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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reduction

and to improv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e subjects were 354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ju and Jeonnam.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from June 3 to 21, 2013. The questionnaire included stress management

in the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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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As for clinical practice stress, there was a significant relevance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and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had a significant relevance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onclusions : In order to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enh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stress management

program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measurement tool fo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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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치위생과: , ,

서론

치위생학과는 전문직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치( )

위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다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에 임상실. ( )

습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치과임상에서 실제로 수

행해 보는 과정으로 치위생학과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1) 임상실습은 치과위생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임상적인.

지식 기술 태도와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시켜 통합적인, ,

사고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을 통하여 치과위생사 역.

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며 나아가서 임상실습

에 대해 흥미와 자부심 및 만족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임상실습이 치위생 학 과 학생들에게 이렇듯 중요함에도( )

불구하고 임상실습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에서 학생들은 임상

실습에 대해 회의적이며 부정적이다2) 그 이유로는 이론과.

실습과의 차이로 인한 혼돈 비교육적인 실습환경 대인관계, ,

에서의 경험부족 단순한 실무의 반복 전문지식의 부족 및, ,

자신감 결여 등으로 실습 중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두려움, ,

불안 피로 분노 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 .

한 대부분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이론적 확립이 완성되기( )

전에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 직면하

고 있으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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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4)

.

임상실습 스트레스란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경험하

는 스트레스 원으로써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

를 말한다2) 스트레스는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정서적 스트레스의 기능을 하여 건강악화 행

동을 유발하며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하지.

만 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정신건강에 공헌하고 종업원,

의 동기부여와 직무만족 그리고 직무업적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6)
.

와Lazarus Folkman
7)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

처하느냐 하는 대처방식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를 대처해.

가는 방식은 인간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방식과 심리적 갈

등을 신체질환으로 표현하려는 양상에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치위생 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

만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학. ( )

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

습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 )

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는 광주 전남지역의 치위생 학 과 학년 학생을· ( ) 3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실습을 마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 )

년 월 일 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2013 6 3 21 .∼

는 부를 배부하여 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397 375 ,

불성실한 부를 제외한 부를 분석하였다21 354 .

연구의 도구2.

일반적 특성2.1.
조사 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특성으로 출신고 거주상태, .

대인관계 건강상태 성적장학금 수령여부 전공 만족도 최, , , ,

근 실습기관 진학 이유 임상실습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 .

임상실습 스트레스2.2.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황8)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문항을 연구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환경.

요인 문항 대인관계 문항 역할 및 활동 문항 이상과7 , 7 , 10 ,

가치 문항 진료분야 문항 등 총 문항이다 매우 그렇다6 , 10 40 . ‘ ’

에는 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는 점까지 점 리커트형5 ‘ ’ 1 5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는 환경. Cronbach's α

요인은 대인관계는 역할 및 활동은 이상0.771, 0.757, 0.807,

과 가치는 진료분야별 스트레스는 로 신뢰성이0.835, 0.891

검증되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2.3.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와Lazarus Folkman

7)이 개발한 도구

를 김9)이 요인 분석하여 선택하여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

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

매우 그렇다에는 점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는 점까지 점‘ ’ 5 ‘ ’ 1 5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문항에 대한 Cronbach's

는 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0.657 .α

통계분석3.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 을SPSS 18.0

사용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빈도분석을1)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2)

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처정도를 알3)

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t-test, (one-way

를 시행하고 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ANOVA) , Scheffe .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4) , , ,

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 같다 출신 고등학<Table 1> .

교는 일반계가 로 가장 많았고 산업계가 기타가71.8% , 27.7%,

였다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과 함께 로 가장 많았0.6% . ‘ ’ 44.4%

고 자취하는 경우가 기숙사가 친척댁이, ‘ ’ 39.5%, ‘ ’ 14.1%, ‘ ’

였다 대인관계는 그저 그렇다가 좋다가2.0% . ‘ ’ 49.2%, ‘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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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가 좋지 않다가 였으며 건강상태는 좋‘ ’ 2.5%, ‘ ’ 0.6% , ‘

다가 그저 그렇다가 좋지 않다가 였다’ 49.4%, ‘ ’ 46.6%, ‘ ’ 4.0% .

성적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였고 전공 만족도는 그저31.9% , ‘

그렇다가 만족이 불만족이 였다’ 63.6%, ‘ ’ 29.1%, ‘ ’ 7.3% . 가장
최근의 임상실습기관은 치과병원이 치과의원이‘ ’ 24.9%, ‘ ’

였으며 학과선택이유는 취업이 로 가장 높았고75.1% , ‘ ’ 48.9% ,

아는‘ 사람의 추천이 적성이 학교 성적이’ 41.2%, ‘ ’ 5.1%, ‘ ’ 4.2%,

기타 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0.6% . ‘ ’

경우가 만족 한다가 불만족이 였다60.5%, ‘ ’ 32.5%, ‘ ’ 7.1% .

임상실습시영역별스트레스와스트레스대처2.

치위생 학 과 학생들의 영역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와 같다 환경요인에서의 스<Table 2> .

트레스는 로 가장 높았고 이상과 가치요인은3.06±0.72 ,

Division Mean±SD
Stress on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al factor 3.06±0.72

Personal relation 2.39±0.74

Role and activity 2.82±0.68

Ideal and worth 3.04±0.77

Treatment field 2.62±0.79

Stress coping 2.95±0.34

Table 2. Stress and coping according to the fields

Variable Division N %

High school

General 254 71.8

Industrial 98 27.7

Others 2 0.6

Residence type

Parents' house 157 44.4

Alone 140 39.5

Relative's house 7 2.0

School boarding house 50 14.1

Personal relations

Not good 2 0.6

So so 174 49.2

Good 169 47.7

Don't know 9 2.5

Health conditions

Not good 14 4.0

So so 165 46.6

Good 175 49.4

Scholarship for good grade

Don't know 220 62.1

Yes 113 31.9

No 21 5.9

Satisfaction of major

Not good 26 7.3

So so 225 63.6

Good 103 29.1

Last practice institutions
Dental hospital 88 24.9

Dental office 266 75.1

Motive of department choice

School records 15 4.2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146 41.2

Employment 173 48.9

Aptitude 18 5.1

Others 2 0.6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ot good 25 7.1

So so 214 60.5

Good 115 32.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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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활동요인은 였고 진료분야는3.04±0.77, 2.82±0.68 ,

였고 가장 낮았던 것은 대인관계요인으로2.62±0.79 ,

였다 스트레스 대처는 였다2.39±0.74 . 2.95±0.34 .

일반적특성에따른임상실습스트레스의분포3.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 )

레스의 분포는 과 같다<Table 3> .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거주형태별로 자취하는 경우에서

으로 가장 높았고 친척집인 경우에서2.93±0.56 , ‘ ’ 2.82±0.39,

학교 기숙사인 경우에서 부모님과 함께‘ ’ 2.75±0.57, ‘ ’

로 가장 낮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2.67±0.58 (p<0.01), ‘ ’

에서 으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렇다에서3.20±0.43 , ‘ ’

좋음에서 로 가장 낮았다 전2.84±0.57, ‘ ’ 2.70±0.58 (p<0.01).

공 만족도가 불만족에서 로 가장 높았고 그저 그‘ ’ 3.06±0.55 , ‘

렇다에서 만족에서 으로 가장 낮았으’ 2.80±0.60, ‘ ’ 2.70±0.53

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출신 고등학교(p<0.05) .

와 대인관계 성적장학금 수령 최근 실습지 학과선택 이유, , ,

에 따라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출신 고등학교 거주형태 대인, ,

관계 건강상태 성적장학금 수령여부 전공만족도 최근 실, , , ,

습지 학과 선택 이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4. , ,
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방식간의상관관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 , ,

습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와<Table 4>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 와 양의 상관. (r=0.318)

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 (r=-0.143)

와 임상실습 만족도 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r=-0.259)

Variables
Clinical practice stress Cope with stress
Mean±SD p Mean±SD p

High school

General 2.77±0.57

0.653

2.96±0.34

0.598Industrial 2.83±0.60 2.93±0.34

Others 2.78±0.36 3.07±0.03

Residence type

Parents' house 2.67±0.58

0.003**

2.96±0.34

0.870
Alone 2.93±0.56 2.93±0.35

relative's house 2.82±0.39 2.91±0.23

school boarding house 2.75±0.57 2.96±0.32

Personal relations

Not good 2.72±0.19

0.480

3.05±0.67

0.085
So so 2.80±0.60 2.91±0.34

Good 2.76±0.57 3.00±0.33

Don't know 3.05±0.57 2.89±0.31

Health conditions

Not good 3.20±0.43a

0.002**
3.11±0.29

0.209So so 2.84±0.57ab 2.93±0.33

Good 2.70±0.58b 2.95±0.35

Scholarship for

good grade

Don't know 2.78±0.56

0.427

2.94±0.32

0.687Yes 2.83±0.52 2.97±0.37

No 2.63±0.55 2.96±0.38

Satisfaction of

major

Not good 3.06±0.55a

0.015***
2.93±0.34

0.169So so 2.80±0.60ab 2.93±0.34

Good 2.70±0.53b 3.00±0.33

Last practice

institutions

Don't know 2.90±0.53
0.056

3.00±0.33
0.137

Dental office 2.75±0.59 2.94±0.34

Motive of department

choice

School records 2.79±0.43

0.620

2.98±0.23

0.578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s 2.79±0.61 2.95±0.33

Employment 2.80±0.55 2.94±0.34

Aptitude 2.62±0.65 2.98±0.45

Others 3.18±0.84 3.33±0.54
* p<0.001, ** p<0.01, *** p<0.05
+ Analysed by the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at α=0.05

Table 3. Meaning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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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도 와, (r=0.148)

임상실습 스트레스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0.127)

나타났다.

총괄및고안

치위생 학 과 임상실습은 정규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써( )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게 하여 치위생학과( )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면의 변화를 가져와 후일 정규 치과위, ,

생사로 근무할 때 치과위생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10)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

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므로 치위생 학( )

과 교육에 있어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11) 임상실습교육.

을 통해 졸업 후 실제로 근무하게 될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하

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이론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의 현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족

한 점을 보완하면서 발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관계의.

경험부족과 전문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안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치위생 학 과 학생의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와( )

일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여 학업상담 및 임상실습 교육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치위생학과 교육의 실무지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

행하였다.

치위생 학 과 학생들의 출신고등학교는 일반계가 로( ) 71.8%

가장 많았고 거주 형태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가,

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는 보통이상이 로 대44.4% , 97.1%

체적으로 긍정적이고 건강상태도 보통이상이 로 건강, 96.0%

한 상태였다.

치위생 학 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이 로 가장 높았( ) 48.9%

고 아는 사람의 추천이 로 나타났으며 장과 김, 41.2%, 12) 이, 13),

박14)의 직업 및 취업이 주변의 권유가 로 일치하69.0%, 18.6%

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상으로 만족한다가. 92.7%

로 년 장1995
15)의 년 심72.6%, 2000

16)의 년 박76.1%, 2006
14)의

의 연구결과로 해가 거듭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84.8% .

취업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는 이유가 높아지고 있는 결과와

연관성이 있어서 장래 직업이나 취업에 대한 보장이 치위생

학 과 선택 동기의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고 이로( ) ,

인하여 전공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치.

과위생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세기 취업난의 현실이21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상이 로 김93.0%
17)은 보통이상

이 박84.3%,
14)은 보통이 만족 매우불만족45.9%, 27.9%,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비교적 임상실습에 대해 긍정5.5%

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

지는 이유는 실습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부 병의원에서( )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1996

년 이18)의 연구에서는 만족이 년에 조사한 양16.9%, 2000
19)의

연구에서는 만족 보통 불만족 로 차이가17.5%, 32.3%, 50.2%

있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실습학생에 대한 인식부.

족 선배치과위생사의 관계 미숙 학생 자신의 역할이 모호한, ,

점과 전문적 기술 부족과 단순한 기능적인 일만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보고하였다15) 그래서 대학마다.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임상실습 전과 임상실습 중에

임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자신있게 임상실습을 할

수 있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실

습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영역별 스트레스는 환경요인에서의 스

트레스는 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상과 가치요인은3.06 , 3.04

점 역할 및 활동요인은 점이었고 진료 분야는 점, 2.82 , 2.62 ,

대인관계요인이 점 순으로 다른 보건직종을 대상으로 한2.39

전11)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
17)은 이상과 가치영역

에서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역할과 활동영역이 점3.22 , 3.12 ,

박14)은 이상과 가치영역이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3.54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

Variables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Satisfaction of major 1.00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318*** 1.000

Clinical practice stress -0.143** -0.259*** 1.000

Coping 0.088 0.148** 0.127* 1.000

Analysed by correlation coefficients
*** p<0.001, ** p<0.01, * p<0.0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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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환경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치위생학 학생( )

들이 익숙한 학교라는 환경에서 조직체계나 분위기 등의 모

든 상황이 친숙하지 못하고 생소한 임상에서 임상실습을 하

게 되면서 긴장감이 유발되어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

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힘들게 느꼈으리라 사료된

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실습에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과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영향,

을 미치며 다양한 신체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므로 신체증상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임상실

습 과정 중 느끼는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과에 흥미를 잃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명확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학생이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20)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

식을 사용할수록 신체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영향을 효과적으

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수준은 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2.95

으로 백22)의 점보다 약간 낮았다3.17 .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보다 자

취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 전공에 만족한 경우보다 불만족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건강과 대인관계가 나쁘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적절한 중재가 없는 경우 의욕상실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며

궁극에는 치과위생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입학초기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3)
.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가2.96 ,

점으로 높았고 전공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점으로3.11 , 3.00

만족하지 못한 경우 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과 선택을2.93 .

적성이라고 한 경우가 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거주형태별2.95 ,

건강상태와 전공 만족도 학과 선택 이유와 유의한 차이는,

없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 학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 )

대처상황을 파악하기에 유의하게 나온 변수가 없는 관계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 )

다 그래서 앞으로 치위생 학 과 학생들에게 맞는 스트레스. ( )

대처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

을수록 낮게 나타나서 홍21)과 일치하였으며 임상실습 스트,

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홍21)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서

년 장과 송2005
24) 년 박과 이, 2007

25)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현장에서 경험해보려는 학습

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있고 이론적 지식도 풍부하여

임상실습을 통하여 더욱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

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

므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임상실습 스트,

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주와 전남지역.

에 있는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 )

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

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분석이므로 대상자의 개인 성향과 응답태도에 따라 분석결과

가 달라 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임상실,

습시작 초기에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

위생과 학생을 위한 심리변화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학 과 학생들이 교외 임상실습과정에서( )

느끼는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실시하였다 광주 전남지역 치위생과. ·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354 .

치위생 학 과 학생들의 영역별 스트레스는 환경요인 스1. ( )

트레스는 로 가장 높았고 이상과 가치요인은3.06±0.72 ,

역할 및 활동요인은 이었고 진료3.04±0.77, 2.82±0.68 ,

분야는 였고 가장 낮았던 것은 대인관계요인2.62±0.79 ,

으로 였다 스트레스 대처는 였다2.39±0.74 . 2.95±0.34 .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거주형태별로 자취하는 경우에서2.

으로 가장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서2.93±0.56

으로 가장 높았다 전공 만족도가 불3.20±0.4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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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로 가장 높았다3.06±0.55

(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출신 고등학교 거주형태 대3. , ,

인관계 건강상태 성적장학금 수령여부 전공만족도 최, , , ,

근 실습지 학과 선택 이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 와 임상실습4. (r=-0.143)

만족도 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임상(r=-0.259) ,

실습 스트레스 대처는 임상실습 만족도 와 임상(r=0.148)

실습 스트레스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r=0.127)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 )

이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치과환경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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