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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 of stress and resili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Methods and Materials

: Data was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s of 520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at G metropolitan city and C province from 1st June, 2010
to 10th Aug. 2010. The tool were Clinical Practice Stress modified by Kim & Lee(2005),
Life Stress developed by Goo(2008), and Resilience developed by Wagnild & Young(1993).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ver. 18.0 PC+ by descriptive,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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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e mean score of life stress was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1.72points,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3.39points, and resilience was 3.39 poi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life stress according to age, grade, health status, human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for nursing. There was higher clinical practice stress of 4th
grade than that 3rd grade among nursing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f resilience according to grade, health status, human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for
nursing.

Conclusion

: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among life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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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한다
(안희남, 2004).
스트레스와 극복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적절한 정도의 스트레스는 긍정적 역할을 하여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활을 통해 새로운 생

적응에 도움을 주지만,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활양식을 경험해야 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극복력이 약하면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초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를 자력으

래한다. 그 이유는 극복력이란 부정적 정서를

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

감소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인

득해야 한다(Fass & Tubman, 2002). 또한 일

심리, 사회적 능력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

단 대학에 입학하면 학점이수, 시관관리, 다양

작용을 통해 부정적 반응으로부터 긍정적 반응

한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대

으로 회복되는 과정(김혜성, 1997)이기 때문이

학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잠재적

다.

인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Coffman & Gillian,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

2002). 한양대 서울 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향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와 대처방

대학생활 적응 연구결과를 보면 학업, 적성 및

식, 자아존중감 관계(김순례, 이종은, 2005), 임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대학생활적응에

상실습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박인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혜진,

박영주, 1993), 자아존증감, 자기효능감, 대응

이대형, 2004).

방법 및 학업 취업 스트레스(박현숙, 배영주,

․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의 특성상 타과에 비해

정선영, 2002),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양선

과중한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희, 1988, 전화연 , 1984) 등의 연구가 주종을

지식을 획득해야만 하므로 대학생활의 적응측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2

다. 간호학은 이론뿐 아니라 능숙한 임상전문

가지 변수를 연구한 논문이나 스트레스와 극복

가로서 자질을 위해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적임

력의 관계를 검증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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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극복력의 관계

대학생활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나누어 정도

로 범위는 0점~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

를 파악하고, 학생의 제특성별, 임상실습 여부

트레스 빈도와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별 스트레스와 극복력의 차이를 규명하며, 스
트레스와 극복력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
이숙자(1989), 최현영(1991), Beck과 Srivastava

Ⅱ. 연구 방법

(1991)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김순례와 이
종은(2005)이 수정 보완한 24개문항의 5점 척

～

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그렇다 5점)이

～

1. 연구 설계

며 최저 24점 최고 120점 범위로 점수가 높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극복력

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

도구의 하위영역은 실습교육환경, 바람직하지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못한 역할 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의 5개 영역으로 김순례와 이종
은(2005)연구에서 도구의 타당도 Cronback's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alpha는 .91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와 C도 소재 2개 4년
제 간호학과에 2010년 3월 현재 재학 중인 전

4. 극복력 도구

체학생 558명 전수를 대상으로 연구에 서면 동
의한 학생이었다. 자료는 2010년 6월 1일부터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한 극복력

8월 1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수집하였

측정도구를 송양숙(2004)이 번역, 수정한 도구

으며, 부실 자료를 제외한 520명이 최종대상자

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총 25문

였다.

항의 5점 척도로 개인의 유능성(17문항), 자신
의 삶의 수용(8문항)으로, 전혀그렇지 않다 1

～

～

점 매우그렇다 5점으로 최저 25점 최고 125

Ⅲ. 연구 도구

점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k's

1. 일반적 특성

alpha는 .85이다.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대

Ⅳ. 분석 방법

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
도, 희망진로의 10문항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SPSS ver. 18.0 PC+를 이용하여 일

2. 대학생활 스트레스 도구

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학생활 스트

구경호가 개발(2008)한 대학생활 스트레스

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극복력은 영역별로 총

도구로 경험빈도와 중요도를 구분하여 조사하

점과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제 특성별

는 총 50문항 4점 척도이며, 0점부터 3점까지

대학생활스트레스와 극복력은 t-test와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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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정은 Scheffé test, 스트레스와 극복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moment product coefficent
로 분석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520)
특성

구분

N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36
150
119
115

26.2
28.8
22.9
22.1

≥ 20

201

38.5

20

313

60.3

Ⅴ. 연구 결과
연령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Mean±SD
(range)

21.2±8.62

～

(17 38)

대상자는 1학년 136명(26.2%), 2학년 150명
(28.8%), 3학년 119명(22.9%), 4학년 115명

성별

남
여

37
483

7.1
92.9

종교

있다
없다

298
217

57.3
41.7

건강상태

건강함
보통
나쁨
기타

324
165
11
20

62.3
31.7
2.1
3.9

대인관계

좋음
보통
나쁨

323
182
13

62.1
35.0
2.5

지원동기

성적고려
부모님과

53

10.2

120

23.1

160

30.8

96

18.5

72

13.8

18

3.5

전공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

222
238
57

42.7
45.8
11.0

희망진로

382

73.5

86

16.5

52

10.0

(22.1%)이었고, 성별은 여성이 483명(92.9%)
으로 남성 37명(7.1%)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
은 21.2세로 20세 미만이 201명(38.5%), 20세
이상은 313명(60.3%)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 298명(57.3%), ‘없다(무교)’
217명(41.7%)이었고,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324명(62.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165
명(31.7%), ‘나쁘다’ 11명(2.1%), 기타 20명
(3.9%)이었으며, 건강상태는 ‘좋음’이 324명
(62.3%), ‘보통’ 165명(31.7%), 대인관계는 ‘좋
음’이 323명(62.1%), ‘보통’ 182명(35.0%), ‘나
쁨’ 13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위권유
취업률이

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가 160명

높아서
적성과

(30.8%)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주위권
유’가 120명(23.1%), ‘적성과 흥미고려’ 96명

흥미고려
전문직

(18.5%), ‘전문직이라서’ 72명(13.8%), ‘성적고
려’ 53명(10.2%), 기타 18명(3.5%)순으로 나타

이라서
기타

났으며,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238명(45.8%),
‘만족’ 222명(42.7%), ‘불만’은 57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진로는 병원이 382명
(73.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산업간호
및 보건직공무원이 86명(16.5%), 대학원진학 및
기타가 52명(10.0%) 순이었다.<Table 1>.

병원
산업간호/
공무원
대학원
진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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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0.87)점, 업무부담 2.96(±0.94)점, 역할모델
2.82(±0.99)점, 환자갈등 2.24(±0.79)점, 대인갈

극복력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1.72(±0.38)점으로, 각 영역별로는 학업문제
2.35 (±0.58)점, 장래문제 2.02(±0.56)점, 가치문

등 2.17(±0.8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극복력
은 5점 만점에 3.39(±0.56)점으로 나타났다.

3. 제 특성별 스트레스와 극복력 차이

제 1.95(±0.69)점, 경제문제 1.74(±0.63)점, 교수
관계 1.59(±0.56)점, 이성문제 1.43(±0.95)점,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스

족문제 1.41(±0.53)점, 친구문제 1.26(±0.41)점

트레스와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극복력의 차이

의 순으로 나타났다.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70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0.68)점으로, 각 영역별로는 실습환경 3.32

보인 특성은 학년((F=9.32, p<.001), 연령(t=3.79,
p =.002), 건강상태(F=5.46, p <.001), 대인관계

<Table 2> The level of stress and resilience
특성
대학생활
스트레스

하부영역

극복력

사후검정 결과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2학년이 가
장 높고, 다음이 2, 3학년이며, 1학년이 가장 낮았

2.35±0.58

장래문제

2.02±0.56

가치문제

1.95±0.69

에 만족하는 경우보다는 불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문제

1.74±0.63

대학원 진학이 병원취업 희망 보다 대학생활 스트

교수관계

1.59±0.56

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성문제

1.43±0.95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가족문제

1.41±0.53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학년이 3학년보다

친구문제

1.26±0.41

스트레스
스트레스

희망진로(F=3.77, p=.002)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문제

총 대학생활
임상실습

Mean±SD

(F=13.87, p<.001), 전공만족도(F=43.24, p<.001),

고, 20대 이상이 20대 미만보다, 대인관계가 좋거

1.72±0.38

나 보통인 경우보다 대인관계가 나쁜 경우, 전공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t=-4.51, p <.001).
대상자의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
성은 학년((F=6.38, p <.001), 건강상태(F=4.23,
p =.001), 대인관계(F=15.05, p <.001), 전공만족

실습환경

3.32±0.87

업무부담

2.96±0.94

역할모델

2.82±0.99

인관계가 나쁜 경우보다 극복력 점수가 높았으

환자갈등

2.24±0.79

며, 전공선택에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대인갈등

2.17±0.89

경우보다, 대학원 진학 희망자가 병원 취업희

총 실습스트레스

2.70±0.68

망자보다 극복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총 극복력

3.39±0.56

도(F=6.23, p <.001), 희망진로(F=3.37, p =.004)
로, 사후검정결과 학년별로는 1, 2, 3학년보다
는 4학년이, 대인관계는 보통이상인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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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differences among stress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20)
일반적
특성
학년

연령

구분

n

1학년a
2학년b
3학년c
4학년d

≥ 20
〈 20

대학생활스트레스
Mean±SD t or F

임상실습스트레스
p

Mean±SD t or F

p

극복력
Mean±SD

t or F

p

-4.51 <.001

3.27±0.47
3.36±0.65
3.40±0.52
3.57±0.52

6.38

<.001
a,b,c<d

136
150
119
115

1.59±0.29
1.82±0.38
1.73±0.35
1.72±0.38

9.32

198
322

3.24±0.65
1.75±0.38

3.79

0.02

2.71±0.67

2.16 0.12

7.96±0.09
3.41±0.52

2.99

0.05

<.001
a>b,c
2.52±0.64
2.90±0.66

성별

남
여

37
483

1.71±0.31
1.72±0.38

0.15

0.08

2.57±0.66
2.71±0.68

0.72 0.47

3.40±0.50
3.40±0.56

-0.47

0.96

종교

있다
없다

298
222

1.70±0.37
1.73±0.37

0.78

0.38

2.66±0.67
2.75±0.68

1.18 0.28

3.38±0.50
3.41±0.63

0.61

0.44

324

1.67±0.36

5.46

<.001

2.66±0.69

0.88 0.45

3.44±0.48

4.23

0.01

165

1.80±0.37

2.77±0.68

3.28±0.51

11

1.85±0.41

2.92±0.40

3.32±0.61

20

3.52±0.39

2.27±0.04

3.52±0.39

좋음a

323

2.08±0.53

보통b
나쁨c

182
15

1.66±0.34
3.25±0.66

성적고려a

53

1.78±0.44

120

1.79±0.41

160

1.71±0.33

96

1.66±0.37

72

건강
상태

건강함a
b

보통
건강
나쁨c
기타d
대인
관계

지원
동기

부모님

권유b
취업률이
높아서c
적성과

흥미고려d
전문직
이라서e
기타f

13.87

1.90

<.001

2.66±0.62

a,b<c

2.68±0.71
2.73±0.62

0.09

2.95±0.61

0.18 0.84

0.90

0.49

3.05±0.51

15.05 <.001

3.49±0.46
3.25±0.66

a,b>c

3.32±0.48

2.68±0.63

3.36±0.53

2.72±0.74

3.37±0.63

2.61±0.70

3.47±0.46

1.69±0.39

2.65±0.71

3.43±0.64

19

1.63±0.31

2.56±0.44

3.48±0.44

a,b,c>
d,e,f

0.88

전공
만족도

만족a
보통b
불만c

222
238
60

2.07±0.48
1.60±0.30
1.75±0.36

43.24

<.001
a<b<c

2.84±0.67
2.63±0.71
2.74±0.63

1.42

0.24

3.25±0.94
3.49±0.47
3.34±0.50

6.23 <.001
b>a,c

희망
진로

병원a
진학b
기타c

382
38
100

1.69±0.35
1.80±0.39
1.79±0.44

3.77

0.02
b,c>a

2.67±0.71
2.85±0.72
2.77±0.45

0.78

0.46

3.43±0.59
3.38±0.39
3.27±0.48

3.37 0.04

*Scheffé test: a,b,c,d,e,f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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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생활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보였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업문제가
2.35점으로 가장 높아 간호학 공부 자체가 스

극복력의 관계

트레스임을 보여준다. 다음은 장래문제(2.02점),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극복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
상실습이 없는 1, 2학년의 경우 대학생활스트
레스와 극복력은 2학년의 경우만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207,
p <.05). 3학년은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실습스트
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를(r=-.304, p <.001), 4학

가치문제(1.95점), 경제문제(1.74점), 교수관계
(1.59점), 이성문제(1.43점), 가족문제(1.41점),
친구문제(1.2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
반대학생도 학업스트레스가 1위(신윤아, 1998),
학업스트레스와 장래문제가 1위, 2위라는 연구
결과(전영자, 김세진, 1999)와 일치한다. 간호
대학생은 교수, 이성,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는

년은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극복력(r = -.280,

원만하여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p <.001) 및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실습스트레스

있다.

가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r= -.471, p <.001) <Table 4>.

1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일반대학생도 2학년이

<Table 4> The Correlation of Stress and resilience
according to grade

(N=520)
대학생활

구 분

스트레스

1학년

대학생활

(n=136명)

스트레스

2학년

대학생활

(n=150명)

스트레스
스트레스

(n=119명)

임상실습
스트레스
스트레스

(n=115명)

임상실습
스트레스

일치한다. 이는 1학년 때는 대학입학의 즐거움
으로 학창생활을 만끽하며, 교양과정의 여유로
리학, 해부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
학 등 기초과학분야의 전공 공부의 어려움과
기본간호학 Lab 실습시작으로 시간이 부족하

-.207*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생 특성별 대학생
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면, 20대 이상 연령군

-.130

과, 대인관계가 나쁜 군, 전공에 불만족 군, 그
리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304**

대학생활
4학년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연구(박혜정, 2002)와

움 때문으로 볼 수 있고, 2학년에 진입하면 생

극복력
-.140

대학생활
3학년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2학년이 가장 높았고,

높았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양현정(2002)의 연구에서도 재수생의

-.280**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20대 이상군의 재수생, 복학생 대상의 대학생

-.471**

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간호대학 프로그램이

* p<.05, ** p<.001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인관계 기술 훈련과
전공 불만족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Ⅵ. 논

지도가 맞춤형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70점으
로 중간 이상이며, 서울 지역 간호학생의 3.3점

대상자의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김순례, 이종은, 2005), 최현영(1991)의 3.9점,

1.72점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는 낮은 경향을

양선희(1988)의 3.1점보다 낮았다. 하위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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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습환경(3.32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

관계는 보통이상인 경우, 전공선택에 만족하는

장 높았고, 업무부담(2.96점), 역할모델(2.82

경우가 극복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점), 환자갈등(2.24점), 대인갈등(2.17점)의 순

학년이 높아갈수록 극복력이 높으므로, 저학년

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순례와 이종은(2005)연

대상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의 순위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실습 지도에

대인관계 훈련과 전공선택 만족을 유도하는 특

실습환경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강화되

별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어야하며, 실습업무가 가중하지 않도록 배려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극복력은 2학년만 유

고 간호사나 프리셉터의 멘토십이 효율적으로

의한 음의 상관관계였고, 3학년은 대학생활 스

운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과

트레스와 실습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를, 4

상담 과목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와의 갈

학년은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극복력 및 대학생

등과 대인 갈등이 스트레스원이 됨은 실제 상

활 스트레스와 실습스트레스가 음의 상관관계

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

를 유의하게 나타냈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

다. 따라서 2학년 말 이론시간에 대인관계 갈

수록 극복력도 낮아졌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긍

등을 체험하고 해결해 보는 역할극 도입을 고

정적 사고 증진,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강화, 전

려해야 한다고 본다.

공만족도 향상, 대인관계 기술 함양이 성공적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4학년이 3학년보다 높

인 대학생활의 관건이라고 본다.

았으며, 김순례와 이종은(2005년)의 연구결과

～

Ⅶ. 결

와 일치하였다. 4학년은 6개월 1년 동안 임상
실습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높

론

았으며, 4학년 때 주로 특수병동 실습을 하기
때문에 외과병동보다 정신과, 수술실, 중환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

실, 응급실 실습에서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

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극복력 정도를 파악

(박인순 증, 2005)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고, 학생의 제특성별, 임상실습 여부별 스트

아니면 병동에서 간호학생의 역할과 기대가 크

레스와 극복력의 차이를 규명하며, 스트레스와

지만 실습능력이 부족한 때문인지 알 수가 없

극복력의 관계를 검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

다. 4학년의 실습스트레스가 높은 원인을 파악

다. G광역시와 C도 소재 2개 4년제 간호학과

하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체학생 558명중 520명을 대상으로 2010년 6

극복력은 위험이나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한

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지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태이고,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회복하는 능

연구도구는 구경호가 개발(2008)한 대학생

력으로 역경에서 회복하여 더 힘을 얻고 자원

활 스트레스도구, 김순례와 이종은(2005)이 개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Wolin & Wolin,

발한 도구, Wagnild와 Young(1993)이 개발한

1995)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암환자 대상의 극

극복력 측정도구를 송양숙(2004)이 번역, 수정

복력 연구에 국한하여 비교 논의가 어렵다. 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호대학생의 극복력은 5점 만점에 3.39점으로

자료는 SPSS ver. 18.0 PC+를 이용하여 일

중상 이상을 보였다.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를

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학생활 스트

보인 특성은 1, 2, 3학년보다는 4학년이, 대인

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극복력은 영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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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과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제 특

임상실습이 없는 1, 2학년의 경우 대학생활

성별 대학생활스트레스와 극복력은 t-test와

스트레스와 극복력은 2학년의 경우만 유의한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

극복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moment product

년은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실습스트레스가 음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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