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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Medical students experience various stresses that arise in a special environment. However, there is no specific stress 
scale for medical students with regard to their environment in Ko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d confirmed the
validity of a stress scale for medical students in Korea. 
Methods: A draft version of the scale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open-ended questionnaires from 97 medical students. The
validity of the content of this scale was evaluated by three medical educationists. The scale was administered to 435 third and
fourth grade medical students as the main survey. For our data, we performe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 used Cronbach α index to determine internal consistency.
Results: Six factors with 40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cademic stress (9 items); clerkship stress
(11 items); interpersonal stress (7 items); career stress (8 items); health-related stress (3 items); and financial stress (2 items). These
facto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a favorable RMSEA (0.053) and 
reasonable fit (CFI=0.847, TLI=0.833). Cronbach α values of the six factors ranged from 0.63 to 0.85.
Conclusion: The medical student stress scale had a good model fit. It is a valid and reliable instrument in identifying stress in
medical students and can be used in future studies. Also, the scale is expected to provide individual stress profiles for students 
to help them manage stress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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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

전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장차 인간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수기, 

태도들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물론 졸업 후 

전문 수련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재학 

기간 동안 과도한 학습량, 밤낮을 가리지 않은 임상실습, 시험

과 성적의 압박 등을 경험하게 된다[1,2,3].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시간적 압박, 환자와의 관계, 인간의 생명을 책임져

야 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지만

[4], 극심한 스트레스는 학업성취[5], 정신건강[6,7]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재학시절의 부적응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 의사가 되어서도 의사-환자 관계의 형성과 의료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그러나 의과대학생들

의 스트레스에 대해 대학이나 교수들의 관심도와 인식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

이,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학

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

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의과대학생

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영역과 수준을 파악하여 대학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지도교수에게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과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외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

하는 위해 Vitaliano et al. [10]이 개발한 의학 스트레스 척도

(medical stress scale)를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척도는 의학교육과정 및 환경, 개인적 역량, 사회/여가 생활, 

재정적 측면 등에서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Dahlin et al. [7]은  의과대학생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영역의 33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각 영역은 역량 부족에 대한 걱정, 비지지적인(경쟁적) 학업 

분위기, 교수-학습법 부족, 과중한 학업부담, 피드백 부족, 진

로 또는 직업에 대한 만족감,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학업, 대인관계, 교수-학습, 사회생활, 욕

구와 바램, 그룹 활동 등을 포함하는 40문항의 척도가 개발된 

바 있다[11]. 또는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척도도 개발된 

바 있다[12].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이러한 척도들을 번안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13], 국내 의과대학 환경을 고려한 학

생들의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개발된 바

가 없다. 외국의 검사도구들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및 의료환

경, 학생들의 의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구의 개발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과대학 상황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영역을 파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는 한국판 의과대학생용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 스트레스 요인 및 문항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위한 의과대학생과 의전원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스트레스 문항을 구성하기 위

해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총 97명의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와 의학교육 전문가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

을 통해 선정된 최종 문항에 대한 본 조사에서는 3학년과 4

학년 의과대학생과 의전원 학생 총 43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의과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을 조사한 후, 각 영역별

로 의과대학생이기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서술형 예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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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검사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초

안에 대해 의학교육 전문가 3인의 자문을 거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사에 사용할 검사지를 

완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본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한 검사 도

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평가하였다.

1)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영역 추출

  의과대학 환경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검사하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의 의학교육 논문 중에 ‘stress’, 

‘distress’, ‘scale’, ‘inventory’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검색하

고, 주요 연구물들을 분석하였다[7,10,11]. 이를 통해 본 연

구에서의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영역

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본 검사에서 스트레스는 의과대

학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상황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반응으로 정의하였으며, 영역은 

학업, 대인관계, 가족관계, 진로, 임상실습, 학교환경으로 분

류하였다.

a. 학업에서의 스트레스: 시험, 학업량, 성적으로 인해 유

발하는 스트레스이다. 

b.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의과대학 내 선후배 관계, 다

른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의 어려움에서 오는 스

트레스이다. 

c. 가족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의과대학 생활로 인해 부모,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유발하는 스트레스이다. 

d. 진로에서의 스트레스: 졸업 후 전공 선택, 진로 선택 등

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

e. 임상실습에서의 스트레스: 임상실습과정에서 환자와의 

관계, 생명을 다루는 데서 오는 긴장감 등으로 인해 나

타나는 스트레스이다. 

f. 학교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의과대학에 교육과정, 교육

환경, 학생지원환경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다. 

2) 예비조사와 내용타당도 평가

  예비조사는 의과대학생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생활에

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학업, 대인관계, 진로, 가족관계, 임

상실습, 학교환경의 총 6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로 3

가지의 스트레스 상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학생

들의 선입견이 없는 풍부한 의견 도출을 위해 질문지 형식을 

개방형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이 기술한 문항

을 검토하고 출현 빈도별로 정리를 하였다. 설문이 주관식으

로 진행되었으므로 객관성을 위해 설문 결과를 범주화하였다. 

학교환경 관련 문항은 시설, 기숙사, 학생 복지 등 학교의 특

수성이 반영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답변들이 다수 

있어 이를 제외한 학업, 대인관계, 진로, 가족관계, 임상실습

의 영역에서 총 165문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학교육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문항을 선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고, 본 조사를 위한 50개 예비

문항을 추출하였다. 

  3) 본 조사와 검사 도구의 양호도 평가

  본 조사는 수도권 2개 대학, 전라권 1개 대학, 충청권 1개 

대학, 강원권 1개 대학, 경상권 1개 대학에 검사 도구를 배포

한 후 총 451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435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검사도구는 4점 척도(‘거

의 언제나 그렇다’ 4점~‘거의 그렇지 않다’ 1점)로 학생이 스

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검사 도구의 양호도 평가

를 위해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검사에 내재된 

구인을 추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시행하였고, 

추출된 구인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최종 검사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첫째, 자유기술식의 예비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각 스트레스 영역별로 유사한 항목은 통합

하고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여 코딩하는 과정에서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학교육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문항들

이 연구 대상인 의과대학생 및 의전원생의 의과대학 스트레

스를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고,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

지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의과대학용 스트레스 

척도에 대해서는 요인분석의 적합성과 변인 사이의 상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Bartlett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도(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살펴보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

성분 분석으로 고윳값이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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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전 방식(varimax)으로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추출된 요

인의 구조가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로 χ2 

/df와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를 사용하였으며, 증분적합지수로 comparative fit index 

(CFI)와 Turker-Lewis index (TLI)를 사용하였다. 

  셋째, 확정된 검사에 대해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문항

내적 일관성 지수 Cronbach α를 구하였다. 또한 하위 요인

들 간 상호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Pearson의 r을 구하였다.

 

결과

1. 탐색적 요인분석

1) 요인수와 최종 요인구조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aiser-Meyer-Oklin (KMO)의 표준

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KMO 표준

적합도는 1에 가까운 0.911의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Barlett 

검증결과 χ2=7,088.815, df=780, p<0.001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는 요

인분석 하기에 무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주성분분석

의 직교회전 방식(varimax)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 1.0 이상에서 6개 요인을 추출하

였다. 한 요인의 부하량이 다른 요인에서도 0.4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이거나 다른 요인과 높은 중복 부하량을 보인 문

항, 그리고 개념적으로 다른 요인으로 묶인 10문항을 삭제하

였다. 이 과정에서 총 40문항을 추출하였다(Appendix 1).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0.472에서 0.709까지의 

범위를 보여주며, 6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51.68%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요인에 대한 해석과 요인명

  추출된 6개 요인은 각 요인별로 포함된 문항의 특성을 고려

하여 요인명을 명명하였다. 요인 1은 과도한 학습량, 빡빡한 

수업 일정과 교육과정, 유급 혹은 재시, 성적 등과 관련된 스

트레스로 주로 학업과 관련된 문항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명

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은 0.508~0.709의 분포로 총 9문항이

며, 전체 변량의 약 11.24%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 교수 및 전공의, 간호사

와의 관계, 병원 분위기 등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주로 임상실

습과 관련된 문항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요

인부하량은 0.472~0.673의 분포로 총 11문항이며, 전체 변량

의 약 10.76%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의과대학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교수, 동료, 선

배 등과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의과대학 생활로 인한 학과 이외

의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와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 관계 유지

와 관련된 문항으로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0.556~0.702의 분포로 총 7문항이며, 전체 변량의 

약 9.37%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졸업 후 전공과나 병원 선택, 진로 또는 전공과 

선택과 관련된 정보 부족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진로 스트레

스’로 명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은 0.483~0.707의 분포로 총 8

문항이며, 전체 변량의 약 9.10%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요인 5는 술, 담배, 우울증과 같은 학생들이 염려하는 건강

과 관련된 문제로 ‘건강 관련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요인부

하량은 0.562~0.688의 분포로 총 3문항이며, 전체 변량의 약 

7.08%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6은 학업으로 인한 등록금,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문

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재정적 스트레스’로 명명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0.643~0.653의 분포로 총 2문항이며, 전체 변량의 

약 4.12%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스트레스의 6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은 1,719.436으로 p<0.001 수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CFI값은 0.847, TLI값은 

0.833, RMSEA값은 0.053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어 6

개 요인구조가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

다(Table 2). Fig. 1에 제시된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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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ctor Loading of Medical Student Stress Items

Item
Factor

Factor name
1 2 3 4 5 6

 5 0.709 0.037 0.166 0.049 -0.060 0.075 Academic stress
 3 0.677 0.144 0.077 0.098 0.192 -0.030
 4 0.652 0.096 0.289 0.093 -0.132 0.033
 8 0.649 0.140 0.217 0.131 0.093 0.032
 2 0.604 0.192 0.077 0.122 0.205 0.082
 6 0.602 0.099 0.084 0.200 0.166 0.166
 1 0.567 0.119 0.335 0.163 -0.117 0.189
 7 0.515 0.137 0.269 0.238 0.174 -0.161
 9 0.508 0.200 0.149 0.310 -0.003 0.328
 8 0.061 0.673 0.189 0.070 0.359 0.041 Clerkship stress
 5 0.089 0.669 0.259 0.134 -0.122 -0.031
 4 0.080 0.651 0.347 0.078 0.097 -0.030
 9 0.163 0.606 0.150 0.135 -0.184 0.153
 3 0.169 0.586 -0.037 0.055 0.414 0.231
 2 0.172 0.583 -0.125 0.155 0.337 0.188
 9 0.045 0.582 0.153 0.181 0.319 -0.081
 7 0.257 0.577 0.141 0.171 -0.252 0.197
 1 0.167 0.484 -0.076 0.055 0.427 0.248
10 0.224 0.478 0.193 0.080 0.011 0.084
 6 0.040 0.472 0.132 0.229 0.075 -0.249
 5 0.150 0.218 0.702 0.188 -0.047 -0.004 Interpersonal stress
 4 0.104 0.128 0.670 0.096 -0.272 0.089
 6 0.178 0.217 0.661 0.137 -0.120 0.037
 2 0.240 0.113 0.623 0.170 0.177 0.093
 3 0.194 0.183 0.601 0.142 0.135 0.204
 7 0.286 0.155 0.575 0.165 0.252 -0.037
 1 0.314 0.066 0.556 0.126 0.230 0.082
 2 0.035 0.055 0.168 0.707 0.003 0.189 Career stress
 4 0.210 0.128 0.143 0.695 0.047 -0.118
 7 0.136 0.195 0.116 0.649 0.035 -0.022
 3 0.005 0.128 0.198 0.622 0.140 0.162
 1 0.137 0.058 0.139 0.576 -0.222 0.366
 8 0.394 0.244 0.075 0.565 0.045 0.091
 5 0.365 0.151 0.185 0.498 0.339 0.029
 6 0.271 0.114 0.046 0.483 0.137 -0.037
 1 0.117 0.116 0.104 0.170 0.688 0.085 Health-related stress
 3 -0.048 -0.003 -0.074 -0.039 0.687 0.077
 2 0.157 0.091 0.081 0.071 0.562 0.049
 2 0.085 0.086 0.117 0.040 0.297 0.654 Financial stress
 1 0.181 0.119 0.180 0.231 0.116 0.643

Eigenvalue 4.496 4.305 3.749 3.638 2.834 1.649
Variance (%) 11.241 10.762 9.372 9.095 7.084 4.123
Cumulative (%) 11.241 22.003 31.375 40.470 47.554 51.677

KMO=0.911, Bartlett=7,088.815 (df=780, p=0.000)

KMO: Kaiser-Meyer-Ok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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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actor Model of Medical Student Stress Scale

Table 2. Structure Model Fit Indices

df χ2 p-value CFI TLI RMSEA
RMSEA (90)

LO HI
Factor model 717 1,719.436 0.000 0.847 0.833 0.057 0.053 0.060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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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edical Student Stress Scale

Factor Item Mean SD Skewness Kurtosis
Academic stress  1 3.03 0.56 -0.30 1.39

 2 2.28 0.54 0.68 0.49
 3 2.45 0.64 0.39 -0.11
 4 2.84 0.66 -0.16 -0.01
 5 2.79 0.81 -0.08 -0.67
 6 2.51 0.69 0.38 -0.23
 7 2.62 0.68 0.06 -0.28
 8 2.65 0.67 0.07 -0.30
 9 2.76 0.66 -0.01 -0.26

Clerkship stress  1 2.13 0.63 0.51 0.94
 2 2.21 0.63 0.39 0.47
 3 2.07 0.61 0.46 1.12
 4 2.48 0.74 0.19 -0.29
 5 2.80 0.73 -0.32 0.00
 6 2.43 0.76 0.26 -0.27
 7 2.76 0.67 -0.29 0.15
 8 2.32 0.66 0.50 0.32
 9 2.31 0.70 0.51 0.27
10 2.58 0.77 0.01 -0.40
11 2.62 0.67 0.20 -0.37

Interpersonal stress  1 2.62 0.77 0.05 -0.44
 2 2.68 0.74 0.12 -0.49
 3 2.82 0.71 -0.26 -0.04
 4 3.12 0.63 -0.38 0.58
 5 2.93 0.67 -0.19 -0.05
 6 2.95 0.69 -0.27 -0.04
 7 2.67 0.70 0.15 -0.44

Career stress  1 3.01 0.69 -0.47 0.45
 2 2.83 0.70 -0.36 0.19
 3 2.71 0.75 -0.09 -0.36
 4 2.83 0.68 -0.18 -0.05
 5 2.44 0.66 0.54 -0.02
 6 2.68 0.71 0.15 -0.46
 7 2.81 0.69 -0.16 -0.11
 8 2.69 0.68 0.18 -0.47

Health-related stress  1 1.98 0.83 0.49 -0.40
 2 2.05 0.89 0.53 -0.45
 3 1.61 0.85 1.18 0.34

Financial stress  1 2.75 0.80 -0.24 -0.38
 2 2.15 0.90 0.32 -0.73

SD: Standard deviation.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6개 하위

요인들은 0.31~0.75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를 나타냈으며, 

40개 문항과의 관계에서는 0.43~0.81의 값을 나타냈다.

3. 문항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최종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는 1.61~3.12의 분포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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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iability and Correlations of Factors

 Cronbach α Mean±SD F1 F2 F3 F4 F5 F6
F1 0.85 2.66±0.45 -

F2 0.85 2.43±0.44 0.478** -

F3 0.84 2.83±0.50 0.598** 0.498** -

F4 0.83 2.75±0.47 0.564** 0.482** 0.510** -

F5 0.64 1.88±0.65 0.225** 0.301** 0.153* 0.217** -

F6 0.63 2.45±0.73 0.350** 0.326** 0.300** 0.347** 0.257** -

SD: Standard deviation, F1: Academic stress, F2: Clerkship stress, F3: Interpersonal stress, F4: Career stress, F5: Health-related stress, F6: 
Financial stress.
*p<0.05, **p<0.01.

다.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업’ 요인의 문항 평균은 

2.28~3.03, ‘임상실습’ 요인의 문항 평균은 2.07~2.80, ‘대인

관계’ 요인의 문항 평균은 2.62~3.12, ‘진로’ 요인의 문항 평균

은 2.44~3.01, ‘건강 문제’ 요인의 문항 평균은 1.61~2.05, ‘재

정적 문제’ 요인의 문항 평균은 2.15~2.75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로 볼 때, 6개 요인이 ‘거의 그렇지 않다(2점)’에서 ‘흔

히 그렇다(3점)’ 수준으로 스트레스 척도에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최종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상호상관 

  최종 척도의 문항 내적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Cronbach α로 추정한 신뢰도 계수는 

‘학업’ 요인이 0.85, ‘임상실습’ 요인이 0.85, ‘대인관계’ 요인이 

0.83, ‘진로’ 요인이 0.83, ‘건강 관련’ 요인이 0.64, ‘재정적 문

제’ 요인이 0.63으로 신뢰성 있게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 요인별 상호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학업 스트레

스’ 요인은 임상실습, 대인관계, 진로, 건강, 재정적 스트레스

와 0.23~0.60 범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임상실

습 스트레스’ 요인은 대인관계, 진로, 건강, 재정적 문제 스트

레스와 0.33~0.50 범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

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은 진로, 건강, 재정적 문제 스트레스와 

0.15~0.51 범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 스트

레스’ 요인은 건강, 재정적 스트레스와 0.22~0.35 범위의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재정적 문제 스트레스와 0.26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척도의 6개 하위 요인들은 유의미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찰

  의학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우울감, 불안,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으로 인식되어 있다[2]. 외국의 경

우, 의과대학생들의 탈진, 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발

표되었고, 스트레스 중재와 관리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14].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파악하

여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스트

레스 영역과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의과대학 환경에서 느끼는 의과대학생들의 스트

레스 영역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

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트레스 척도는 학업 스트레스, 임상

실습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진로 스트레스, 건강 관련 

스트레스, 재정적 스트레스의 6개 요인 총 40문항이었다. 모

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지수로 활용되는 RMSEA, CFI, TLI

의 지수값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는 χ2통계량

의 한계를 교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로서 지수값이 

0.05~0.08이면 적당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CFI나 TLI는 기

초모형과 연구모형을 비교하여 산출되는 지수로 그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CFI값은 0.847, TLI값은 0.833, RMSEA값은 

0.053으로 도출되어 검사 도구의 양호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요인 모두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 지

수를 보여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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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선행 연구 결과[7,10,11]와 비교하면, 학업, 대인관계, 

진로, 재정적 문제 영역은 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스트레

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관계, 진로, 건

강관련 스트레스는 내적 요인으로, 학업, 임상실습, 재정적 스

트레스는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요인 1은 학업 스트레스로 설명량은 11.2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의과대학생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생이 직면한 스트레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이 학업과 관련된 것으로, 과도한 학습량, 잦은 시험, 

성적 저하로 인한 유급에 대한 두려움 등이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15]. 이처럼 다소 권위적이고 경직

되어 있으며, 동료와 과도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의과대학 환경

에서 학업은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데[7], 본 연구도 이를 뒷

받침한다.

  의학교육과정 중 임상실습 이전 시기보다 임상실습 시기가 

학생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 상황이다[16]. 본 연구에서도 임

상실습 관련 스트레스가 10.76%로 두 번째로 큰 설명량을 보

여주고 있다. 임상실습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임상실

습을 잘 견뎌낼 수 없을 것 같거나, 교수님과 전공의의 눈치를 

보는 것, 병원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호함, 간호사들이 무

시하는 것, 임상실습 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엄격한 

수직관계의 병원환경에 적응하는 것, 환자에 대한 두려움 등

의 11개가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짐작하게 해 주며, 학생들이 임상실습 과정 중 어

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를 파악하게 해 줄 뿐만 아

니라 교육과정의 개선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 병원 감염

에 대한 두려움, 실습에서의 피드백 부족, 임상술기의 부족, 

병원 의료진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학대 등도 보고되었다

[16]. 본 연구에서는 포함이 안된 문항이지만, 향후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할 문항이라 여겨진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9.37%로 세 번째로 큰 설명량을 보였

다. 교수나 선배와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경쟁 속에서 동료 간 

관계가 삭막해지고, 학과 친구들 이외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

지하기가 어려우며, 한번 맺어진 인간관계가 졸업 후까지 중

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동료나 선배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솔

직한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등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만큼 의과대학 환경에

서의 인간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교수, 동료, 선배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관계에서 소

원해지거나 다양한 그룹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도 스

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10,11], 본 연구에서는 문항으로 추

출되지 않았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구체적이고 다양함을 알 수 있

다. 진로 스트레스는 총 8문항이 추출되었다. 졸업 후 전공과

목 선택, 병원 선택,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할 것 같아 걱

정스러움, 진로를 생각할 여유 부족, 성적에 따라 진로가 결정

되는 현실,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과도한 기대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7].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진로가 스트

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에 비해 진로지도 교육이 중

요하다는 인식이 낮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제공

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17].

  건강 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총 3문항으로 우울증에 시달리

는 것 같거나, 술이나 담배와 같은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배제하지 못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해당된다. 음주

량과 흡연량이 많아지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인데[18],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를 줄이거나 조절

하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역

에서 심각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적 스트레스는 등록금으로 인한 빚의 증가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포함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재정적 

스트레스가 흔한 현상이며, 이것이 학생들의 졸업 후 세부전

공(specialty)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19]. 본 연구에서는 의

전원 학생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스트레

스 하위 요인 중 하나로 포함되었을 것이다. 의전원생들은 의

과대학생에 비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며, 

학부를 졸업한 후에도 대학원 진학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모

에게 재정적 부담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큰 스트레스로 여긴

다고 볼 수 있다[20]. 따라서 이 문항들은 의학교육의 학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이를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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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실

정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의학교육환경을 반영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여러 지역의 의과대학과 의전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

으나, 보다 높은 적합도 지수를 확보하고 검사 문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문항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추

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검사 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답을 하거나, 실제

와 차이가 있는 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학생지

도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 결과와 함께 개인면담이나 

다양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심도 있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재정적 스트레스와 같은 하위 요

인은 대상에 따라 응답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스트레

스는 학년,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 자존감, 번아웃 등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

고, 학생들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14].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러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스

트레스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척도는 

한국 의과대학 환경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영역

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

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임상실습 환경을 개선

하거나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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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 3 2 1
2. 4 3 2 1
3. 4 3 2 1
4. 4 3 2 1
5. 4 3 2 1
6. 4 3 2 1
7. 4 3 2 1
8. 4 3 2 1
9. , 4 3 2 1

2: 　 　 　 　

 1. 4 3 2 1
 2. 4 3 2 1
 3. 4 3 2 1
 4. , 4 3 2 1
 5. 4 3 2 1
 6. 4 3 2 1
 7. 4 3 2 1
 8. 4 3 2 1
 9. 4 3 2 1
10. 4 3 2 1
11. 4 3 2 1

3: 　 　 　 　

 1. 4 3 2 1
 2. 4 3 2 1
 3. ( ) 4 3 2 1
 4. , , 4 3 2 1
5. , 4 3 2 1

 6. , 4 3 2 1
 7. ( ) 4 3 2 1

4: 　 　 　 　

 1. 4 3 2 1
 2. 4 3 2 1
 3. 4 3 2 1
 4. 4 3 2 1
 5. ( ) 4 3 2 1
 6. ( ) 4 3 2 1
 7. ( ) 4 3 2 1
 8. ( ) 4 3 2 1

5: 　 　 　 　

 1. 4 3 2 1
 2. ( ) 4 3 2 1
 3. 4 3 2 1

6: 　 　 　 　

 1. 4 3 2 1
 2. 4 3 2 1

Appendix 1. Medical Student Stress Inventory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