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ڋଠ নࢢ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stress,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QOL) of medical students during a clinical
clerkship and identifi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ir QOL.
Methods: The subjects were 53 medical college students and 43 post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of D medical school in
Korea. They completed a demographic questionnaire and self-rated questionnaires on stress,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QOL.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The level of students' QOL was moderate. QOL correlated negatively with stress and positively with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Stress correlated negatively with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By regression analysis, stress and resilience affected the
QOL of medical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tress negatively affects the QOL of medical students during clinical clerkship,
which can be mitigated by resilience.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develop measures to ease stress and enhance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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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상실습 동안에는 임상 과들을 순환하면서 매번 새로

ছߨ

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더 높은 스트레스에 처
할 수 있다[2,3].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대학생들의 잇단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 대학생의 정신건강

필요한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다. 스트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와 성인

스의 개인차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개인의 성격 특성, 탄력성,

기 사이의 과도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여 다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의 내적 요인들[4]과 물질적 자원, 사회

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학생들 중에서도 의과

적 지지 등의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5,6]. 이 중 내적 요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

인 탄력성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헤쳐 나가는 능력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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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스트레스와 탄력성은 그 속성상 개인의 삶의 질에 상
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환경적 요인 중

۩ঃࢫࢺ࣑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자신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
호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원조로 개인의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삶의 질을

֜۩ঃ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며 스트레스

경기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임상실습중인 의과대학 본

에 대해 완충효과를 가지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5]. 삶의 질

과 3학년 54명과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44명을 대상으로

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국외의 문헌 중에는 의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

과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7,8]을 찾아볼 수 있으나,

수된 설문지 98부 중 일정한 응답을 하는 등 신뢰성이 결여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

설문지 2부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나머지 96부를 최종 분

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또, 외국에서 의과대학생의 탄력성,

석에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을 드물게 찾아볼 수 있으나[9,10]

53명(55.2%), 여학생이 43명(44.8%)이었고 평균 나이는 약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 스트레

26세였다. 가족 월수입은 600만 원 이상(46.9%)인 경우가 가

스를 조사한 연구[7]에서는 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장애를 겪

장 많았으나 3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9.8%에 해당하였다.

고 있지만, 반 수 이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전략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의 삶의 만족도

ܑ֜֜

를 조사한 연구[8]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1) 스트레스 측정 도구

의대 생활이 자신의 사회적, 개인적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DeLongis 등이 개발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국

다고 느끼며, 감정적 대처방식보다는 건강증진 대처전략을

내 대학생에 맞게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근 일주일의

사용한다고 하였다. 임상실습중인 의과대학생의 탄력성 연구

대인, 학업, 경제, 자신, 외부환경, 가정생활, 여가 관련 스트

[9]에서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정신적 상처를 많이 받고 상

레스 등에 관한 총 36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급자에 의해 혹사당하기도 하며 우울증, 스트레스 증상이 나

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923이었다.

타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10]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의 37.1%

2) 탄력성 측정 도구

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가구소득이 높아도 우울증의 위험

Block & Block이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대학생에 맞도록

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같이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총 12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

협받고 있다면 의학교육 증진에 커다란 방해가 될 것이다. 따

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773이었다.

라서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탄력성, 사회적 지

3)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지와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Zimet 등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Social Support (MSPSS)를 사용하였는데, 가족, 친구, 중요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제고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알아

한 타인이라는 3가지 차원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며,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고자 한

총 12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다. 첫째,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사회적 지지, 그리

Cronbach's α는 0.705였다.

고 삶의 질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4) 삶의 질 측정 도구

어떠한가? 셋째,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 척도는 1998

요인은 무엇인가?

년 개발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

BREF)를 민성길 등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 질을
신체, 심리, 사회적 관계, 환경 및 전반적 영역의 5개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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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vel of Stress,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Stress

Resilience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Measure
Interpersonal
Study
Economic
Self
Environment
Family life
Leisure
Total
Family
Friend
Others
Total
Physical health
Emotional health
Social relationship
Environment
General
Total

Mean
1.454
2.052
1.672
1.567
1.317
1.398
1.481
1.519
2.979
3.396
3.273
3.258
3.309
3.497
3.316
3.531
3.240
3.432
3.375

SD
0.422
0.715
0.669
0.487
0.438
0.473
0.473
0.359
0.370
0.581
1.275
0.689
0.683
0.557
0.578
0.567
0.517
0.800
0.480

Minimum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Maximum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SD: Standard deviation.

로 구분하고 있으며, 총 26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질은 3.375점(최저 1점, 최고 5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0.915로 나타났다.

영역 중 가장 높은 것은 학업스트레스로 2.052점이었으며, 사

ୀ߹ंজ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고,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각 측정변수들의 빈
도분석 및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으며, 삶의 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적 지지 중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의 지지였고, 삶의 질 영
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체적 건강 영역이었다(Table

1).

ਆൈߑਆ ߚন ॷฎୡ ॾଭாஜଭ
ւծ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 탄력성, 사회적 지지, 삶의 질 수준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էր

연령, 가족 월소득을 포함시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스트
레스, 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수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이상 p<0.001), 스트레스는

ଭր۩ଭਆൈߑਆ ߚন ॷฎୡ 
ॾଭாஜ

삶의 질 수준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상관계수, -0.602),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1.519점, 탄력성은 2.979점, 사

삶의 질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스트레스와 탄력

회적 지지는 3.309점(이상 최저 1점, 최고 4점), 그리고 삶의

성(상관계수, -0.530),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상관계수,

탄력성(상관계수, 0.684) 및 사회적 지지(상관계수, 0.49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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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ression Analysis of Quality of Life of Medical Students
Factor
Stress
Resilience
Social support

Enter method
B
SE
β
-0.423
0.109
-0.317
0.536
0.111
0.436
0.104
0.058
0.148
2
R =0.563, F=39.522***, Constant=2.076

t
-3.875***
4.827***
1.800

B: Unstandardized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coefficient, t: The ratio of the sample regression coefficient to its standard
2
error, R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F: The ratio of the model mean square to the error mean square.
***p<0.001.

-0.366) 간에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01).

ଭր۩ଭॾଭாઽේଡࢠ౿ۀ૬

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이 심리적 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의과대학생들이 아닌 일반 의과대학생들이었기 때문으로 생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각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 삶의 질이 낮은

위하여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

학생들에게는 상담이나 멘토링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 그 결과, 의과대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양호했지만, 그 하위 요인

56.3%이고, 변량분석모델 검증(F값)은 39.522로 유의하게 나

중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또, 대상자들의 인구

타나(p<0.001) 회귀선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Vari-

사회학적 특성에서 가족의 월수입이 300만 원 이하인 대학생

ance inflation factor 및 tolerance 결과상 다중공선성의 문

이 20% 정도이므로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높을 것으로

제는 없었다. 스트레스와 탄력성(이상 p<0.001)이 의과대학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의 3가지 차원 중 가족의 지지가 가장

생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높게 나타나 가족이 중요한 지지원임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크기는 스트레스 -0.317, 탄력성 0.436

생들은 3.375점의 삶의 질 수준을 보였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이다(Table 2).

학생들을 조사한다면 삶의 질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
한 학생들을 위한 사례 관리 등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
다.

ճఝ

삶의 질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에서 스트레스, 탄력성이 삶
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의과대학생

이 연구는 임상 실습 과정의 의과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들의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받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

내적 요인인 탄력성은 그들의 스트레스에 완충작용을 제공하

여,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 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여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의과

을 측정하고 그들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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