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고령시 로 진입하면서 구강 리욕구 수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치과의료분야 수요에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치과 생사의 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실

정이다[1]. 이러한사회 요구에 따라구강보건 문인력

인 치과 생사의 장실무능력 강화를 한 임상실습 교

육은 필수 이다. 치 생(학)과 교육과정 임상실습은

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치과 임상에서 실제로 수

행해 보는 과정으로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을 통하여 학생

들은 치과 생사로서의 직업 가치 을 형성하고 구강

보건 문가로서의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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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높은 이상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임상실습에 임한 학생들은 낯선 환경과임상실습 담당자

와의갈등, 과도한과제, 학교에서배운 이론을임상에

용하는 한계 , 인 계, 환자와의 갈등 등으로 정서

인 혼란을 겪고 심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된다[3-5].

스트 스란 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느끼는 심리

․신체 긴장 상태로서 장기간 지속 되면 신체 질

환과 심리 부 응을 나타내게 되고[6], 임상실습 스트

스는 임상실습과 련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불안, 공

포 등의 부정 인 요인으로 효율 인임상실습을 수행하

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7]. 임상실습 스트 스

는 부정 인 실습경험으로 인하여 자신감 결여, 학습능

력 하를 래한다[8]. 그리고 이러한 스트 스 경험이

공 만족도를 낮추고 미래의 문 직업인으로 지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9].

직업정체감이란 직업과 련된 자아정체감으로 직업

에 한 자신의목표나 흥미, 능력에 한 안정 인 청사

진을 의미하며[10], 올바른 직업정체감 확립은 학 생활

응도를 높여 직업 응에 도움을 주고, 반 로 뚜렷하

지 못한 직업정체감은 직업 부 응과 련이 있다고 하

다[11]. 학과 특성상 치 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직업 선택을 하고 들어온 상태인데, 뚜렷한 직업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취업을 하게 되면 직업만족

도가 떨어져 이직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 다[12].

치 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 스와 직업정체감

련 선행연구로는 임상실습 스트 스 향 요인[13], 임

상실습 스트 스와 자아존 감과의 련성[3], 임상실습

스트 스와 만족도, 자아개념간의 련성[14], 자아존

감, 공만족도 진로정체감과의 련성[1], 감정노동

과 자아존 감이 직업정체감에 미치는 향[15] 등이

부분이고 치 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 스와 직업

정체감과의 융합 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임상실습 스트 스와

직업정체감의 계를 악하여 인력수 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사회 요구에부합할수 있는교육과정 개발

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 대상   

2.1 연 대상

편의추출방식으로 남지역에 치한 3개 학 치

생과 3학년 180명을 상으로하 으며, 어도 4주 이상

임상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의 목 을 설

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180부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171부를 최종 분석하 다.

2.2 연

2.2.1 적 특

종교, 임상실습 기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기

수, 임상실습 지도자, 치 생과 선택동기를 포함한 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2.2.2 상실습 스트레스     

Beck 등[16]이 개발하고 김 등[17]이 연구에 이용하

던 20문항을 치 생과 학생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

용하 다. 하 역으로 임상실습 교육환경 5문항, 임상

실습 담당자와의 갈등 5문항, 임상실습 업무부담 4문항,

인 계 갈등 3문항, 환자와의 갈등 3문항 등 총 20문항

5개 하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부정 인 면만을묘사하 다. 각 문항은 5

리커드 척도로 ‘매우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이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 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0.913이었다.

2.2.3 직업정체감

Holland 등[10]이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 척도 권 등[18]이 연구에 이용하 던 14문

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각문항

은 4 리커드 척도로 ‘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수화 하 다. 부정 인 문항은 역환산

하 으며 수가 높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Cronbach's Alpha는 0.907이었다.

2.3 통계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인특성, 임상실습 스트 스, 직업정체감

은 기술통계를 하 고,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

감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Scheffe multiple comparison으로 사후검정을 하 다. 임

상실습 스트 스와 직업정체감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직업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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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 향을 주는 융합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Variables N %

Religion

Yes 49 28.7

No 122 71.3

Period with clinical practice

Less than 4 weeks 26 15.2

5-8 weeks 55 32.2

9-12 weeks 20 11.7

More than 13 weeks 70 40.9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78 45.6

Moderate 72 42.1

Unsatisfied 21 12.3

Nunber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1 23 13.5

2 62 36.3

More than 3 86 50.2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Dentist 9 5.3

Chief dental hygienist 90 52.6

Dental hygienist 72 42.1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For aptitude 16 9.4

For employment 111 64.9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7 4.1

Advice from others 34 19.8

Etc 3 1.8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종교가 ‘없다’인 학생이

71.3%로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 기간에서는 ‘13주 이

상’이 40.9%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45.6% 이었고 ‘보통’이 42.1%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기

수는 3곳 이상이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

습 담당자는 책임치과 생사가 52.6%, 일반치과 생사

가 42.1% 순으로 나타났다. 치 생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 고려’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3.2 상실습 스트레스  직업정체감 정도

임상실습 스트 스를 분석한 결과 5 만 에 평균

2.79 이었고 Cronbach's Alpha는 0.913 이었다. 임상실

습 스트 스 하 역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3.20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임상실습 업무부담’

3.02 , ‘임상실습 담당자와의 갈등’ 2.93 , ‘환자와의 갈

등’ 2.20 , ‘ 인 계 갈등’ 2.1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정체감은 수는 4 만 에 평균 2.30 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는 0.907이었다. Table 2

3.3 적 특 에 른 직업정체감 정도

일반 특성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만

족’인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하여 직업정체감이 높

게 나타났다. 치 생과 선택동기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

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01) ‘ 성을 고려하

여’ 선택한 학생이 ‘취업보장’이나 ‘타인의 권유’로치 생

과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직업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 종교, 임상실습 기간, 임상실습 기 수, 임상실습

지도자에 따른 직업정체감 정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Table 3

Variables Subcategory Cronbach's Alpha M±SD Range

Clinical practice stress 0.913 2.79±0.62 1～5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0.784 3.20±0.72

Conflicts with clinical practice practitioner 0.877 2.93±0.92

Clinical practice work burden 0.752 3.02±0.76

Conflicts with human relationship 0.857 2.17±0.86

Conflicts with patients 0.714 2.20±0.72

Professional identity 0.907 2.30±0.49 1～4

Table 2. Variables of descriptive statistic 
(N=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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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SD t or F
p-val
ue*

Religion
Yes 2.33±0.41 0.567 0.572
No 2.28±0.52

Period with clinical practice
Less than 4weeks 2.30±0.46 0.573 0.634
5-8weeks 2.23±0.54
9-12weeks 2.32±0.42
More than 13weeks 2.34±0.49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2.36±0.51a 6.951 0.001**

Moderate 2.33±0.40a

Unsatisfied 1.94±0.57b

Nunber of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1 2.35±0.40 1.580 0.209
2 2.21±0.53
More than 3 2.35±0.48

Clinical practice instructor
Dentist 2.30±0.59 0.096 0.908
Chief dental hygienist 2.31±0.44
Dental hygienist 2.28±0.54

Motivation of choosing
dental hygiene

For aptitude 2.72±0.41a 5.986 0.000***

For employment 2.31±0.48b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2.29±0.25ab

Advice from others 2.04±0.47b

Etc 2.43±0.31ab
*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 b, c 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0.05

Table 3. Professional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1)

3.4 상실습 스트레스  직업정체감과  상 계

직업정체감과 임상실습 스트 스 5개 하 역과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교육환경(r=-0.352,

p<0.01), 임상실습 업무부담(r=-0.185, p<0.05), 환자와의

갈등(r=-0.181, p<0.05)이 유의한 음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3.5 직업정체감에 향  미치는 합 

직업정체감에 향을 미치는 융합 요인을 악하기

해서 직업정체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 특성에서

직업정체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치 생과 선택동기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

하 고, 임상실습 스트 스 하 역 에서 직업정체감

과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보 던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 업무부담, 환자와의 갈등도 독립변수로 투입하

여 단계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치 생

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으로

는 임상실습 교육환경(β=-0.261), 성 고려(β=0.238), 타

인의 권유(β=-0.186), 임상실습 불만족(β=-0.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설명력은 23.7%로 나타났다. Table 5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E β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0.178 0.049 -0.261 -3.625 0.000***

For aptitude 0.401 0.116 0.238 3.470 0.001**

Advice from others -0.228 0.084 -0.186 -2.709 0.007**

Un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0.263 0.108 -0.176 -2.429 0.016*

R2=0.255, Adjusted R2=0.237, F=5.900
*p<0.05, **p<0.01, ***p<0.001 by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able 5.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identity

Professional
identity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Conflicts with
clinical practice
practitioner

Clinical practice
work burden

Conflicts with
human

relationship

Conflicts with
patients

Professional identity 1

Clinical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0.352** 1

Conflicts with clinical
practice practitioner

-0.076 0.545** 1

Clinical practice work burden -0.185* 0.534** 0.677** 1
Conflicts with

human relationship
-0.144 0.377** 0.563** 0.461** 1

Conflicts with patients -0.181* 0.226** 0.390** 0.397** 0.599** 1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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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결론

치과 생사란 직업은 문지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구강보건 문인으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직업에 한 확신을 가지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강보건 문인이 되기 해서 치

생학 교육에 필수 인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심리

인 부담감과 스트 스를 경험하게 한다[3-5].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 스와 직업정체감과의 융합

계를 규명하여 직업정체감 향상을 한기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 스 수는 2.79/5 으로

낮게 나타났다.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13]은 3.38/5 , 최 등[3]은 3.61/5 으로 나타났고, 간

호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19]은 3.14/5 , 이

[20]는 3.17/5 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 추후 임상실습 스트 스 련 환경요인을 더 첨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직업정체감 정도는

2.30/4 으로간호과 3학년학생을 상으로 한 권등[11]

의 2.26/4 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과

신입생을 상으로 한 조[21]의 연구에서는 2.77/4 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높게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낯선 환

경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스트 스를 경험하게 되

고 임상실습 스트 스는 공 만족도를낮추어 직업정체

감이 낮아졌으리라 생각된다. 이[20]는 공만족도가 높

을수록 직업정체감이 높다고 보고하 다.

성을 고려하여 치 생과를 선택한 학생이 다른 이

유로 치 생과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직업정체감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한 박 등

[1]의 연구에서도 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한 학생

들의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간

호과 학생을 상으로 한조[21]의연구와 작업치료과 학

생을 상으로 한 정 등[22]의 연구에서도 성 주로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하여 본인 스스로 성에 맞

는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결과를 나타냈다. 이결과로 진로를 결

정할 때 본인 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 결정을 함으로

써 직업정체감을 향상시켜 졸업 후 직업에 한 만족감

을 높여 이직을 여 양질의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자의 직업정체감과 임상실습 스트 스의 하 항

목 간의 련성에서는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 업

무부담, 환자와의 갈등이 직업정체감과 유의한 음의 상

계를 나타냈다. 임상실습 시 학생들의 요구 능력

에 부합되는 임상실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임상실

습 시 학생들의 역할이나 업무 범 가 분명하지 않아 임

상실습 스트 스는 높아지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아져

직업정체감에 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남 등[12]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직업정체감

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나가기 임상

실습 범 를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임상실습 담당자들에게도 구체 인 실습 내용과 범

를 제시하여 체계 인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최 등[3]의 연구에서도 임상실

습의 교육과정 공동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고 임상실

습 담당자들과의 교류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의 필요성

을 강조하 다. 그리고 임상실습 시 매일매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실습일지 작성 사례발표 등의 임상실

습 업무부담과 이 모든 것이 학 과 연계되어 임상실습

스트 스가 높아져 직업정체감에 향을 주었을 거라 사

료된다. 임상실습 스트 스가 많을수록 학과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23], 학과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나

직업에 한 개인 개념이 분명해진다고 하 다[24]. 학생

들이 새로운 임상 장에 빨리 응하여 흥미를 가지고

임상실습에 집 할 수 있도록 한 과제선정과 과제평

가 기 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임상실

습 시 환자와의 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으

로 스트 스가 높아져 직업정체감이 낮게 나타났다. 환

자와의 갈등을 이기 하여 교육과정에 의사소통

환자 리 등의 직업기 교육과정을 강화시켜 직업정체

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직업정체감에 향을 주는 융합요인을 악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임상실습 교육환경, 성고

려, 타인의 권유, 임상실습 불만족 순으로 직업정체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융합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체

설명력은 23.7%이었다.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직업정체

감 형성에 가장 높은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을 하여 임상실습기 과 학

간의 지속 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두 번째 원인은 성고려인데 학과선택 기 이성

이나 타인의 권유가 아닌 학생본인의 성을고려한선

택을 할 수 있도록 입시홍보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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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치 생과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을 실제 임상 장에서 수행하면서느끼는 만

족도로 치 생학 교육과정에서 매우 요한 과정이고,

임상실습에 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나 직업에 한

개인 개념이 분명해진다[24].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한 체계 인 임상실습 교육 로그램의개발

실습 인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한 의사소통 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직업정체감과 련된 임상실습

스트 스에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구체 인 비교가

불가능 한 과 일부 지역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하

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을 갖는다. 추후 치 생

과 학생들의 직업정체감에 향을 미치는다양한 변수를

첨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직업정체감 향상을 하여 학과선택

시 성을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과체험행사와

같은 간 경험 로그램 개발 임상실습 스트 스를

이기 하여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할수 체계 인

로그램 운 임상실습 기 과의 지속 인 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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