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Articl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15; 15(2): 287-93 ISSN 2287-1705(Print)

http://dx.doi.org/10.13065/jksdh.2015.15.02.287 ISSN 2288-2294(Online) JKSDH

치위생과 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정희⋅고은경⋅이성림

광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Influenc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 concept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eong-Hee Choi⋅Eun-Kyoung Ko⋅Sung-Lim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yang health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Jeong-Hee Choi,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wangyang Health College, 111 Hanlyodae-gil, Gwangyang-eup,
Gwangyang-si, Jeollanam-do 545-703, Korea, Tel : +82-61-760-1442, Fax : +82-61-760-1436, E-mail : spss1403@nate.com
Received: 23 January 2015; Revised: 2 April 2015; Accepted: 6 April 2015

한국치위생학회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 concept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206 dental hygiene students in Jeonnam from December to October,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6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6 questions of achievement motivation, 18 questions of self concept, 
and 23 question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ronbach’s alpha was 0.881, 0.889, and 0.935 in achievement motivation, self concept,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rade(p<0.05), personality(p<0.05) and satisfaction of 
major(p<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chievement motivation(r=0.508, p<0.01) and self 
concept(r=0.324, p<0.01).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related with achievement 
motivation(p<0.05) and self concept(p<0.01).
Conclusions: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epends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 concept.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by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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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3)

최근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 첨단화, 건강보험제도의 변

화,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과 함께 국민들의 구강건강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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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치위생과 교육의 목적을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 이러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직접 접해보는 임상실습교육

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

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과는 다른 구조적 환경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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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심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도 높이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켜 유능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

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자아개념은 중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고 

환경 내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되므로 중요 타인과 환경적 

강화는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되고 개인에게 형성된 자아개념은 다시 개인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4). 그리고 자아개념이 좋지 않은 경우 우울

이나 절망감 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양5)과 서6)

는 간호학생의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

다고 보고하였고, 강7)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업무수행 능력이 좋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낯

선 환경에서 낯선 타인과 이루어지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

상실습과 자아개념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성취동기는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습득되는 것으로, 

어떠한 훌륭한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고 지

속적으로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내적 의욕 

또는 내적 성향이다8). 성취동기가 내적 동기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므로 성취동기가 높은 집단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현장 및 실험실 연구에서도 높은 성취동기를 지닌 

자의 수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8). 성취동기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성취동기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9, 10).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성취동기와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

구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성취동기와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임

상실습을 수행하고 능력 있는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

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남지역에 소재한 

2개의 대학을 임의 선정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일부 치위

생과 2, 3학년 재학생 240명을 편의 추출법에 따라 선정하

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

실한 34명을 제외하고 총 206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시

행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6문항, 성취동기 30문

항, 자아개념 18문항, 임상실습 만족도 23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2.1. 성취동기

성취동기 측정도구는 1974년 박11)이 개발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3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0.881이었다.

2.2. 자아개념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1990년 송12)이 제작하고 한국 심

리 적성 연구소에서 발행한 것 중 일반자아개념만을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계를 구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0.889이었다.

2.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는 이13)의 연구에서 이용되었

던 27문항 중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임상실습

내용 만족도 7문항, 임상실습지도 만족도 4문항, 임상실습

환경 만족도 7문항, 임상실습평가 만족도 5문항으로 총 23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계를 구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935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일반적인 특성, 성취동기, 자아개념, 임상실습만족도는 

기술통계를 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Scheffe 

multiple comparison으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성취동기, 자

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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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Division N %

Grade 2 102 49.5

3 104 50.5

Personality Good 95 46.1

Not bad 102 49.5

Bad 9 4.4

Interpersonal Good 117 56.8

relationship Not bad 85 41.3

Bad 4 1.9

Adapt to the change Good 101 49.0

of surrounding Not bad 87 42.2

Bad 18 8.7

Motivation of Considering their own aptitude 11 5.3

choosing dental High employment rate 121 58.7

hygiene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14 6.8

For encouraging from others 55 26.7

The others 5 2.4

Satisfaction level Satisfaction 62 30.1

with major Usually 112 54.4

Dissatisfaction 32 15.5

Total 206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6)

Variables Mean SD Min Max

Achievement motivation 3.18 0.39 2.34 3.86

Self concept 3.26 0.53 2.98 3.8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28 0.68 2.78 3.78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N=206)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06명으로 2학년이 102명

(49.5%)이었고 3학년은 104명(50.5%)이였다. 나의 성격은 

보통이 102명(4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은편’ 117명(56.8%), ‘보통’ 85명(41.3%), ‘나쁜편’ 4명

(1.9%)으로 나타났고,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잘 적응한다가 

101명(4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로는 높은 취업률이 121명(58.7%)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타인의 권유 55명(26.7%), 성적고려 14명(6.8%), 적성

고려 11명(5.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112명(5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특성

치위생과 학생의 성취동기, 일반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

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성취동기,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성취동기 평균

은 3.18(SD=0.39)이었고 자아개념 평균은 3.26 (SD=0.53)이

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은 3.28(SD=0.68)로 중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Table 3>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를 분

석한 결과이다. 2학년이 3.38점으로 3학년 3.17점 보다 높

았으며(p<0.05), 나의 성격은 ‘긍정적’이 3.34점으로 ‘보통’ 

3.26점과 ‘부정적’ 2.69점 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p<0.05). 전공 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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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motivation

Self concep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hievement motivation 1

Self concept 0.283**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508** 0.324**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06)

Characteristic Division Mean±SD t, F(p-value*)

Grade 2 3.38±0.70 2.244(0.026)

3 3.17±0.64

Personality Good 3.34±0.71a 4.021(0.019)

Not bad 3.26±0.61ab

Bad 2.69±0.77b

Interpersonal Good 3.37±0.69 2.427(0.134)

relationship Not bad 3.15±0.63

Bad 2.84±0.87

Adapt to the change Good 3.35±0.70 1.445(0.238)

of surrounding Not bad 3.20±0.61

Bad 3.17±081

Motivation of Considering their own aptitude 3.49±0.80 0.574(0.682)

choosing dental High employment rate 3.30±0.62

hygiene For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3.17±0.59

For encouraging from others 3.20±0.79

The others 3.23±0.54

Satisfaction level Satisfaction 3.39±0.65a 5.449(0.005)

with major Usually 3.30±0.64a

Dissatisfaction 2.93±0.76b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0.05

Table 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만족도는 ‘만족’이 3.39점으로 ‘보통’ 3.30점과 ‘불만족’ 

2.9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그러나 대인관계는 

‘좋은편’이 3.37점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또한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3.49점으로 가장 높았으

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성취동기,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의 연관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4>와 같다. 성취동기는 임상실

습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0.508, p<0.01)를 나타냈고, 자아

개념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0.324, p<0.01)를 

나타냈다. 성취동기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취동기와 자아개념도 정적 상관관계(r=0.283, 

p<0.01)를 나타냈다.

5.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F값이 

14.35(p<0.001)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t=3.69, 

p<0.001), 영향요인은 총 변화량의 12.4%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분석결과 독립변수 중 자아개념과 성취동기가 임상실

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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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a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value*

B SE β
Constant 1.392 0.378 3.685 <0.001

Self concept 0.311 0.097 0.243 3.189  0.002

Achievement motivation 0.274 0.131 0.159 2.088  0.038

F=14.346 R2=0.124 Adj. R2=0.115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Dependent variable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able 5. Effect of factor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206)

총괄 및 고안

임상실습 과정은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는 책임감 있고 우

수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3). 임상실

습 과정 중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며, 아직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해결능력이 부족한 학생으로서는 취업

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

교생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실습에 대

한 만족감을 높이고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최대

평점 5점에 대해 평균평점 3.28점으로 나타났다. 양14)의 연

구에서 나타난 2.57점과 이15)의 2.57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임상실

습을 위해 학교와 학생 및 의료기관이 노력한 결과라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성취동기는 3.18점으로 나

타났는데 치위생과와 유사한 간호⋅보건계열이라 판단되는 

3년제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16)과 박과 이10)의 3.34

점과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 등17)의 3.34점 보다

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성취동기는 어떤 훌륭하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수

행하려는 것으로 지능과는 관계없이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습득되며 육성된다고 알려져 있다9). 따라서 성취동기를 높

이면 학업성적 향상은 물론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려는 의

지가 강해져 임상실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할 거라 사료된다. 성취동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인 문항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로 3.86점 이었다. 

반면에 윤 등17)은 ‘주어진 일은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윤 등17)의 연구는 치

위생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본 연구는 실습경험

이 있는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차이가 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약간 위

험이 따르는 일을 좋아한다’ 로 2.34점 이었다. 윤 등17)의 

연구에서도 ‘약간 위험이 따르는 일을 좋아한다’가 2.74점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했다. 따라서 위험이 

따르는 일은 성취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개념 평균은 3.26점이었으

며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5)의 연구에서는 4점 만점

에서 2.94점으로 보고되었으며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와 이18)는 3.78점으로 보고하였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7)은 3.34점으로 보고하였다. 치위생과 학생

들의 자아개념 평균평점이 다른 과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

타나다. 양5)은 자아개념이 좋지 않은 경우 우울이나 절망감 

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긍정

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여 생

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서6)는 간호과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실습에 좋

은 성과를 보이고 자신감을 갖게 돼 실습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며 임상실습으로 부터의 스트레스를 덜 받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

들의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p<0.05), 성격(p<0.05), 전공 만족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이 3학년에 비해 임상실

습 만족도가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조와 김3)의 연구

에서도 실습횟수가 1회인 대상자가 2회 이상인 대상자에서

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했다. 일반적으로 실습횟수가 많은 3학년이 업무도 익숙해

지고 대인관계의 부담도 적어져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2학년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나 추후 임상실습의 문제점과 만족도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

록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전공에 만족한 경우 임

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3.39점으로 양14)의 3.27점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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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으며 박19)의 3.51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직

접 임상실습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

기 때문이라 생각되고 성격이 좋은 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면

서 만나게 되는 의료기관의 스텝 및 환자들과 원만한 관계

를 형성하여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치위생과 선택 동기로는 적성을 고려해서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

의성은 없었다. 정과 이20) 그리고 조와 김3)의 연구에서는 

부모님이이나 선생님 등 주변의 권유로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취동기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정

적 상관관계(r=0.508, p<0.01)를 나타냈는데 이는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16)과 박과 이10)의 연구결과와 치위생

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과 김9)의 결과와 일치했다. 이러

한 결과는 어떠한 목표에 대한 성취의 욕구가 내재화 되어 

있는 경우 임상실습 교육에서도 그러한 욕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거라 사료된다. 그리고 성

취동기는 학습의 원리에 의하여 비교적 단기간의 훈련으로

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져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성취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개념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0.324, p<0.01)를 나타냈다. 이

는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6)의 연구와 양5)의 연구와 

일치하며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7)의 연구와도 일

치한다.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후 자아개념 확

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중 자아개념과 성취동기가 임상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이므로 조사대

상자의 주관적인 편견과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전남지역에 

소재한 두 곳의 대학을 임의 선정하여 그 곳에 다니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

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치위생과 학생의 인원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하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동기 및 자아

개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남지역에 위치한 2개 대학

의 일부 치위생과 2, 3학년 학생 206명을 대상으로 치위생

과 학생들의 성취동기 및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취동기, 

자아개념, 임상실습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취동기 평균은 3.18(SD=0.39)이었고 자아개념 평

균은 3.26(SD=0.53)이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 평균은 

3.28(SD=0.68)로 중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2. 임상실습 만족도는 2학년이 3.38점으로 3학년 3.17점 

보다 높았으며(p<0.05), 나의 성격은 ‘긍정적’이 3.34

점으로 ‘보통’ 3.26점과 ‘부정적’ 2.69점 보다 임상실

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전공 

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3.39점으로 ‘보통’ 3.30점과 ‘대체로 불만족’ 2.93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성취동기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r=0.508, 

p<0.01)를 나타냈고, 자아개념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정

적 상관관계(r=0.324, p<0.01)를 나타냈다. 성취동기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 중 자아

개념(p<0.01)과 성취동기(p<0.05)가 임상실습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취동기와 자아개념

이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에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취동기 

및 자아개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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