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학 시기는정체감, 인생 사회 가치 등이 확

립되는 요한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결

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발달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1]. 이

과정에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정수 의 스트

스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응에 정 으로 작용하기

도 하지만 부분의 스트 스는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2]. 특히 치 생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치과 생사

의료 기사 국가시험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에 합격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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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치과 생사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으

로 학생으로서 갖추어야할 교육뿐 아니라 치 생 공

이론 학습과 임상실습까지 동시에 진행되고있어 스트

스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3,4].

스트 스는 스트 스 요인에 응하는 개인의신체 ,

정신 행동반응으로 나타나는 긴장상태’를 말하며, 정신

질환의 원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5]. 스트 스가

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신체 건강뿐 아

니라우울 불안등의 심리 건강에도 향을미쳐 자

신감의 감소, 성 하 등이발생하며 나아가 학교 응

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6-9]. 국민건강통계

에서 조사한 스트 스인지율과 우울증상 경험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교육부는 학생 자살자수가

2006년 191명에서 2008년 332명으로 증가하 고 매년 평

균 230명의 학생 자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10] 스트 스에 한 심은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치 이 확립되는 학 시기의올바른 스트

스 리는 매우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실습과 스트 스에 한 치 생과

학생들의 스트 스에 한 심각성은 입증되어 왔지만

[3,9], 이는 스트 스인자, 스트 스 반응, 만족도와 련

된 연구들이 부분이다. 스트 스와 련된 신체

생물학 인 변수들과의 련성을 알고 처하기 해서

는 합한 스트 스 척도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11,12].

이에 본 연구는 치 생과 학생들의 스트 스 부분을

스트 스 반응 척도를 이용하여 체계 으로분석하여

학생활 만족도와의 련성을 악하기 한 기 자료로

이용하려고 한다.

2. 연   통계

2.1 연 조사 대상

본연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경남지

역에 소재한 치 생과 2,3학년 299명을 조사 하 고, 연

구 상자 수 산출근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

과크기는 0.5, 유의수 은 0.05, 검정력 95%로 하여 실시

하 다. 치 생과 학생 1학년은 학생활의 만족도를

수치화하기에 미흡하다 단하여 상에서 제외하 으

며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 방법으로 하 다.

2.2 연 조사 

주요 변수인 스트 스는 유 등[13]이 개발한 학업 스

트 스에 한 10문항, 환경 스트 스 9문항, 개인 간 스

트 스 5문항, 개인 내 스트 스 15문항 총 39문항을

학차원의 스트 스 측정도구로 이용하 고, 스트 스 반

응척도는 고 등[11]이 개발한 피로 5문항, 좌 7문항, 신

체화 3문항, 분노 6문항, 우울 8문항, 긴장 6문항, 공격성

4문항 총 39문항을 사용하 으며, 만족도는 김과 하[14]

가 개발한 33개의 문항을 6개의 하 역으로 구분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분포 수는 Likert의 5 척도

를 사용하 다.

2.3 료분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학차원의 스트 스, 스

트 스 반응 척도 만족도를 확인하기 해 빈도분석

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고, 주요 변수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하기 해 t-test와 ANOVA을 실시하 다. 주요

변수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 하 으며 만

족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을 해서는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 다.

3. 연 결과

3.1 연  대상  특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은 2학

년 154명(49.4%), 3학년 158명(50.6%)으로 나타났고, 건

강상태는 ‘아주 안 좋다’가 7명(2.2%), ‘안 좋다’ 76명

(24.4%), ‘보통’ 113명(36.2%), ‘좋다’ 66명(21.2%), ‘아주

좋다’ 50명(16.0%)로 나타났다. 본인인지 인 계는 ‘아

주 안 좋다’가 2명(0.6%), ‘안 좋다’ 84명(26.9%), ‘보통’

118명(37.8%), ‘좋다’ 79명(25.3%), ‘아주 좋다’ 29명

(9.3%)로 나타났다. 지원 동기는 빈도분석결과 취업률

169명(54.2%)이 가장 높았고, 주변의 권유 78명(25.0%),

성 43명(13.8%), 성 17명(5.4%), 기타 5명(1.6%)순이

었다. 공 만족도는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가 12명

(3.8%), ‘만족하지 않는다’ 78명(25.0%), ‘보통’ 166명

(53.2%), ‘만족한다’ 40명(12.8%), ‘아주 만족한다’ 16명

(5.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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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Group N(%)

Grade
2 154(49.4)

3 158(50.6)

Health
condition

very not good 7(2.2)

not good 76(24.4)

normal 113(36.2)

good 66(21.2)

very good 50(16.0)

Relationship

very not good 2(0.6)

not good 84(26.9)

normal 118(37.8)

good 79(25.3)

very good 29(9.3)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43(13.8)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78(25.0)

High employment rate 169(54.2)

Aptitude 17(5.4)

Etc. 5(1.6)

Major
satisfaction

very not good 12(3.8)

not good 78(25.0)

normal 166(53.2)

good 40(12.8)

very good 16(5.1)

3.2 대상  대학차원  스트레스

상자의 학차원의 스트 스를 학업, 환경, 개인 간,

개인 내로분류한 결과는Table 2와같다. 학업스트 스

가 3.70±0.60로 가장 높았고, 개인 간 스트 스 3.15±0.73,

환경 스트 스 3.13±0.65, 개인 내 스트 스 2.86±0.65 순

이었다. 학업 스트 스를 세부 으로 나 어 분석한 결

과 시험 4.18±0.82, 학업 4.04±0.78, 학업성 3.92±0.85,

과제 양 3.89±0.83, 과제 발표 3.89±0.86 순으로 높았다.

환경 스트 스를 세부 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통학

3.60±1.11, 물가상승 3.33±1.01, 학업 생활환경

3.28±0.87, 경제 문제 3.27±1.01 순으로 높았다. 개인 간

문제를 세부 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과거에 내린 결

정 항목에서 3.33±0.91, 인간 계 3.29±0.89 순으로 높았

다. 개인 간 스트 스를 세부 으로 나 어 분석한 결과

내면 갈등 3.15±0.94, 삶의 의미 3.12±0.95, 월경

3.10±1.07 자아 존 감 3.00±0.93 순으로 높았다.

Table 2. College-based stress of the subject

Variables Group Mean±SD

Academic

Course requirements 4.04±0.78

Physical appearance 3.35±0.92

Academic ranking 3.92±0.85

Class preparation 3.37±0.88

Examination 4.18±0.82

Amount of task 3.89±0.83

Complexity of material to
be learned

3.75±0.88

Classroom presentations 3.89±0.86

Increased class workload 3.57±0.85

Classmates competition 3.00±0.90

3.70±0.60

Environ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aculty

2.80±0.84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amily

2.53±1.01

Financial difficulties 3.27±1.01

Change in living
environment

3.17±0.87

Unsatisfactory living
condition

3.28±0.87

Not enough money for
food, housing, etc

3.26±1.04

Rising prices of common
goods

3.33±1.01

commute to school 3.60±1.11

Vacations 2.96±1.07

3.13±0.65

Interpersonal

Regrets over past
decisions

3.33±0.9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29±0.89

Gossip 3.07±0.97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3.00±0.93

Trouble making decision 3.07±0.84

3.15±0.73

Intrapersonal

Religion 1.90±0.99

Low independent capability 2.81±1.00

Dating 2.75±1.03

Self-esteem 3.00±0.93

Self-identity 2.96±0.95

Meaning of life 3.12±0.95

Hypochondriacal
phenomenon

2.94±0.96

Being lonely 2.95±0.97

Menstrual (period)
problems

3.10±1.07

Inner conflicts 3.15±0.94

Health problems 2.91±0.92

Personal achievement 3.08±0.89

One’s own studies 2.82±0.81

Sexual concern 2.53±0.88

Communication 2.87±0.82

2.86±0.65

Total 3.17±0.53



한 합학 논문지 제9  제7144

3.3 대상  스트레스  척도 

상자의 스트 스를 반응척도별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피로가 3.56±0.68로 가장 높았고, 좌

3.35±0.85, 우울 3.22±0.83, 분노 3.17±0.87, 긴장 3.17±0.87,

신체화 3.12±0.94, 공격성 2.45±1.03 순이었다.

Table 3. Stress response scale

Variables Mean±SD

Fatigue 3.56±0.68

Frustration 3.35±0.85

Somatization 3.12±0.94

Anger 3.17±0.87

Depression 3.22±0.83

Tension 3.17±0.87

Aggression 2.45±1.03

Total 3.18±0.70

3.4 스트레스  스트레스  척도  계  

상자의 스트 스와 스트 스 반응 척도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4개의 스

트 스 하 역과 7개의 스트 스 반응 척도와의 상

계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정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개인 내 스트 스와 개인

간 스트 스는 .68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Stress Response 

Scale

Classification 1 2 3 4 5 6 7 8 9 10 11

Academic 1

Environmental .544** 1

Interpersonal .480** .584** 1

Intrapersonal .404** .623** .686** 1

Fatigue .571** .456** .458** .455** 1

Frustration .447** .444** .427** .505** .677** 1

Somatization .298** .299** .303** .412** .498** .633** 1

Anger .435** .435** .412** .441** .579** .766** .628** 1

Depression .427** .432** .434** .486** .642** .743** .580** .801** 1

Tension .367** .380** .411** .463** .543** .635** .560** .747** .777** 1

Aggression .207** .290** .258** .317** .310** .440** .349** .535** .519** .568** 1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3.5 대학생  스트레스  만족도  계  

상자의 학생활 스트 스 하 역에 따른 만족도

는 Table 5와 같다. 개인 내 스트 스와 진로 만족도와의

비교 결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스트 스

의 척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을수록 반 으로 만족

도가 낮은 결과를 보 으나 유의한 련은 없었다.

Table 5. College-based stress and satisfaction

Classification
Major
satisf
action

p

Betw
een
profe
ssor
and
stude
nt

satisf
action

p

Acad
emic
satisf
action

p

depar
tment
satisf
action

p

Colle
ge

satisf
action

p

Care
er

satisf
action

p

Acad
emic

0
3.42±
0.69

0.673

3.43±
0.89

0.676

3.13±
0.64

0.338

3.56±
0.79

0.849

3.06±
0.49

0.614

2.49±
0.58

0.156

1
3.47±
0.58

3.49±
0.70

3.25±
0.68

3.59±
0.64

3.13±
0.61

2.69±
0.67

Envir
onme
ntal

0
3.50±
0.63

0.369

3.53±
0.74

0.368

3.23±
0.68

0.820

3.59±
0.66

0.920

3.09±
0.62

0.507

2.56±
0.63

0.026

1
3.44±
0.57

3.46±
0.70

3.25±
0.67

3.59±
0.65

3.14±
0.59

2.74±
0.68

Interp
erson
al

0
3.52±
0.64

0.373

3.52±
0.79

0.635

3.17±
0.81

0.348

3.62±
0.68

0.624

3.07±
0.62

0.375

2.59±
0.63

0.172

1
3.45±
0.57

3.47±
0.69

3.26±
0.62

3.57±
0.64

3.14±
0.59

2.71±
0.68

Intrap
erson
al

0
3.47±
0.60

0.826

3.47±
0.77

0.685

3.22±
0.68

0.653

3.63±
0.66

0.241

3.13±
0.61

0.848

2.57±
0.65

0.004

1
3.46±
0.59

3.50±
0.65

3.26±
0.67

3.54±
0.64

3.11±
0.58

2.79±
0.67

3.6 만족도에 미치는 향  

상자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2학년

일수록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1.94(1.08~3.45), 건

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쳤다

2.10(1.09~4.03). 개인 간 스트 스, 스트 스 반응 척도

긴장과 공격성에서도 유의한 향을 보 다.

Table 6. The effect on the subject's satisfaction

Factors B SE OR(95% CI) p*

Grade(3) 0.66 0.30 1.94(1.08~3.45) .026

Health
condition

0.74 0.33 2.10(1.09~4.03) .026

Relationship -0.63 0.36 0.53(0.26~1.08) .082

Major
satisfaction

0.47 0.34 0.53(0.26~1.08) .165

Intrapersonal
stress

0.44 0.30 1.55(0.86~2.7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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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9, Nagelkerke R2=0.129, p*<0.001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4. 고찰 

스트 스는 일상생활에서 구나가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나아가 자존감까지 떨어뜨리고 심각한 경우

질병내지 사망으로이어질수 있는부정 인 향 수

있다[6-9]. 학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는 정체감 확립과

성인기로의 비를 해 많은 혼란을경험하는 시기이다

[15]. 우리나라 학생의 46%가 만성 스트 스에 시달린

다고 할 만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트 스의 정도는

심각하며[16], 그 보건계열 치 생과 학생들이 갖는

스트 스는 타과에 비하여 과도한 학사일정과 국가고시,

진로 등으로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3,17]. 스트

스는 실 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없으므로 스트 스

에 잘 응하기 하여 다양한 략이 필요하고 처하

는 방법도 요하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 생과 학생들의 스트 스

요인을 체계 으로 분석하여 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한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상자의 학차원의 스트 스는 총 3.17±0.53 이었

다. 간호학과 학생의 스트 스를 조사한 정 등[19]의 연

구결과 1.22±0.55 에 비해 높은 수 이었다. 세부 으

로 분석한 결과 학업 스트 스가 가장 높았던 반면 개인

내 스트 스가 가장 낮았다. 학업 스트 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치 생과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

하여 치과 생사의 자격을 갖추기 해 국시를 치러야

하는 환경으로 인한 스트 스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스트 스 수 이 상당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를 해

결하기 한 구체 인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자의 스트 스를 반응척도별로 분류한 결과에서

는 피로가 3.56±0.68로 가장 높았고, 좌 , 우울, 분노, 긴

장, 신체화, 공격성 순이었다.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학

생의 스트 스를 조사한

이 등[20]의 연구에서는 좌 , 우울, 긴장, 분노, 피로,

신체화, 공격성 순으로 완 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체 으로 높은 반응 척도와 낮은 변수는 일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스트 스로 인한 부

정 인 결과를 증명하고 있다[1,3,6]. 높은 수치의 반응척

도 항목인 피로와 좌 , 우울, 분노는 학생활에 부 응

을 야기 시키고 학생활의 불만족을 더욱 가 시킬 것

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스트 스 완화에 더 많은 심

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자의 학생활 스트 스 하 역에 따른 만족도

비교 에서는 개인 내 스트 스와 진로 만족도와의 비교

결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 등[21]의 연구에서도

스트 스와 만족도와의 련성을 주장하여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 다. 부정 인 스트 스는 일상생활의

만족도를 하시키고 있음을 측할 수 있다. 학생들

이 가지는 진로와 학업에 한 스트 스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며 한 리를 통해 스트 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상자의 학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 학년이 2학년일 때 만족도가 낮았다

1.94(1.08~3.45). 2학년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는 학

교생활 응의 안정도가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쳤다2.10(1.09~4.03). 건강상태가 학생활의 스

트 스에 정의 향을 주는 요소라는 을 감안하여 건강

한 학생활을 한 꾸 한 자기 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개인 간스트 스, 스트 스반응척도 긴장과

공격성도 유의한 향을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 스, 스트 스 반응 척도, 학생

활 만족도를 구체 으로 분석하여 치 생과 학생의 스

트 스의체계 리를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후속 으로 스트 스 반응의 매개효과, 치 생과에 맞는

스트 스 척도의 등의 융합 연구가 실하게 필요함을

제안한다.

5. 결론  제언

이 연구는 일부 치 생과 학생 2,3학년을 상으로 조

사하여 체를 표하기에는 어렵고 스트 스 완화할 수

있는 재변수에 한 계를 알 수 없는 에서 한계가

Fatigue 0.17 0.31 1.18(0.65~2.15) .585

Frustration -0.05 0.31 0.95(0.52~1.75) .870

Somatization 0.21 0.21 1.23(0.82~1.84) .324

Anger -0.41 0.34 0.66(0.34~1.28) .218

Depression 0.25 0.33 1.29(0.67~2.48) .449

Tension -0.63 0.28 0.54(0.31~0.93) .027

Aggression 0.44 0.18 1.55(1.09~3.4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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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 생과 학생의스트 스 반

응에 한 체계 인 분석을 시도한 에서 큰 의의를 지

닌다. 학생의 스트 스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해질 것

을 감안하여 스트 스 반응 척도를 이용한 체계 인 분

석 연구는 스트 스를 이고 학생활 만족도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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