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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3.17점/5점, 3.24점/5점). 일반적 특성 중성별, 실습동

료와의 관계, 간호직에 대한 의미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종교

유무, 전공 만족도,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보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상관관계는 없었다(r=-.048, p=.615). 향후 일부 간호학생으로 한정되었던대상자를확대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감소를위한 임상교육관련프로그램개발및적용이필요하며, 실습 만족도를증대시키기위한대학교수

와 실습현장의 간호교육자들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주제어 : 간호학생,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113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scored 3.17 points of full 5 on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 and 3.24 of full 5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ir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r=-.048,

p=.615).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the basis for expanding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nd nursing administrators and professors should make efforts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decrease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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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다양한환경의인간을대상으로건강증진, 유

지및회복할수있도록직접적인간호를제공하고, 실제

간호현장에서널리응용될수있을때비로소간호학으

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용

학문이다. 따라서 간호 교육영역에서는 실습 교육의 중

요성이 이론에 뒤지지 않는 상태로 더더욱 강조될 수밖

에 없다[1, 2].

그러나 실제 임상실습 교육은 다급하며 앞을 짐작할

수 없는 임상환경에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소비자 의식증가 및 현장의 교육인력 자원의 부족과 관

련된관찰위주의실습이운영되고있으며[3, 4], 간호학

생들은 이론을 실무에 실제 적용하는 데의 어려움, 간호

학생 역할의 모호성,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인들과의 대

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습 중에 스트레스를 느끼

게 된다[5, 6, 7]. 이처럼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

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간호이론

을임상실습에성공적으로적용하여다양한기술을익히

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 결

과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습 투입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을 잃게 되어 자신의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

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6, 7].

임상실습 만족도란 실습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를평가할수있는척도중의하나이며[8], 실습과정의다

양한측면에서나타나는긍정적인반응인동시에간호학

생은 임상실습 관련 만족도가 높았을 때 자율적이면서

책임감있게임상실습을수행할수있다[6]. 또한, 임상실

습만족도는실습과정에서경험한기대충족및성취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만족도는 실습기간에 경험하는 스트

레스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6].

지금까지이루어진간호학생의임상실습관련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 요인 관련 연구[7,

9, 10, 11] 등 및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관련 연구

[1, 12, 13, 14, 15] 등이있었는데, 서로관련이깊은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를 같이 조사한 연구는 아직 충

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5, 6, 16].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임상

실습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

습만족도를확인하기위함으로구체적인목적은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임상실습스트레스와만족도를확인한

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만족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임상실습스트레스와만족도의상관관

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를 확인하고, 두 개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고성 소재 일개 4년제 대

학을임의선정하여종합병원및상급종합병원에서 16주

의 임상실습을 마친 3학년 학생 115명을 임의 표출하였

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상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effect size 0.3기준으로 5% 유의수준과

95% 검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크기는 111명으로요구되었으며, 본연구대상

자수는최소표본수를충족하였다. 설문에응답한 115명

의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여 총 113명

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및 자료수집 방법
본연구에사용된도구는일반적특성, 임상실습스트

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질문지 문

항은 총 100문항으로 일반적 특성(12문항), 임상실습 스

트레스(57문항), 그리고임상실습만족도(31문항)의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실습스트레스측정은황성자[17]가 개발한총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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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도구를 사용 하였다.이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특

성, 외부조정요인으로구성되어있고, 상황특성의하위

영역으로는 의료인의 태도(6문항), 환자 및 보호자의 태

도(6문항), 실습환경(8문항), 실습상황(9문항), 역할갈등

(2문항), 개인특성으로는심리적요인(7문항), 지식 기술

적 요인(6문항), 사회적 요인(4문항), 외부조정 요인에는

과제물(4문항)과 학사일정(5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느끼지않는다(1점)’부터 ‘아주심하게느낀

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측정되며, 점수가높

을수록임상실습스트레스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황성자[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4였으

며, 본 연구의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다. 하부영

역신뢰도 Cronbach's α는상황특성 .93, 개인특성 .91,외

부 조정 요인 .84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은 조결자와 강현숙[18]이 개발

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이성은[19]이 개발한 임

상실습만족도도구를이순희, 김숙영, 김정아[1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6개 영

역)으로 실습교과 만족(3문항), 실습내용 만족 (6문항),

실습지도 만족(9문항), 실습환경 만족(7문항), 실습시간

만족(3문항), 실습평가 만족(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며숫자가높을수록임상실

습만족도가높다는것을의미한다. 2개의부정문항은점

수를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이순희 등[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고, 하부영역신뢰도 Cronbach's

α는 실습교과 .68, 실습내용 .55, 실습지도 .83, 실습환경

.73, 실습시간 .80, 실습평가 .70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였고, 응답자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자

료 수집 과정은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먼

저설명한후연구참여동의서에서명을받은다음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본 설문지의 작성

시간은 약 15분∼20분이 소요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만이 알 수 있

는 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자료는 PASW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사용하여통계처리하였다. 대

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백분율)를

구하고, 대상자의임상실습스트레스와임상실습만족도

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

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분석하였

고, 사후검정은 Bonferroni 검정을 하였다. 대상자의 임

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인 특성
간호학생의 연령은 21.73±1.76세로, 21세 이하가 75명

(66.4%), 22세이상이 38명(33.6%)으로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99명(87.6%), 남성이 14명(12.4%)으로 나타났으

며, 종교는무교가 69명(61.1%)로 가장많았으며, 천주교

가 16명(14.2%), 기독교가 15명(13.3%)으로 나타났다. 간

호학과 진학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와 ‘가족 및

주위의 권유로’가 각각 35명(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이잘되므로’가 28명(24.8%) 순으로나타났다. 간호

학전공에대한만족도는 ‘만족’이라고응답한사람이 68

명(60.2%), ‘보통’은 45명(39.8%)이었다. 자신의건강상태

에 대해서는 107명(94.7%)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성격은 ‘긍정적이다’라고응답한사람이 68명(60.2%), ‘보

통이다’ 43명(38.1%)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대인관계

는 ‘좋은 편’이 70명(61.9%), ‘보통’이 43명(38.1%)이었으

며,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 92명(81.4%), ‘보통’

의 20명(17.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직에 대한 의미는

‘매우의미를둔다’가 56명(49.6%), ‘약간의미를둔다’ 54

명(47.8%), ‘보통이다’가 2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간

호학생이지각한간호학생에대한환자의인식과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이 56명(49.6%)으로 가장 많았으

며, ‘보통’이 44명(38.9%)이었다<Table 1>.

3.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의 평균 평점 3.17이었

고, 영역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상황특성 3.03점,

개인특성 3.14점, 외부조정요인 3.42점으로나타났다. 스

트레스가가장높은하위영역은외부적조정요인의과제

물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특성의 사회적 요

인이 2.75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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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

(N=113)

Characteri
stics Division n(%) M±SD

Age ≤21 75(66.4)
21.73±1.76

22≤ 38(33.6)

Gender Female 99(87.6)

Male 14(12.4)

Religion Catholicism 16(14.2)

Protestantism 15(13.3)

Buddhism 11(9.7)

None 69(61.1)

etc. 2(1.8)

An academic
motivation

Aptitude & interest 35(31.0)

Recommenda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35(31.0)

Employment
guarantee

28(24.8)

Correspond to score
at high-school

2(1.8)

Service to others 6(5.3)

etc. 7(6.2)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68(60.2)

Usually, satisfied 45(39.8)

Health
condition

Above the
neutral(healthy)

51(45.1)

Neutral 56(49.6)

Below the
neutral(unhealthy)

6(5.3)

Personality Positive 68(60.2)

Neutral 43(38.1)

Negative 2(1.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70(61.9)

Neutral 43(38.1)

Relationships
with practice
colleague

Good 92(81.4)

Neutral 20(17.7)

poor 1(0.9)

Meaning of
the profession
of nursing

Very meaningful 56(49.6)

Some meaningful 54(47.8)

Neutral 2(1.8)

little meaningful 1(0.9)

The patients'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student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Little satisfied 10(8.8)

Neutral 44(38.9)

Some satisfied 56(49.6)

Very satisfied 3(2.7)

<Table 2>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N=113)

Item Least Greatest M±SD
Stress with clinical
practice(total) 3.17±0.33

Situational characteristics 1.00 5.00 3.03±0.27

Attitude of
medical personnel

1.00 5.00 3.23±0.15

Attitude of
patient/family

1.00 5.00 3.14±0.40

Clinical
environment

1.00 5.00 3.09±0.29

Clinical situation 1.00 5.00 3.02±0.19

Role conflict 1.00 5.00 3.08±0.03

Personal characteristics 1.00 5.00 3.14±0.38

Psychological
factors

1.00 5.00 3.32±0.32

Knowledge/skills 1.00 5.00 3.21±0.35

Social factors 1.00 5.00 2.75±0.20

External regulators 1.00 5.00 3.42±0.28

Assignment/repo
rts

1.00 5.00 3.51±0.29

Academic
schedule/regulati
ons

1.00 5.00 3.35±0.25

3.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만족도는실습교과만족 3.85점, 실습내용만

족 2.89점, 실습지도 만족 3.32점, 실습환경 만족 3.30점,

실습시간 만족 3.15점, 실습평가 만족 3.02점으로 실습교

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실습내용 만족도가 제일 낮았

다<Table 3>.

<Table 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N=113)

Item Least Greatest M±S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total) 3.24±0.44

practice
curriculum

1.00 5.00 3.85±0.31

practice contents 1.00 4.83 2.89±0.54

practice training 1.22 5.00 3.32±0.31

practice
environment

1.00 5.00 3.30±0.33

practice time 1.00 5.00 3.15±0.16

practice
evaluation

1.00 5.00 3.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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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
tics Division Stress

M±SD
satisfaction

M±SD
Stress

t or F(p)
satisfacti

on
t or F(p)

Bonfe
rroni 

Age ≤21 3.23±0.53 3.23±0.39 1.67
(.098)

0.59
(.559)22≤ 3.04±0.65 3.28±0.51

Gender Female 3.23±0.52 3.22±0.41 3.07
(.003**)

1.87
(.064)

Male 2.74±0.80 3.44±0.51
Religion Have 3.12±0.51 3.35±0.38 0.74

(.460)
2.20
(.030*)Havn’t 3.20±0.62 3.17±0.45

An
academic
motivation

Aptitude &
interest

3.15±0.48 3.23±0.46 2.05
(.078)

0.76
(.581)

Recommenda
tion of family
and
surroundings

3.21±0.71 3.16±0.43

Employment
guarantee

3.28±0.43 3.29±0.44

Correspond
to score at
high-school

3.72±0.87 3.34±0.07

Service to
others

2.72±0.53 3.38±0.23

etc. 2.79±0.61 3.44±0.4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12±0.62 3.38±0.43 1.11
(.269)

4.24
(<.001**)Usually,

satisfied
3.24±0.51 3.05±0.36

Health
condition

Above the
neutral a

3.10±0.58 3.36±0.40 2.14
(.123)

9.14
(<.001**)

a,b>c

Neutralb 3.18±0.53 3.21±0.41
Below the
neutralc

3.61±0.85 2.63±0.31

Personality Positive 3.16±0.51 3.31±0.40 0.92
(.402)

2.06
(.133)Neutral 3.16±0.68 3.15±0.47

Negative 3.72±0.47 3.13±0.27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3.08±0.69 3.29±0.39 1.30
(.197)

1.33
(.186)Neutral 3.22±0.50 3.18±0.49

Relationships
with
practice
colleague

Good 3.00±0.46 3.29±0.39 6.12
(.003**)

2.84
(.063)Neutral 3.19±0.57 3.06±0.54

Meaning of
the
profession
of nursing

Very
meaningfula

3.15±0.63 3.31±0.45 4.44
(.014*)

1.66
(.194)

c>a,b

Some
meaningfulb

3.13±0.47 3.19±0.41

Neutralc 4.12±0.78 3.00±0.26
The
patients'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student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Below the
neutral(
dissatisfactio
n)

3.21±0.41 3.08±0.50 0.03
(.970)

1.21
(.301)

Neutral 3.17±0.53 3.22±0.38

Above the
neutral(satisf
action)

3.16±0.65 3.29±0.45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성별은임상실습스트레스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가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t=3.07, p=.003), 여학생이남

학생보다임상실습스트레스가높았다. 실습동료와의관

계에따라임상실습스트레스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

가 있었으며(t=6.12, p=.003), 관계가 ‘보통’인 학생이 ‘좋

은’ 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간호직에 대한 의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F=4.44, p=.014), 사후 검정 결과, 간호직에

대한 의미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매우’와 ‘약간’

의미를둔다고응답한학생보다임상실습스트레스가높

게 나타났다.

연령, 간호학과진학동기, 전공만족도, 자신의건강상

태, 성격, 대인관계, 간호학생이 지각한 간호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 문항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
종교의 유무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통계상 유

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t=2.20, p=.030). 종

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전공 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4.24, p<.001), 만족도

가 ‘만족스러운’ 학생이 ‘보통’인학생에비해서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임상

실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9.14, p<.001), 사후 검정 결과, 건강이 ‘좋

음’와 ‘보통’으로응답한사람이 ‘나쁘다’라고응답한사람

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연령, 성별, 간호학과 진학동기, 성격, 대인관계, 실습

동료와의 관계, 간호직의 의미, 간호학생이 인지한 간호

학생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임

상실습만족도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egrees of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13)

* p<0.05 ** p<0.01 *** p<0.001

3.6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

임상실습스트레스와임상실습만족도사이에는유의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      

(N=113)

Stress Satisfaction
Stress 1

Satisfaction
-.048

(p=.6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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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후 스트레스와 만족

도를 파악하고 각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교육에필요한근거자료를제공하고자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간호학생 임상실습 스트레스(5점 만점)는

평균 3.17점으로 타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순 등[11]의 연구에서 3.87점, 황성자[7]의

연구에서 3.56점, 지은미[16]의 연구에서 3.50점, 양남영

과 문선영[6]의 연구에서는 3.45점이었으며, 박복순[5]의

연구에서는 3.43점이었다. 박현주와장인순[20]의 연구에

서는 2.82점으로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더 높았

다. 이는각연구마다학생들의학년과명수에차이가있

었으므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중간이상 임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부요인 중 외부조정 요인의

과제물이 3.5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이는박복순[5],

양남영과문선영[6], 황성자[7], 지은미[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제출해야 하

는과제물이어렵거나과도하다며스트레스를많이받고

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황성자[7]는 학생들이실습

을 하면서도 보고서 작성과 발표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실습자체에충분히집중하기어려운점을지적하면서학

생들이 과제물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여 임상실습을

잘할수있도록격려하기위해서는과제평가기준을점

검하고학생들의능력을배려하여과제선정을할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하부요인 중 외부 조정 요인의 학

사 일정이 3.35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는 지은미

[16]의 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이것은간호학생들이과

제물스트레스와더불어빠듯하고불규칙적인실습스케

줄(데이 또는 이브닝 근무 실습, 방학 중의 임상실습)과

주관적인 교수의 실습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으로보여진다. 또한이결과는환자와보호자의태도가

두번째로높게나타난 황성자[7]와박복순[5]의 연구 결

과와는 달랐다. 본 연구에서 의료인의 태도는 3.23점, 환

자및보호자의태도는 3.14점으로상황특성요인중에서

는 높았는데 이는 의료인의 간호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나의사와간호사이의관계에서고충을느끼며또한

환자, 보호자가 간호학생을 불신하는 느낌을 받을 때 스

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간호학생은 과

제물 등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뿐 만아니라 인간관계

에 대해서도 많은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스트레스에서가장낮았던하부요인은개인

특성의사회적요인이었다(2.75점). 이는박복순[5], 양남

영과 문선영[6], 황성자[7], 지은미[16]의 연구 결과와 일

치했다. 이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환자와 보호자

의 첫 대면이나 의료진, 실습교수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걸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는성별, 실습동료와의관계, 간호직에대한의미에서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

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았고 이것은 박복순[5], 양남영과

문선영[6], 지은미[16]의 연구와도일치하나 각각의남녀

표본수가동일하지는않으므로남학생의표본수를더크

게한추후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또한여학생의특성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작용할만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노력이 추후 필요하겠다[6]. 또한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보통인학생이좋은학생보다임상실습스트레스가높았

고, 간호직에 대한 의미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매우’와 ‘약간’ 의미를둔다고응답한학생보다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던 점을 볼 때,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

이기위해서는임상실습전에원활한대인관계를형성할

수 있도록 교과나 비교과 영역 상의 사전 교육, 훈련이

제공되어야하며, 간호직의의미, 전공에대한자부심및

긍정적인 생각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임상실습만족도는 3.24점으로박현주와장인순[20]의

연구에서 2.81점, 박복순[5]의 연구에서 2.96점, 지은미

[16]의 연구에서 3.04점, 양남영과 문선영[6]의 연구에서

의 3.11점보다 더 높게 측정 되었다. 연구마다 대상자의

표본수가 다르고 표준편차가 달라 측정점수만으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도 간호학생들의

만족도는보통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만족도는실습교

과 만족 3.85점, 실습환경 만족 3.30점, 실습지도 만족

3.32점, 실습시간 만족 3.15점, 실습평가 만족 3.02점, 실

습내용만족 2.89점순으로나타났다. 이는이순희등[14],

박복순[5], 지은미[16]의 연구에서도 실습교과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은

학습진도에따라새로운경험을갖게한다’, ‘단순학습보

다실제병동, 병실업무위주의실습을받는다’, ‘학교에서

강의 받았던 내용의 실습이 가능하다’에서 높은 만족도

가나왔다. 실습환경에서는 ‘실습장소의분위기는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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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준다’에서 최고의 만족도가, ‘임상

실습지에는강의와집담회를위한장소가준비되어있다’

가 최저의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권인수와 서영미[4]

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간호학생의 요구 중에서 임상

실습현장여건으로탈의실, 휴게실, 집담회장소에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실습 지도에서는

‘실습 중에 실시되는 집담회 시간은 실습경험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에서 최고의 만족도가, ‘실습시 부과되는 과

제물의 양은 적당하다’에서 최저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실습 시간에서는 ‘교과목별(전공별) 임상실습 시간이 적

절하다’에서최고의만족도가, ‘1일 실습시간이적절하다’

에서 최저의 점수가 나왔다. 실습 평가에서는 ‘임상실습

평가방법이 만족스럽다’에서 최고의 점수가, ‘임상실습

평가기준을학생에게미리알려준다’에서최저의점수가

나왔다.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부

요인은실습내용만족(2.78점) 이었고이는이순희등[14]

과 지은미[16]의 연구와일치하였다. 세부문항을살펴보

면, ‘임상실습시주로단순하고기능적인일만반복한다’,

‘실습시 단순 기능적 업무보다는 대상자에게 문제 중심

간호를 수행한다’, ‘실습 중 때때로 할 일이 없음을 느낀

다’ 등에서낮은만족도가나왔다. 임상실습에내실을기

하기위해서는다양한환자사례를경험할수있도록대

학교수와간호부관리자의간담회등을통한충분한의

사소통 및 협의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개선하고양질의실습이될수있도록상호간노력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일반적특성에따른만족도는종교유무,

전공 만족도,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임상

실습만족도에서전공만족도별로유의한차이를나타낸

연구는이순희등[14], 박현주와장인순[20], 양남영과문

선영[6], 지은미[16]의 연구들이있었으며 이는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 이론 수

업에서배운내용을임상현장에서직접경험해보려는학

습동기 부여가 잘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

고 있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사후

검정결과, 건강이 ‘좋음’과 ‘보통’라고 응답한학생이 ‘나

쁘다’고 응답한학생보다만족도가높았다. 이는좋은건

강상태 유지가 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

로 파악되므로 임상실습 도중뿐만 아니라 시작 전부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 안내 및 지도가 필요하

다고 본다.

본 연구에착수하면서연구자는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은 학생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고, 임상실습 스트레

스가 높은 학생은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

상했었으나, 막상연구결과는임상실습스트레스는만족

도와상관관계가없었다. 이는지은미[16]의 연구와일치

하였으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만족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있었던박복순[5], 박현주와장인순[20], 양남

영과 문선영[6]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1908년 미

국 심리학자 Yerkes와 Dodson[21]은 스트레스에 따른

성취능력은역 U자의모양으로진행한다고밝히며, 적당

한 수준의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성취도 및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너

무 낮거나 심해지면 성과 정도가 오히려 나빠진다고 두

연구자는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및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

을 종합해볼 때, 추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영

향을주는요인에대해심리학등을포함한깊이있는다

학제간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학생의임상실습스트레스와임상실습

만족도와의관계를알아보고, 임상실습스트레스와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

습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강원도 고성 소재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3학년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임상실습 만족도는보통이상의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중 성별, 실습동료와의 관계, 간호직에 대한

의미에따라임상실습스트레스는통계상의유의한차이

를 보였으며, 종교 유무, 전공 만족도, 건강상태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스

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다음과같이제언한다. 일

부 간호학생으로 한정되었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학

생의임상실습스트레스와임상실습만족도에영향을주

는 요인을 파악하는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임

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임상교육 관련 프로그

램개발과적용이필요하다. 또한실습만족도를증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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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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