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변하는 사회 환경의 흐름에 따라 인간은 건강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 구강건강에 한 심도 높아졌

다. 구강건강은 신건강의 필수 인 한 부분이며, 삶의

질의 반에 기여한다[1].

이에 건강 뿐 아니라 구강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려

는욕구가높아지면서구강보건인력 치과 생사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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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 G, J 지역의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해

시행되었다. 수집된자료는 SPSS 21.0 로그램을이용하여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사용하 고, 상 계는피어슨상 계

수로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은다 회귀분석을사용하 다. 상자의일반 인특성에따른임상실습만족도

의 차이는 건강상태(F=8.108, p<.001), 학과만족도(F=16.372, p<.001), 교우 계(F=8.198,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자의교우 계와학업성 (r=.277, p=.01), 건강상태와교우 계에서도정 상 계(r=.327, p=.01)를 보 다.

한 임상실습만족도와학업성 (r=.127, p=.05), 건강상태(r=.226, p=.01), 교우 계(r=.240, p=.01)에서도 상 계를나타내

었다. 본연구 상자의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은교우 계, 학과만족도, 건강상태로나타났고, 본 연구결과

를 통하여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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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의 요성이 부각되었다.

치과 생사는치과의료기 의 요한업무를담당하

는 문인력으로치과 생사에게필요한업무는단순한

치과진료 조업무에서 벗어나 방, 교육, 인 계기

술, 경 자로서 역할까지 그 폭이 넓어지면서 치과 생

사에 한 사회 요구도가 변화되고 있다[2].

한 치과 생사가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 해서

는 치 생(학)과 교과과정 에임상실습이가장 요한

과정으로써임상실습 에보는실습교육을통해 문

인 치과 생사로서 발 돋음 할 수 있게 된다.

간호학에서의 임상실습교육이란 강의실의 장에서

응용함을 가능 하며, 개인 특성을 가진 환자들의 신

체 , 정신 , 정서 보건의료를 악하여간호

를계획하고수행할수있는능력을함양함에있으며, 의

료 과 조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한 직 서비스와

자기 리능력을 길러주기 한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3]. 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교육은 학에서학습한 공분야에 한이론과지

식을임상에 용하여지식, 기술, 태도면에변화를주는

것이다[4]. 임상실습은학생들이지식을통합하고 문

인 역할을 사회화하며, 문 가치를 습득 하기 때문

에 문 교육의 심장으로 묘사되고 있다[5].

한 간호학에임상실습이란인지도것을수행하도록

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문기술과 태도를 습득할 수 있

으며, 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바있다[6]. 이러한임상실습경험과과정을 통

해서치과 생사의자질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임상실

습에 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찾고 의미를 이해하며,

임상실습의질 향상과 문 인치과 생사에 한자

부심과 지를지닌치과 생사로교육되어야할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기 의 만

족도나 임상실습 실태와 련된 연구가 있었고, 치 생

(학)과 학생들을 상으로한 임상실습 련연구로는 실

습여건과 련한 연구[7], 성취동기에 련연구[8], 지역

사회 구강진료기 의 임상실습만족도와 련된 연구와

간호 학생들의연구들로는간호사의이미지[9,10], 임상

수행정도[11], 자기효능감과 주도성 임상실습만족도

와의 계가 있었으나[12], 치 생(학)과 학생들과 련

하여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에 한구체

인연구는드문실정이다. 이에치 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임상실습만

족도의하 요인에따른 계를조사분석하고구체 으

로 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함으로서보다효율 이고

체계 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자료

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는 시행되었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라남도와 주 역시에소재하는 G, J, S 학의 3개 학

교 280명을 상으로 수조사하 다. 임의추출하여치

과병원실습을 마친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에의한설문조사를실시하 다. 회수된 280부 응

답내용이불충분한 10부를제외한총 270명을최종분석

상으로 하 다.

2.2 연 도

본연구에사용된도구는일반 특성, 임상실습특성,

임상실습 만족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질문지 문항은

총 34문항으로일반 특성 4문항, 임상실습에 한일반

사항 4문항, 치과병의원임상실습에 한만족도(실습

내용문항 6개, 실습교육 지도문항 9개, 실습환경문항

6개, 실습기간문항 3개, 실습평가문항 2개)로 총26문항으

로 구성하 다.

2.3 상실습 만족도

설문내용은 기존 선행연구의 설문문항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목 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8-10]. 본 도구는실습내용문항 6개, 실습교육 지도문

항 9개, 실습환경문항 6개, 실습기간문항 3개, 실습평가문

항 2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만족도의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매우 그 다’ 5 , ‘조 그

다’ 4 , ‘보통이다’ 3 , ‘조 그 지 않다’ 2 , ‘ 그

지 않다’ 1 )로 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89

로 나타났다.

2.4 료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 21.0을 이용하여 유의

수 은 p<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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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자의 일반 인 특성과 임상실습에 한 일

반 사항은 백분율로 분석하 다.

둘째, 상자의임상실습만족도는평균과표 편차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일반 특성과 임상실습만족도는

t-test와 ANOVA로 사후분석은 Tukey, Dunnett T3로

분석하 다.

넷째, 상자의실습만족도와일반 인특성간의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다섯째, 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대상  적 특 과 실습 련 특

Table 1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체 270명 성별은 남자가 1명(0.4%), 여자가 269명

(99.6%)으로 여자가 많았고, 종교유무에서는 ‘있다’가

110명(40.7%), ‘없다’가 160명(59.3%)로 ‘없다’가 많았다.

학업성 은 ‘상’이 47명(17.4%), 이 123명(45.6%), ‘하’

가 37명(37.0%)로 나타나 ‘ ’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상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1 0.4

Female 269 99.6

Religion
Have 110 40.7

None 160 59.3

Academic record Good 47 17.4

Normal 123 45.6

Bad 37 37.0

Perceive health Health 57 21.1

status Normal 201 74.4

Not health 12 4.4

Satisfaction on

department
Very Satisfaction 22 8.1

Satisfaction 115 42.6

Normal 112 41.6

A little unsatisfaction 17 6.3

Not Satisfaction 4 1.5

Work experience Yes 14 5.2

No 256 94.8

Relationship of

peers
Good 34 12.6

Normal 218 80.7

Bad 18 6.7

Total 27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  

N(%)

태’는 ‘건강함’이 57명(21.1%), ‘보통’dl 201명(74.4%), ‘나

쁨’이 12명(4.4%)로 ‘보통’이 가장많았다. 학과만족도는

'아주만족'이 22명(8.1%)이었고, ‘만족’이 115명(42.6%), '

보통'이 112명(41.6%), '약간불만족'이 17명(6.3%), '불만

족'이 4명(6.3%)로 나타나 '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험은 ' '가 14명(5.2%), '아니오'가 256명(94.8%)

로 '아니오'가 많았으며, 교우 계는 '좋음'이 34명

(12.6%), '보통'이 218명(80.7%), '나쁨'이 18명(6.7%)로

'보통'이 가장 많았다.

3.2 상실습에 한 적 사항

Table 2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 만 으로하여평균

평 2.74±0.67 으로나타났으며, 하 역의평균평

을 살펴보면, 실습내용에 한 만족도는 2.29 , 실습교

육에 한만족도 2.66 , 실습환경에 한만족도는 2.67

, 실습기간에 한 만족도는 2.88 , 실습평가에 한

만족도는 3.20 이었다.

Variables Subdomain M±S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Practice contents 2.29±0.66

Practice guidance 2.66±0.68

Practice circumstance 2.67±0.78

Practice period 2.88±0.93

Practice assessment 3.20±1.04

Total 2.74±0.67

Table 2. The level of variables  

(N=270)

3.3 상실습만족도에 한 항목

Table 3의 임상실습만족도항목에서실습내용에 한

내용 ‘실습 후 치과 생사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에서는 ‘조 그 다’에서 110명(4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습내용은학교교과목을수강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에서는 ‘조 그 다’에서 109명

(40.45%)로 나타났다. 실습교육 지도 실습 시 부과되

는 과제물의 양은 당하다에서는 ‘보통이다’에서 136명

(5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습지도교수

의방문횟수는 한편이다에서는 ‘보통이다’가 123명

(45.6%)로 많았다. 실습 환경 ‘실습장소 분 기는 실

습생으로 하여 안정감을 갖게 한다’에서는 ‘보통이다’

에서 110명(40.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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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한 의료기구 비품의 비는 하다’에서는

‘보통이다’가 105명(38.9%)로 많았다. 실습기간 ‘진료

과별실습기간과배정이 하다’에서는 ‘보통이다’에서

124명(4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실습기간은 하다’에서는 ‘보통이다’에서 122명

(45.2%)로 많았다. 실습평가 ‘실습기간에서의 실습평

가 방법은 하다’에서는 ‘보통이다’에서 142명(52.6%)

로 가장 많았다.

Table 3.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Likert 5 score

Variables category Not at all A little not Average A little Very much

Practice

contents

Practice content focus on practice method than

theory
1(0.4) 7(2.6) 76(28.1) 101(37.4) 85(31.5)

Practice content was helped in learning college

context
3(1.1) 10(3.7) 73(27.0) 109(40.4) 75(27.8)

I could apply theorogic knowledge in

college learned
1(0.4) 16(5.9) 87(32.2) 102(37.8) 64(23.7)

After practice was helped understand dental

hygienist role
3(1.1) 7(2.6) 65(24.1) 110(40.7) 85(31.5)

To prepare employment was helped

information acquired
11(4.1) 23(8.5) 93(34.4) 83(30.7) 60(22.2)

I exercised practice properly focus on learning

than hospital work
19(7.0) 66(24.4) 104(38.5) 52(19.3) 29(10.7)

Practice

guidance

When college students asked something,

practice manager answered about it.
5(1.9) 5(7.8) 95(35.2) 96(35.6) 53(19.6)

Practice manager teaches with practice context 51(18.9) 63(23.3) 89(33.3) 47(17.4) 20(7.4)

Practice manager teaches practice on planed

time
37(13.7) 53(19.6) 105(38.9) 51(18.9) 24(8.9)

Practice manager teaches with enough

knowledge
5(1.9) 17(6.3) 105(38.9) 88(32.6) 55(20.4)

Practice manager give practice chance to

college students
13(4.8) 39(14.4) 88(32.6) 87(32.2) 43(15.9)

Practice manager is interest with college

students
18(6.7) 46(17.0) 110(40.7) 60(22.2) 36(13.3)

The visiting frequency of practice instruction

professor is proper
3(1.1) 14(5.2) 123(45.6) 79(29.3) 51(18.9)

On the practicing, sometimes I bored something 16(5.9) 21(7.8) 72(26.7) 96(35.6) 65(24.1)

When I practiced homework is proper 10(3.7) 24(8.9) 136(50.4) 65(24.1) 35(13.0)

Practice

circumstance

For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place was

prepared
6(2.2) 14(5.2) 94(34.8) 94(34.8) 62(23.0)

On the practicing college student number is

proper
12(4.4) 27(10.0) 99(36.7) 82(30.4) 50(18.5)

Reference books varied for clinical practice 33(11.9) 65(24.1) 101(37.4) 46(17.0) 25(9.3)

The prepared medical institution instrument and

equipment is proper
5(1.9) 29(10.7) 105(38.9) 77(28.5) 54(20.0)

The college students feel stability in practice

hospital
24(8.9) 49(18.1) 110(40.7) 49(18.1) 38(14.1)

In practice hospital explain enough for trainee

about infection possibility
26(5.2) 40(16.3) 96(45.9) 56(20.7) 52(19.3)

Practice period Each of treat department proper practice period

and assign
14(5.2) 44(16.3) 124(45.9) 56(20.7) 32(11.9)

practice period is proper 17(6.3) 47(17.4) 122(45.2) 50(18.5) 34(12.6)

In practice time from day to day is proper 26(9.6) 51(18.9) 111(41.1) 52(19.3) 30(11.1)

Practice

assessment

Assessment method is proper of practice

institution
21(7.8) 40(14.8) 142(52.6) 41(15.2) 26(9.6)

Assessment criteria have to tell before 77(28.5) 55(20.4) 79(29.3) 28(10.4) 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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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적 특 에  상실습만족도

Table 4에서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 생(학)과 임상실습만족

도는 건강상태(F=8.108, p=.001), 학과만족도(F=16.372,

p=.001), 교우 계(F=8.19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사후검정 결과에서 건강상태에서는 ‘건강

함’(2.90±0.43)라고 응답한 상자가 건강하지 못하다

(2.43±0.78), 보통(2.82±0.63)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

고, 학과 만족도에서는 아주만족(3.40±0.42)이라고 응답

한 상자가 만족(2.95±0.56), 보통(2.56±1.17)보다 임상

실습만족도가높았으며, 교우 계에서는좋음(3.11±0.34)

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보통(2.76±0.65), 나쁨

(2.37±0.80)보다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Table 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2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t or F

p
비고*

Gender Male

Female

Religion Have 2.71±0.62 0.076

None 2.69±0.69 0.93

Academic record Good 2.52±0.74 2.925

Normal 2.77±0.67 0.055

Bad 2.80±0.63

Perceive health Healtha 2.90±0.43 8.108

a>b,cstatus Normalb 2.82±0.63 .001

Not healthc 2.43±0.78

Satisfaction on department Very Satisfactiona 3.40±0.42 16.372 a>b>c>d

Satisfactionb 2.95±0.56 0.001

Normalc 2.56±1.17

A little unsatisfactiond 2.55±0.61

Not Satisfaction 2.14±0.79

Work experience Yes 2.71±0.67 -0.146

No 2.74±0.68 .884

Relationship of peers Gooda 3.11±0.34 8.198 a>b>c

Normalb 2.76±0.65 .001

Badc 2.37±0.80
*Tukey, Dunnett T3

3.5 적 특 과 상실습 만족도  상 계

Table 5는 치 생(학)과 학생의임상실습만족도와일

반 특성과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상 계분

석을 실시한 결과 학과성 과 교우 계(r=.277, p=.01)이

었고, 건강상태와교우 계는 (r=.327, p=.01)이었으며, 학

과성 과 임상실습 만족도는(r=.127, p=.05), 건강상태와

임상실습만족도는 (r=.226, p=.01), 교우 계와 임상실습

만족도는(r=.240, p=.01)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               (N=270)

Academic record
Perceive health

status

Relationship of

peer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eligion Work experience

Academic record 1

Perceive

health status
.118 1

Relationship

of peers
.277** .327**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27* .226** .240** 1

Religion .017 -.084 -.061 -.055 1

Work experience .041 -.082 .007 .009 .112 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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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향 

Table 6은 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만족

도에서는 교우 계(p<.01), 건강상태(p<.01), 학과만족도

(p<.001)가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t p

(Constant) 1.468 .410 3.58 .000

Religion -.078 .078 -.057 -1.005 .316

Relationship of peers .261 .100 .168 2.604 .010

Perceive health status .231 .089 .163 2.599 .010

Work experience .048 .172 .016 .278 .782

Academic record -.008 .056 -.008 -.135 .893

Satisfaction on department .295 .052 .345 5.714 .001

F-value=10.129, p-value=.001 , R2=.188, adj R2=.169

Table 6.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 270)

4. 고안 

최근 사회, 경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구강건강과

삶의 질의 반복 인 과정 속에 구강건강은 신건강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한 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 임상치과

장에서는 임상실무능력을 갖춘 치과 생사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3]. 이에 치과 생사는 임상

장의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을

두고, 체계 이고 문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치과 생사의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학교교육

과 임상 장에서의 이론과 실습의 격차를 이고, 치과

생사의주업무를수행하기 한궁극 인교육이 실

히 필요하다[14].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의 최 의 학습상황이 되도

록 하기 해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실습특성와의 계

를 악하고, 보다 나은 임상실습환경을 해 치 생 교

육의 교육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치 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

만 에 평균평 2.74 이었고, 김의 연구에서는 3.36

[15], 최의 연구에서는 3 만 에 1.70 으로 김의 연구

에서보다는낮았고[15,16], 최의 연구와는비슷한 수를

보 다[16]. 이등의 연구에서는 2.73 으로 나타났고[10],

이는 본 연구의 상자들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편

은아닌 것으로나타났다. 하 역별로는실습내용만족

2.29 , 실습교육만족이 2.66 , 교육환경만족 2.67 , 교

육기간만족 2.88 , 교육평가만족 3.20 으로 나타났으

며, 교육평가만족이 가장 높았고, 실습내용만족이 가장

낮은 수로나타났다. 강의연구에서는실습평가만족이

가장낮은 수를보여 본연구와는상반 의결과를 보

다[17]. 본 연구의 실습내용 항목내용 ‘실습내용은

학교교과목을수강하는데도움이되었다’에서 ‘조 그

다’가 40.4%%로 가장 많았다. 한 ‘실습 후 치과 생사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조 그 다’가

40.7%이었다. 본 연구결과 실습내용과 교과목의 연계성

에문제 을지 할수있었고, 실습 치과 생사의역

할을이해하고, 정체성확립의기회가될수없다고사료

된다.

양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내용 suction 46.6%, 기구

소독 비 28.9%, 환자교육 상담은 0.8%에불과해

치과 생사의 고유 업무인 구강보건교육의 수행이 고

[9], 단순한 업무 주로 실습을 한 결과 실습내용만족도

가낮은결과가반 되었기때문으로향후임상실습내용

의질 개선이필요하며, 임상실습에 해만족할수있

도록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용할 수 있는 실습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 임상실습평가에서양은 47.1%가 ‘보통’, 35.4%는

‘불만족’하는것으로나타나임상실습평가에 한만족도

가높을수록임상실습만족도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습평가만족도가 가장 높았

으며, 실습평가항목 ‘실습기 에서 실습평가 방법은

하다’에서 보통이다가 52.6% 고, ‘평가기 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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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알려 다’에서보통이다가 29.3%로 가장많았

다. 김의연구인간호과학생을 상으로한연구에서바

람직한 간호교육평가는 학습자의 학습정도를 악하고

수행능력의 표 을 유지하는 방편이며[18], 교수에게는

교육의 동기와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학업의 동기

를부여한다고하 다. 이는공정한평가와신뢰를갖춘

평가항목이 학생들에게는 학업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

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습교육환경만족도는 2.67 으로 평균

수이하로 비교 낮은 편이었고, 이연구에서도 2.55

으로 낮은 편이었고[7], 장의 연구에서도 실습장의 의료

장비 기구, 물품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

습기 의 극 인 심과배려가필요하다고하 다[8].

본 연구의 실습교육 환경만족도의 부분 항목에서 ‘보

통이다’가 많았으며, 특히 ‘실습장소 분 기는 실습생으

로 하여 안정감을 갖게 한다’가 40.7%, 다음으로 ‘실습

을 한 의료기 의 기구 비품의 비는 하다’가

38.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치과 학병의원을실습한

후의 만족도 조사이기는 하나, 치과의원의 실습생 수가

히 어 따로 구분하지 못한 제한 을 두고 있으나,

체로 종합병원이나 학병원일 경우 치과병원이나 치

과의원과 비교해 범 한 진료행 를 할 수 있는 고가

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본 연구의실습교육만족도는 2.88 으로평균 수이

상이었으며, 이의연구에서는 2.69 [7], 장의 연구는 2.91

의 비교 낮은 수를 보 다[8]. ‘실습지도자는 계획된

시간에 실습을 지도 한다’가 2.45%, ‘실습지도자는 담당

부서의 실습교재를 가지고 지도에 임한다’가 2.31%순으

로 체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의 교수와 임상실습

지도자는 임상상황에 맞는 이론을 발췌하여 학교 장에

서의 교육과 일치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로

하여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사

료된다. 본 연구의결과에서도 ‘실습시부과되는과제물

의양은 당하다’가 50.4%, ‘실습지도교수의방문횟수는

한편이다’가 45.6%, 하지만 ‘실습담당자는실습생들

의질문에충분한답변을해 다’ 에서는 ‘조 그 다’가

35.6%로 비교 높게나타났다. 이는실습담당자가학생

의 높이에 맞춰 한 지도나 개별화된 교수활동이

수행될수있도록해야하며, 효과 인임상실습이될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습교육기간 만족 수는 2.66 으로 평균

수보다 낮았으며, 실습교육기간 만족도의 항목 ‘진

료과별 실습기간과 배정이 하다’에서 ‘보통이다’가

45.9%, ‘실습기간은 하다’에서 ‘보통이다’가 45.2%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양정승의 연구에서는 치과병원 1개

진료과의 평균 실습기간은 7일이 좋다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9], 1개의 진료과의 평균 실습기간이 7일인 경

우에 임상실습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 연구에서는 ‘1일 실습시간이 하다’라는 질문에

3.05 의 낮은 수로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실습시간의

부 함을 나타냈다[15].

본 연구의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

족도는건강상태, 학과만족도, 교우 계에서유의한차이

를 보 다. 김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 학생활만족도,

간호학 공만족도등에유의한차이를보 으며[15], 특

히 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구인 이순희

등[17], 강 옥[17], 구와 임의 연구들이 이었다. 따라서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 공만족도간에 긴 한 계가

있어 자신의 공에 만족하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만

족도도높은것으로보인다[19]. 한 인 계에있어서

도 교우 계가좋을수록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으며, 박

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시 어려운 문제로 ‘치과 생사

치과의사와의 계미숙’으로나타났으며[4], 양연구에

서도 역시 ‘스텝간의 의사소통’이었다[9]. 따라서 임상실

습만족도는 스텝간의 인간 계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

나는것을볼수있다. 조의연구에서도인간 계의어려

움등이실습시어려움으로나타난다는것을알수있었

다[20]. 인 계능력이 좋고,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1-23].

본 연구의 상자의일반 인특성과임상실습만족도

와의 상 계분석에서는 학과성 과 교우 계가

(r=.272, p=.01)이었고, 과 노의연구에서도 인 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과 선택 동기[24], 공만

족도, 학 이었다. 학과성 과 임상실습만족도는(r=.172,

p=.05)이었고, 김의 연구에서도 간호학만족도, 성 이 임

상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쳐 28.2%의 설명력을 보 다

[25]. 건강상태와 임상실습만족도는(r=.226, p=.01)이었으

며, 이의연구에서도건강이 ‘좋음’과 ‘보통’이라고응답한

학생이 ‘나쁘다’고 응답한학생보다임상실습만족도가높

았다[26].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조건이기에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

상시키기 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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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임상실습만족도는(r=.240, p=.01)으로 나타났으

며, 한의연구에서는간호 학생들의경우, 임상실습환경

에 유연하게 처하기 해 인 계, 감정통제를 높여

야 하며, 임상실습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하 변 에포함된교우 계, 건강상태, 학과만족도가높

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았다[27].

본 연구의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에는

교우 계, 건강수 , 학과만족도로 나타났으며, 과 김

의 연구에서도 역시 공만족, 동료 계, 건강상태, 입학

동기 유의한차이를나타내었다[28]. 곽과 황연구에서

는간호 학생의학과만족도는 인 계의조화에서통

계 으로 유의한 정의 계를 보 으며[29], 과 노의

연구에서도 인 계와 공만족은 통계 으로 유의한

정도수 을보인바있다[24]. 한 임상실습만족도에

해 공만족도가유의한 차이를 보인연구는김과 이

와 김과 김의 연구들이 있었다[15,30]. 자기 공에 해

서만족하고있는학생들이임상실습만족도도높은것으

로보여졌다. 공만족도가높은경우는이것은 공

련임상실습분야에 극 이고, 더 만족하며, 구체 으로

계획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본인 스스로가 임상실습

에있어서더욱 큰의미를부여하며 만족하는 계기가 된

다고사료된다. 신의연구에서는임상실습교과목만족도

와 공만족도는(r=.560, p=0.000)이었고, 임상실습교과

목 만족도와 공만족도는(r=.560, p=.000)의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 다[31].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 정도

와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을조사하여임

상실습만족도를높이기 한 로그램개발을 한기

자료 제시하기 해 시도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임상실

습만족도에 향을미치는요인으로교우 계, 건강상태,

학과만족도를확인하 고, 임상실습만족도를높이기

한 다양한 요인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일반

화하는데한계가있으며, 치 생(학)과 의임상실습만족

도에 향을미치는요인을제시한의미가있다. 본 연구

를바탕으로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미치는다양한요

인 연구가 필요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해

련요인을 용한다양한 로그램개발이 실히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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