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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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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악하고 이들 간의 계

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015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14명의 간호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 다. 설문에 응답한 212명의 자료를 서술  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연구결과,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은 3.61 (5  만 ),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2.94 (4  만 ), 임상실습만
족도는 3.54 (5  만 )이었으며, 비  사고성향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와 문직 자아개념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 따라서 비  사고성향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련된 로그램의 개발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한 임상실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12 nursing students in 
Gyeonggy Province. Data was collected from June 1 to 12, 2015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win. 21.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veraged 3.61(out of 5), 2.94(4), and 3.54(5),
respective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were fo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ritical
thinking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improv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rough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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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효율 으로 수행하도록 하

는데 있으며[1], 간호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간호 학

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 인 지식과 경

험을 학습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치 과 태도, 간호에 

한 이미지 형성  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요한 교육과정이다[2-3]. 간호사로서의 임상  

역량과 자신감은 실제 상황에서의 성공  경험이 축 될 

때 획득된다는 을 고려할 때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교

육의 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4]. 
비  사고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목 을 

두고 스스로 단하여 그것이 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이용하려는 인지과정을 의미하며[5], 문직 발 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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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인 핵심 기술로서 간호교육  간호실무에서 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고[6], 간호실무에서 간호사의 비
 사고는 문  책임과 질 인 간호수행에 필수 인 

요소이다[7]. 비  사고성향을 증진시키는 것은 수년 

동안 간호교육의 목표  하나이며[8], 간호교육자는 지
속 으로 비  사고 능력을 넓히기 한 략과 방법

을 개발하기 해 노력해오고 있다[9]. 비  사고성향

은 간호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정 인 향을 미치며

[10], 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비  

사고성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11].
한 문직 간호사로서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해서 정 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
호 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하여 지

니고 있는 느낌과 견해로 공식 인 학교 교육과정 기간

과 계속 인 직장 생활을 통해 발달된다[12]. Seo[13]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 문직 자아개념과 임

상실습만족도는 정  상 계를 보이고 임상실습 만족

도가 높을수록 간호 문직 자아개념이 높았으며 간호학

생의 정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지 까지 간호학에서는 간호 문직 자아개념과 임상

실습만족도[13-15], 비  사고성향과 간호 문직

[16],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수

행능력[17],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18] 등의 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를 변수로 하여 이들의 계

를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계를 악하여 간호교육의 목표를 효과 으

로 달성하기 한 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 은 일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계를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

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악한다.
둘째,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고

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악한다.
셋째,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

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계를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

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상은 수업연한 4년제 교육과정의 일 
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하
으며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 상자 수는 G* Power 3.1.2 Program을 사용하 고 

효과크기(f 2) 0.20, 유의수 (α) 0.05, 검정력(1-β) 85%
를 기 으로 182명이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14명을 목
표인원으로 하 다. 

2.3 연구 도구

2.3.1 비판적 사고성향

본 연구에서 비  사고성향은 Yoon[7]이 간호 학

생을 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으며 이 도구는 7
개 역, 27문항으로 지 열정/호기심 5문항, 신 성 4
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  공정성 4문항, 
건 한 회의성 4문항, 객 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하여 ‘  그 지 않다’ 1 에서부터 ‘매
우 그 다’ 5 까지 응답하도록 하 고. 수가 높을수

록 비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4 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이었다.

2.3.2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 문직 자아개념 측정은 Arthur[19]가 개발한 간
호 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Sohng과 Noh[12]가 번역한 
것을 Seo[13]가 간호 학생에게 합하도록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는 문직 실무 16문항, 만족
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 지 않다(1 )’에서 ‘그 다(4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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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75 (82.5)

Male 37 (17.5)
Age
(year) 20-24 168 (79,2)

24-29 26 (12.3)
30- 18 (8.5)

Reason to choose 
the nursing

Employment guaranty 63 (29.7)
Correct aptitude fit 45 (21.2)
Respond to score 9 (4.2)
Recommendation of family 48 (22.6)
Willingness for voluntary service 15 (7,1)
Good image of nurses 32 (15.1)

Satisfaction of 
nursing

Very satisfied 29(13.7) 
satisfied 132(62.3)
Moderate 48(22.6)
Dissatisfied 3 (1.4)
Very dissatisfied 0 (0.0)

Difficul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s 106 (50.0)
Patient or caregiver 41 (19.3)
Practice colleague 13 (6.1)
Clinical professor 10 (4.7)
Healthcare member 7 (3.3)
Other 35 (16.5)

Ratio of 
observation and 
practice
(observation : 
practice

9 : 1 35 (16.5)
8 : 2 91 (42.9)
7 : 3 57 (26.9)
6 : 4 25 (11.8)
5 : 5 4 (1.9)

Education time by 
clinical professor

<30min. 91 (42.9)
30min.～1hr. 72 (34.0) 
1～2hr. 38 (17.9)
2～2hr. 8 (3.8)
≥3hr. 3 (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지의 Likert식 4  척도로 측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간

호 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13]의 연구
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 .81이었다.

2.3.3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20]이 개발한 측정도
구를 Lee[21]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
구는 실습내용 9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에서 ‘매
우 그 다(5 )까지의 Likert식 5  척도로 측정되며 

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7,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 92 다.

2.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12
일까지 으며 설문조사에 의해 무기명식으로 모든 강의

가 끝난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조사하 다. 설문 
작성 에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 과 내용을 설명하

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명동의를 받았다. 설문지 작
성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고 수집된 자료 총 214부 가
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고 212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다.
둘째, 상자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

념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으며 이들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 다.
셋째,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의 차이는 t-test
와 ANOVA로 분석하 고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면 체 212명  여
학생이 175명으로 부분을 차지하 고, 연령별 분포에
서는 20-24세가 168명(79.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상인 학생은 18명(8.5%)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높은 취업률’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권유’, ‘ 성에 맞아서’ 순으로 나타났
다. 간호학 공에 한 만족도는 5  만 에 평균 3.88
으로 상자의 76.0%가 ‘매우만족’ 는 ‘만족’으로 
응답하 다. 상자의 50%는 임상실습 시 임상간호사와
의 인 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하 으며, 임상실습 
시 찰과 수행에 한 비율은 8:2가 42.9%로 가장 높았
으며 7:3, 9:1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지도자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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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Min Max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61±0.30 2.59 4.56

Professional Self-Concept 2.94±0,29 2.19 3.9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54±0.47 2.13 4.90

Table 2. Mean Scor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2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Post-Hoc* Post-Hoc* Post-Hoc*

Gender Female 3.62±.31 1.13(.258) 2.93±.29 -.72(.470) 3.52±.47 -.95(.342)
Male 3.56±.24 2.97±.31 3.61±.48

Age(year) 20-24a 3.58±.30 4.55(.012) 2.91±.28 5.93(.003) 3.52±.44 1.08(.341)
24-29b 3.67±.25 a<c 3.05±.28 a<c 3.54±.56
30-c 3.79±.31 3.11±.34 3.70±.62

Reason to choose the 
nursing

Employment guarantya 3.53±.31 3.38(.006) 2.90±.27 5.38(<.001) 3.51±.46 1.49(.195)
Correct aptitude fitb 3.69±.30 3.05±.33 b,e,f>a,c,d 3.68±.52
Respond to scorec 3.63±.29 2.78±.25 3.28±.52
Recommendation of familyd 3.59±.27 2.86±.25 3.49±.48
Willingness for voluntary servicee 3.82±.31 3.19±.24 3.57±.45
Good image of nursesf 3.56±.28 .2.93±.28 3.52±.40

Satisfaction of nursing Very satisfieda 3.81±.32 7.90(<.001) 3.23±.27 23.69(<.001) 3.82±.60 5.79(<.001)
satisfiedb 3.61±.29 a>d 2.95±.25 a>b,c>d 3.54±.44
Moderatec 3.49±.26 2.75±.24 3.37±.39
Dissatisfiedd 3.44±.10 2.52±.23 3.42±.52
Very dissatisfied - - -

Difficulty in 
interpesonal 
relationship

Nurses 3.59±.31 1.56(.172) 2.90±.28 3.20(.008) 3.44±.48 2.28(.048)
Patient or caregiver 3.53±.26 2.87±.24 3.71±.38
Practice colleague 3.68±.27 3.00±.19 3.63±.44
Clinical professor 3.67±.25 3.01±.33 3.48±.40
Healthcare member 3.76±.46 3.17±.25 3.62±.47
Other 3.67±.29 3.06±.36 3.60±.54

Ratio of observation 
and practice
(observation : practice

9 : 1a 3.62±,28 1.11(.354) 2.92±.26 2.87(.024) 3.48±.58 2.99(.020)
8 : 2b 3.59±.30 2.89±.28 a,b,c,d<e 3.47±.44 a,b,c,d<e
7 : 3c 3.60±.32 2.99±.30 3.57±.44
6 : 4d 3.61±.29 2.98±.26 3.69±.43
5 : 5e 3.96±.27 3.28±.50 4.14±.64

Clinical education time 
by clinical professor

<30min. 3.62±.28 .74(.564) 2.91±.27 .38(.820) 3.42±.43 3.82(.005)
30min.～1hr. 3.56±.31 2.97±.30 3.56±.47
1～2hr. 3.64±.31 2.95±.30 3.75±.39
2～2hr. 3.67±.34 2.93±.49 3.57±.72
≥3hr. 2.96±.29 2.96±.29 3.84±.97

*Scheffe test

Table 3. Differ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12)

교육받는 시간은 하루 30분 이하가 42.9%로 가장 많았
고, 30분-1시간(34.0%), 1-2시간(17.9%), 2-3시간(3.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상자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상자의 비

 사고성향 정도는 5  만 에 평균 3.61(±.30) 이었
으며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4  만 에 평균 

2.94(±.29) , 임상실습만족도는 5  만 에 평균 

3.54(±.47) 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

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

습만족도 차이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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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많을수록 비  사고성향(F=5.93, p<.01)과 간
호 문직 자아개념(F=4.55, p<.01)의 평균 수가 높았
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 30세 이상의 연령이 
20에서 24세 연령 집단보다 수가 높게 나타났고, 공 
만족도에 따라서 비  사고성향(F=7.90, p<.001), 간
호 문직 자아개념(F=23.69, p<.001), 임상실습만족도
(F=5.79, p<.001)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 임상실

습 시 찰과 수행의 비율에서 수행의 비율이 높을수록 

간호 문직 자아개념(F=2.87, p<.05)과 임상실습만족도
(F=3.82, p<.05)는 더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 

상자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계는 Table 4.와 같다. 상자의 

비  사고성향은 간호 문직 자아개념(r=.55, p<.001)
과 임상실습만족도(r=.30, p<.001)와 유의한 상 계가 

있었으며,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임상실습만족도(r=.31, 
p<.001)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12)

Variables
Professional 
Self-Concept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p)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5 (<.001) .30 (<.001)

Professional 
Self-Concept  .31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

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계를 악하여 간호교육 목표 달성을 한 기 자료를 

얻고자 시행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수는 5
 만 에 평균 3.61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4
학년을 상으로 한 Park[14]의 3.14 과 간호학과 3학
년과 4학년을 상으로 한 Park[17]의 3.5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고성향은 연령, 
학과 선택 동기, 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비  사고성향 

수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8]의 연구결과와 간호학 선
택 동기  공만족도에서 비  사고성향 수가 유

의한 차이를 보인 Park[14]의 연구결과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간호 문직 자아개념 수

는 4  만 에 평균 2.94 으로 Kim[15]의 연구에서 평
균 2.85 과 Kim[22]의 연구결과인 2.8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연령, 간호학 선택 동기, 공만족도, 임상 실습시 찰
과 수행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는 연령, 
간호학 공 만족도, 간호학 선택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Pakr[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지만 Kim[15]과 
Kang[23]의 연구에서 나타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상자의 특성으로 생
각되나 연구결과마다 차이를 보이므로 반복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상자의 임상실습만족도는 5  만 에 평균 

3.54 으로 Park[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선행연구
[18,20,24]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
족도는 공만족도, 임상 실습시 찰과 수행의 비율, 임
상실습지도자에게 지도받은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
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Park[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며 실습  수행 비율이 높고 임상실습지도자에게 교육 

받은 시간이 많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Han[25]의 연구결과와 같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
여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실습학생을 단

당 소수로 배치하여 수행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리

셉터와 같은 임상실습지도 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한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는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6,18,20,24] 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서 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비  사고성향과 간호 문

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와 간호 문직 자아개념 간

에는 유의한 상 계를 보여 비  사고성향과 임상실

습만족도간에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낸 Park[14]의 연
구결과와 간호 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 사이

의 양  상 계를 보인 Kim[15]과 Park[18]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며 비  사고성향과 문직 자아개념의 양

의 상 계를 보인 Kim[22]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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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과 간호 문직 자아

개념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간호학과에 한 공만족도는 비  사고

성향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상실습에서 찰보다 수행하는 시간이 

길수록 간호 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  사고성향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을 강화시키고 임상수행능력을 키울 수 있

는 교육과정 로그램을 개발  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

직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본 연
구의 상은 1개 학 4년제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인 학생이로 1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214명을 상으
로 하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12일까
지 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
용하여 서술  통계 분석,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하 다.
본 연구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비  사

고성향은 연령(p=.012), 학과 선택 동기(p=.006), 공만
족도(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 문직 

자아개념은 연령(p=.003), 학과 선택 동기(p <.001), 
공만족도(p <.001), 인 계의 어려움(p=.008), 임상실
습 시 찰과 수행 비율(p=.024)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공만족도(p 
<.001), 인 계의 어려움(p=.04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상자의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

념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비  사고성향, 간호 문직 자아개

념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상 계가 있으며 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상실습에서의 만족감

을 증진시키기 한 임상실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기 해 임상실습 담교수나 

리셉터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하고 이를 해서는 학

교와 병원의 지속 인 네트워크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간호 학생의 비  사고 성향과 간호 문직 

자아개념을 높이기 한 간호학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련된 특강 로그램의 개발  운 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해 

임상실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악

하고 이를 검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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