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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association between personality types on 

academic burnout and sleep quality. Personality types were composed of extraversion, neuroticism, 

openness, conscientiousness, and agreeableness. We thought these factors affect to the academic 

burnout and sleep quality. For this study, 218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and Gyeongnam a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1.0 program. In 

conclusion, we obtained the next results. First, the mean of academic burnout was 2.51 out of 5. In 

terms of sub-domain, exhaustion (2.95) is the highest, followed by inefficacy (2.36) and cynicism (2.01). 

Second, the influencing factor in academic burnout were neuroticism (β=.363) and conscientiousness 

(β=-.263), adjusted R2=.199. Third, the influencing factor in sleep quality were oral hygiene neuroticism 

(β=.266), adjusted R2=.066. According to the results, neuroticism and conscientiousness are effective 

in decreasing the academic burnout. Also, neuroticism i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sleep quality.

Key words: Academic Burnout, Personality Types, Sleep Qual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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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에 대

한 압력과 성취기대가 높기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한 스트

레스 수준을 넘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으로 인해 지치고 

심리적인 부담감과 무능력감을 느끼고 심지어 싫어지게 하는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2].

학업소진이란 학업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만성적인 학업스

트레스와 과도한 학업량, 그리고 여타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학업에 대한 심리적 피로와 정서적 고갈 및 냉소를 보일 뿐 

아니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개인적 성취감이 결여되는 

상태이다[3]. 결국, 학생들이 학업소진을 느끼게 되면 학업에 

대한 의욕저하로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기 어렵고 멍하게 있

게 되거나 수업을 포기하고 졸거나 해야 할 과제나 챙겨야 할 

준비물들을 잊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다[4]. 또한 학업소진은 

학업성취 또는 학업수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쳐, 심한 경우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5]. 이처럼 학업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적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별 성

격유형 또한 학업소진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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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라 생각된다.

인간의 성격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을 말하는데[6],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은 매

우 다양하지만 5요인 성격 특성 이론이 인간의 성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최근 

심리학자들로부터 각광 받고 있다[7]. 본 연구는 Costa와 

McCrae[8]가 제시한 5요인 성격특성인 신경증, 외향성, 개방

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성된 NEO-PI-R을 바탕으로 연구하

였다. 이 모형은 성격을 측정하는 MMPI(Minnesota multiphasic 

Inventory),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MBTI(Mye- 

rs-Briggs Type Indicator)등 기존의 검사들보다 개인의 성격 특

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며 특별한 상황에서 독특한 개인의 

행동을 예언하는데 도움을 준다[8]. 

수면은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힘과 건강을 유지하는 기

전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가

장 중요한 휴식 방식으로 적당한 감각이나 자극에 의해 깨어

날 수 있는 무의식의 상태로써[9],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면의 양, 잠들기까지 걸

리는 시간, 야간 수면 시 각성 수, 각성 후 다시 잠들기 까지 

걸리는 시간, 아침 기상 시 피곤감과 쉬지 못한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수면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감 정도를 의미하는 수면

의 질은[10], 건강관리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과 안위를 증진시키는 반면, 수면부족은 피로, 졸

음, 초조함, 불안정성, 주의력 장애 등을 초래하여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11]. 대학생 또는 초

기 성인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생활 습관을 잡

아 나가는 시기로 수면 습관 정착에 혼란을 겪으면 수면장애

가 발생하기 쉬울 정도로 이 시기의 수면은 개인의 평생수면 

습관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12]. 하지만 대학생은 

학업문제, 취업문제, 대인관계문제 등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

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를 겪게 되고, 이는 피로감을 

유발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13].  

성격의 5요인들은 특히 학업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에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검사의 유

용성이 크다[14]. 개인 변인에 따른 수면의 질과 학업소진 개

선방안을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격유형에 

따른 수면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격 특성

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세분화하여 

학업소진과 수면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업소진 및 수

면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성격 유형별 차별화

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7일부터 9월27일까지 부산, 경남지역 

4개의 대학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치위생

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소진과 수면의 질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고자 조사하였다.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

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총 25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218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격유형, 

학업소진 및 수면의 질에 대해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연구대상자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성격유형 25문항, 학업소진 15문항, 수면의 질 19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하였고, 부정적인 의

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학과 

지원동기,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희망진로, 성적, 월평균 소

득, 음주상태, 흡연상태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성격유형 

개인별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Costa와 Macrae[8]의 

NEO-PI-R 5요인에 근거하여 안과 이[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 5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 25문

항에 대해 고유값이 1.0이상,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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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합하지 않는 2개 문항을 제거한 후, 23문항 5개 요인

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Kaiser-Meyer-Olkin값이 .774로서 기준인 0.5이상을 충족시켰으

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p=.000으로서 요인분석에 사

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요인은 외향성(6문

항), 친화성(4문항), 성실성(3문항), 신경증(5문항), 개방성(5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성격유형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791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외향성 .810, 친화성 .638, 성실성 .760, 신경증 

.802, 개방성 .698로 나타났다.

3) 학업 소진

연구대상자의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이[16]의 

MBI-SS 척도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 15문항에 대해 고유값이 1.0이상, 요인

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배리맥스(Varimax)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합하지 않는 2개 문항을 제

거한 후, 13문항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의 적합성

을 판단하는 Kaiser-Meyer-Olkin값이 .822로서 기준인 0.5이상

을 충족시켰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p=.000으로서 

요인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

은 탈진(5문항), 냉담(3문항), 무능감(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소진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

한 결과 Cronbach's α=.857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탈

진 .884, 냉담 .832, 무능감 .746로 나타났다.

4) 수면의 질

연구대상자의 수면의 질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Buysse 

등[17]이 개발한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를 본 연구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침대에 누운 시간, 침대에 누워 실제 잠드는데 걸린 시간, 

기상시간, 실제 수면 시간, 수면방해 요소, 수면제 복용, 업무

방해, 수면의 질의 영역으로 총 9문항이며, 수면방해의 세부 

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체 PSQI점수는 수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0점에서 심각한 수면장애를 나타내는 15

점까지 나타나며, 전체 PSQI 점수가 5점 이하이면 숙면인

(good sleeper), 5점을 초과하면 비 숙면인(poor sleeper)으로 규

정하고 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for 

windows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

으며, 성격유형, 학업소진, 수면의 질에 대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분석으로 산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성격유형과 학업소진, 수면의 질 차이는 t-test 검증,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성격유형과 학업소진, 수면

의 질의 관계 파악을 위해 선형회귀분석 중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분포는 남자 

4.6%, 여자 95.4%이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5.2%, 2학년 

25.7%, 3학년 31.7%, 4학년 17.4%로 나타났다. 졸업 후 희망진

로는 병의원이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 13.8%, 대

학원 3.7%, 기타 2.8%, 산업체 1.4%의 순서로 나타났다. 성적

별 분포는 중위권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중상위권 25.2%, 

중하위권 22.9%, 하위권 6.4%, 상위권 6.0%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Table 1>.

2. 성격유형, 학업소진, 수면의 질 척도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은 개방성 3.48, 성실성 3.41, 친화성 

3.29, 외향성 3.16 순으로 나타났고, 신경증이 2.61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학업소진 정도는 2.51로 나타났고, 탈진이 2.9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능감 2.36, 냉담 2.01 순으로 나타

났다. 수면의 질 정도는 6.80으로 나타나 치위생학과 학생들

의 수면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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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10 4.6

Female 208 95.4

Grade

1 55 25.2

2 56 25.7

3 69 31.7

4 38 17.4

hope professional career

hospital 171 78.4

graduate school 8 3.7

related industry 3 1.4

public servant 30 13.8

etc. 6 2.8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13 6.0

mid-upper level 55 25.2

middle level 86 39.5

low and medium level 50 22.9

low level 14 6.4

Total 218 100.0

<Table 2> Personality Types, Academic Burnout and Sleep Quality

Variables Categories Mean±SD

Personality Types

Extraversion 3.16±0.59

Neuroticism 2.61±0.74

Openness 3.48±0.58

Conscientiousness 3.41±0.65

Agreeableness 3.29±0.56

Academic Burnout

Exhaustion 2.95±0.65

Inefficacy 2.36±0.46

Cynicism 2.01±0.69

Total 2.51±0.45

Sleep Quality 6.80±2.79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격유형, 학업소진, 수면의 

질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성격유형, 학업소

진, 수면의 질의 정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성격유형 하부영역에서 신경증은 여자가 2.64로 남자 2.16

보다 높았으며, 학년별 조사에서는 3학년, 4학년이 2.76으로 

가장 높았고, 2학년 2.57, 1학년이 2.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 성실성의 경우 상위권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중

상위권 3.53, 중위권 3.40, 중하위권 3.23이며 하위권이 3.07로 

가장 낮아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성실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학업소진 조사에서는 여자가 2.52로 남자 2.15 보다 높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 2.72, 4학년 2.60, 2학년 2.38, 1학년 2.3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탈진의 경우는 4학년 3.05, 3학년 3.28, 2

학년 2.80, 1학년 2.61의 순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탈진의 인

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소진에 대한 성적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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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하위권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상위권이 2.28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면의 질인 PSQI 점수는 3학년이 7.6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4학년 7.29, 1학년 6.21, 2학년 6.07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Personality Types, Academic Burnout and Sleep Qua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ersonality Types

Extraversion Neuroticism Openness Conscientiousness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Female

3.27±0.74

3.16±0.58

.577

(0.564)

2.16±0.64

2.64±0.74

-2.005

(0.046*)

3.30±0.62

3.49±0.57

-0.994

(0.322)

3.27±0.54

3.42±0.66

-0.734

(0.463)

Grade

1

2

3

4

3.17±0.57

3.15±0.56

3.09±0.62

3.30±0.61

1.019

(0.385)

2.38±0.77

2.57±0.70

2.76±0.75

2.76±0.64

3.332

(0.020*)

3.49±0.52

3.45±0.55

3.45±0.67

3.56±0.52

0.357

(0.784)

3.56±0.61

3.39±0.63

3.34±0.71

3.39±0.64

1.267

(0.287)

hope 

professional 

career

hospital

graduate school

related industry

public servant

etc.

3.11±0.54

3.44±0.71

3.22±0.86

3.34±0.69

3.25±0.94

1.515

(0.199)

2.62±0.75

2.65±0.49

2.60±0.35

2.61±0.71

2.43±0.99

0.095

(0.984)

3.42±0.55

3.70±0.32

3.93±0.46

3.64±0.66

3.53±1.07

1.711

(0.149)

3.36±0.61

3.63±0.84

3.22±0.69

3.66±0.60

3.67±1.38

1.899

(0.112)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upper

middlel

low and medium 

low

3.31±0.63

3.23±0.60

3.15±0.58

3.07±0.58

3.17±0.66

0.696

(0.595)

2.82±0.37

2.66±0.61

2.56±0.81

2.68±0.82

2.37±0.68

0.898

(0.466)

3.51±0.37

3.51±0.65

3.54±0.50

3.41±0.64

3.17±0.60

1.509

(0.201)

4.08±0.55

3.53±0.56

3.40±0.63

3.23±0.67

3.07±0.68

6.358

(0.000**

)

Total 3.16±0.59 2.61±0.74 3.48±0.58 3.41±0.65

Personality Types Academic Burnout

Agreeableness Exhaustion Inefficac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Female

3.45±0.81

3.28±0.55

0.905

(0.367)

2.32±0.87

2.98±0.62

-3.198

(0.002**)

2.26±0.72

2.36±0.45

-0.686

(0.493)

Grade

1

2

3

4

3.26±0.62

3.27±0.46

3.31±0.60

3.34±0.57

0.182

(0.909)

2.61±0.66

2.80±0.61

3.28±0.56

3.05±0.52

15.007

(0.000**)

2.37±0.52

2.29±0.40

2.39±0.47

2.38±0.43

0.626

(0.599)

hope 

professional 

career

hospital

graduate school

related industry

public servant

etc.

3.32±0.53

3.28±0.45

3.33±0.52

3.20±0.70

2.92±0.68

0.988

(0.415)

2.94±0.63

2.28±0.72

2.87±0.31

3.12±0.68

3.23±0.70

3.102

(0.017*)

2.37±0.42

2.33±0.88

2.47±0.64

2.25±0.43

2.63±0.76

1.043

(0.386)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upper

middlel

low and medium 

low

3.15±0.36

3.28±0.60

3.37±0.55

3.22±0.55

3.23±0.65

0.876

(0.479)

2.83±0.56

2.93±0.68

2.96±0.68

3.07±0.51

2.61±0.76

1.490

(0.206)

2.08±0.44

2.21±0.40

2.38±0.41

2.54±0.49

2.43±0.61

5.117

(0.001**)

Total 3.29±0.56 2.95±0.65 2.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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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Burnout
Sleep Quality

Cynicism Total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Female

1.67±0.70

2.03±0.69

-1.629

(0.105)

2.15±0.45

2.52±0.44

-2.627

(0.009**)

5.30±2.36

6.88±2.80

-1.751

(0.081)

Grade

1

2

3

4

1.67±0.52

1.84±0.56

2.32±0.78

2.21±0.63

12.954

(0.000**)

2.30±0.43

2.38±0.42

2.72±0.42

2.60±0.40

12.637

(0.000**)

6.21±2.95

6.07±2.34

7.60±2.99

7.29±2.38

4.531

(0.004**)

hope professional 

career

hospital

graduate school

related industry

public servant

etc.

2.00±0.65

1.71±0.60

2.33±0.58

2.07±0.83

2.28±1.14

0.816

(0.516)

2.50±0.43

2.16±0.46

2.59±0.49

2.54±0.45

2.78±0.74

1.822

(0.126)

6.77±2.77

6.75±2.92

8.67±4.16

6.63±2.58

7.67±4.08

0.507

(0.731)

academic 

performance

high

mid-upper

middlel

low and medium 

low

1.72±0.59

2.02±0.67

1.97±0.64

2.15±0.74

2.10±0.91

1.213

(0.306)

2.28±0.39

2.44±0.44

2.51±0.45

2.65±0.42

2.42±0.52

2.581

(0.038*)

5.38±2.50

6.71±2.41

7.23±3.00

6.42±2.56

7.21±3.58

1.697

(0.152)

Total 2.01±0.69 2.51±0.45 6.80±2.79

*p<.05, **p<.01

4. 성격유형 요인들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각 성격특성 요인들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성격유형 요인을 독립변수로 학업소진을 종속변

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학업소진에 미치는 변수는 신경증, 성실성 순으

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은 19.9%였다<Table 4>. 성격특성 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친

화성 요인은 학업소진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Effect of Personality Types on Academic Burnout

Variables SE β t(p)

Neuroticism .037 .363 5.970 (.000)

Conscientiousness .042 -.263 -4.320 (.000)

R2=.207, Adj R2=.199, F=18.659, p=0.00

5. 성격유형 요인들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성격유형에 따른 수면의 질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독립

변수를 성격유형 요인들로 하고 종속변수를 PSQI로 하여 다

중회귀분석 중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경증이 유

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설명력은 6.6%였다<Table 5>. 외향

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Personality Types on Sleep Quality

Variables SE β t(p)

Neuroticism .248 .266 4.052 (.000)

R2=.071, Adj R2=.066, F=16.419, p=0.00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수면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학업소진과 수면의 질 개선을 통

해 학생들의 학업능률을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성격유형별 조사에서 신경증은 여자가 2.64

로 남자 2.16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신경증 요인은 정서적 불

안정, 환경에 대한 민감성, 슬픔, 분노,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감수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성실성의 경우 학업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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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할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하 등[14]의 연구에서도 성실성

이 학교성적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라 하였고, 학습자

는 단지 성실하게 학습을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수행한다면 

좋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 Busato[18]의 연구결과

와도 일치한다.

학업소진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

업소진 정도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서 남학생이 4.6%에 불과해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학업소진의 하부요인인 

탈진에 대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19]는 대학생들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노력

이 요구되면서도 효과적인 대처를 촉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기제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학습 상황들 때문에 소진현상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

수록 전공수업에 대한 과다한 부담감과 자신의 임상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나친 열정 등으로 인해 탈진의 경험 정도가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소진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소진

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심

지어는 자살로까지 이어진다[20]. 한편, 학업소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개인의 성격특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

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9]. 그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성격특

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성격유형의 하부요인과 학업소진 간의 회귀분석 결과 신

경증이 정(+)의 영향을 미치며, 성실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감정을 잘 조

절하지 못하는 신경증적인 성격일수록 학업소진의 정도가 높

으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개인적 욕구의 만족을 미룰 수 

있는 성실한 성격일수록 학업소진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실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신

경증은 학업수행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Premuzic과 

Furnham[21]의 연구와 일치한다.  하 등[14]에 의하면 신경증 

요인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전반에 걸쳐 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높으며, 신경증 요인 영역에서 높은 점수가 정신 병리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정서 경향은 부적응, 

비합리적 사고, 스트레스 대처의 어려움, 여러 가지 정신 병리

적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14]. 이에 스트레스를 잘 

받고 걱정을 많이 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여 변덕이 심하

거나 화를 잘 내는 성향을 지닌 신경증 요인이 높은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고 지도한다면 학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학업소

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수면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 장기간의 수면 부족은 주간

의 불쾌한 기분과 과도한 졸림, 불안정과 집중력 감소 등을 

초래하여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2]. 본 연구에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으로는 

신경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23]

은 성격 특성 중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우울해하고 피로감, 긴장과 같은 부정적

인 기분 모드와 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면의 질이 낮고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는 등의 수면 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변과 정[22]은 강박적이고 경쟁적이며 신경증적인 사람은 수

면에 불만족하고 수면 부족과 주간 졸림 등 피곤함을 호소한

다고 하였다. 또한, Dorsey와 Bootzin[24]은 구체적으로 주관적

인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경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Nettle[25]에 

의하면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걱정과 불안,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로 표현되는데 일상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큰 

영향을 받아 사소한 걱정거리가 많고 쉽게 우울해지는 등 전

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시스템의 반응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하기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정적 감정시스템의 

극복을 위한 명상, 호흡, 웃음치료, 긍정적 사고 등 신경증을 

조절하고자 하는 감정의 조절과 통제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격유형의 하부요인인 신경증이 

학업소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

실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며,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은 유의

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트레스

를 잘 받고 걱정을 많이 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여 변덕이 

심하거나 화를 잘 내는 성향을 지닌 신경증 요인이 높은 학생

들을 미리 파악하고 지도한다면 학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학

업소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업소진 예방을 위한 성

격유형별 상담전략과 감소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수면의 질에 대해서는 성격유형의 하부요인 중 신경증

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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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 친화성은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즉,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명상, 호흡, 웃음치

료, 긍정적 사고 등 신경증을 조절하고자 하는 감정의 조절과 

통제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격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과 수면의 질의 상관성을 규명한 본 연구가 학생들

의 학업소진과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이면서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수면의 질 개선을 위

한 방안으로 성격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

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 소재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져 결론을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학업소진과 수

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높은 변인을 찾아내고 인과

관계를 밝히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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