3.23 이상) 124 2.84±0.80 .029*

하(3.22 이하) 146 3.05±0.75

교과과정 상(3.23 이상) 124 3.17±0.80 .116

하(3.22 이하) 146 3.32±0.76

공부환경 상(3.23 이상) 124 3.06±0.84 .066

하(3.22 이하) 146 3.25±0.83

과제물 상(3.23 이상) 124 3.78±0.92 .516

하(3.22 이하) 146 3.71±0.90

취업 상(3.23 이상) 124 2.87±0.79 .000*

하(3.22 이하) 146 3.25±0.71

장기 적응방법 상(3.23 이상) 124 2.45±0.46 .000*

하(3.22 이하) 146 2.20±0.48

단기 적응방법 상(3.23 이상) 124 1.69±0.31 .116

하(3.22 이하) 146 1.76±0.37

* P<0.05
a, b는 사후분석결과임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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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기효능감에 따른 스

트레스 적응방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장기 적응방법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단기 적응방법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기 적응방

법에서는자기효능감이높은집단의평균이 2.45점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보다 높게 분석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단기 적응방법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분석되었으나 통

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는않았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

른 스트레스 요인과 사용하는 스트레스 적응방법을 알

아보고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대학시절 동

안이들을도와줄수있는효과적인중재프로그램개발

을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고자실시하였다. 

치위생과 선택동기는‘취업전망’이 72.2%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치위생과 만족도는 40.4%가‘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 등16)의 연구와 다른 선

행연구들17~19)과 같은 연구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높은 실업률로 학생들의 학과 결정

에 있어 졸업 후 취업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부담감의 감소로 인해 학

과만족도가높게나타난것으로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22점으로 나타나 이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 과 정20)의 3.43점,

3.42점21)과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22)의 3.30점

보다약간낮게나타나다른과학생들에비하여자기효

능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추후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접근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사

료된다.

스트레스 요인의 전체 평균은 3.18점이었으며 이는

박과이23)의 연구 2.79점 보다는조금높고, 허 등16)의

연구 3.22점과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의 차이는 조사시점과 국가시험 사이에 기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영역별 요인으로는 과제물이 3.74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과과정 3.25점, 공부환경

3.16점, 취업 3.07점, 시험 2.95점 순으로 스트레스 요

인점수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요

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과제물 영역 중

‘국가고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과제물로 스트레스

를 받는다’로 4.06점이었으며, 다음으로 교과과정 중

‘국가고시 대비 이론과 실기의 병행으로 스트레스를 받

는다’가 3.63점이었다. 이는 허 등16)의 연구에서 교과과

정중가장스트레스가높게나타난항목으로‘국가고시

대비 이론과 실기의 병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3.89점으로나타난것과과제물중가장높게나타난항

목으로‘국가고시에도움이되지않는많은과제물로스

트레스를 받는다’가 3.23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연구대상이 3학년 학생으로 졸업 시 국가시

험을통한면허증취득유무가졸업후취업에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국가시

험과관련된스트레스가많은것으로사료된다. 

스트레스 적응방법을 크게 장기·단기 적응방법으로

나누고 다시 세부항목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02점이었고, 그 중 장기 적응방법의 평균은 2.31점이

었으며 단기 적응방법은 1.72점으로 단기 적응방법보다

장기 적응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는 장기 적응방법 1.91점, 단기 적응방법 1.63점으

로조사된강2) 의 연구와비슷한결과를나타내었고, 이

는 장기 적응방법은 스트레스적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

해무엇인가를행하는데목표를두는반면, 단기 적응방

법은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유해한

상황을 단지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불편감을 감소시키려

고 하는 방법들이므로 스트레스 대처법은 단기 적응방

법보다 장기 적응방법이 더 나은 적응결과를 가져온다

고볼수있어본연구결과에서 3학년학생들이스트레

스 상황에서 단기 적응방법보다 장기 적응방법을 많이

사용함은 다소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기 적

응방법에서 세부항목으로는‘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대책을 생각해 본다’가 2.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조용히 앉아서 그

문제에대해생각해본다’가 2.35점이었다. 단기 적응방

법으로는‘음악을 듣는다’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잠을 더 많이 잔다’2.65, ‘잡념이나 공상에 잠긴다’

2.63점순으로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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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재수경험,

성적, 치위생과 만족도, 취업전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수

경험이있는경우자기효능감이 3.37점으로재수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p<0.05). 성적에 있어서는‘상’인 그

룹이 3.36점으로‘중’3.16점, ‘하’3.14점보다자기효능

감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는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24)의 연구결과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다는 이25)의 결

과와도 일치하며, 또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가장

많은 인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 양26)의 결과와

도 일치하였다. 치위생과 만족도와 취업전망은 치위생

과에 만족하고 있고, 취업전망이 밝다고 응답한 대상자

가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은 시험

(p=.029)과 취업(p=.000) 항목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시작한 과업이나 행동

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과업 중

에 만나게 되는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

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교과

과정과 공부환경, 과제물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p>0.05). 스트레스 적응방법은 장기 적

응방법(p=.000)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기 적

응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단기적응방법에서는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p>0.05).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치위생과 학생의 자기효능

감 정도는 스트레스 요인과 효율적인 스트레스 적응방

법의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치위생과

학생이앞으로취업후에겪게될다양한스트레스에보

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는 교육현장에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수 있는 접근방

법의개발과적용이필요하다고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표본의 수집을 설문지에 의존하였

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보장하기 어려우며, 조사대상자를 일부 치위생과 학생

들로 국한시켰으므로 모든 치위생과 학생에게 연구결과

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좀 더 폭넓은 대

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하여야 하며, 치위생과 학생들에

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

른 스트레스 요인과 사용하는 스트레스 적응방법을 알

아보고자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네 곳의 대학을 선정하

여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치위생과선택동기는취업전망이 72.2%로 가장높

게 나타났고, 치위생과 만족도는 40.4%가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전망은 54.1%가

밝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22점이었으며‘나는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면 성취할 수 있다’가 3.50

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

다’가 3.40점, ‘나는자신감이있다’3.27점순으로

나타났다. 

3. 스트레스 요인의 전체 평균은 3.18점이었으며 영

역별 요인으로는 과제물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교과과정 3.25점, 공부환경 3.16점, 취업

3.07점, 시험 2.95점순으로나타났다.

4. 스트레스적응방법은 2.02점이었고, 그중장기적

응방법의 평균은 2.31점이었으며 단기 적응방법은

1.72점으로 단기 적응방법보다 장기 적응방법을

더많이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수 경험, 성적, 치위생과 만족도, 취업전망

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6.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적응방

법을 분석한 결과 시험(p=.029)과 취업(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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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p<0.05), 교과과정과 공부환경, 과제물 항목에서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스트

레스적응방법은장기적응방법(p=.000)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p<0.05),

단기 적응방법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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