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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만족도와 수행경험과의 관계

최옥선ㆍ안광숙ㆍ김혜진1†

대전대학교 생물학과, 1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n Performan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Ok-Sun Choi, Gwang-Sook Ahn, and Hye-Jin Kim1†

Department of Biology, Daejeon University, Daejeon 300-716, 1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n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Dental hygiene students to 480 people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4 and analyzed by 

conducting a survey. The higher grade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experience for clinical test performance and 

clinical practice organization rather than the lower grade students. Also,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major for the higher grade students has been 

shown 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lower grade students. The factors that affecting the experience for clinical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were shown as grade, satisfaction for major and period for practice. In order to enhan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clinical performance for students, it should be established the system for practice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linical 

practice by relevant organizations. Also, the dental hygienist who is responsible for dental education should manage his/her practice for students 

actively. Meanwhile, the practice organization should improve and update the content of education through the consistent alliance with colleges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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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구강건강관

리에 관심이 높아졌다. 치과 의료기술의 많은 발전으로 인

하여 치과 치료는 더욱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구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치위생업무가 차지하

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위생 교육과정 

또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지식에 

대한 이론을 겸비하고 임상에서 숙련된 치과위생사의 역할

과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Lee1)에 의하면 임상실습 교육이란 강의

실의 이론 교육을 보충, 통합하고 활용하여 기본 이론의 원

리를 현장에서 응용함을 가능케 하며, 개인적 특성을 가진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및 영적 보건 의료를 파악

하여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에 있

으며, 의료팀과 협조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직접 서비

스와 자기관리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상실습 교육은 모든 교과의 통합체로서 학생이 습득한 

지식을 보강 통합하도록 하여 지식, 기술, 태도면에 행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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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어 후일 정규 치과위생사로 근무할 때 치과위생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교

육이 될 것이다2)
. 

따라서 임상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의 요구 및 능력에 부

합되는 임상실습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대상자 중심의 보

조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능숙하고 세련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3)
.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임상실습 교육이 하나

의 과학으로서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

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도

록 이끌어 주어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며4)
, 임상실습을 보다 만족스럽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습

장의 환경요인을 계획하고 수정ㆍ보완하고,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특성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5)
.

임상실습 경험은 학생들이 지식을 통합하고 전문적 역할

을 사회화하고 전문적 가치를 습득하기 때문에 전문직 교육

의 심장으로 묘사되고 있다6)
. 치위생 교육 역시 일반 교육과

는 달리 학생으로 하여금 뚜렷한 이념과 목적 아래 최적의 

복지 안녕을 위해 인간을 도우며 항상 실제와 이론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전문교육이라는 점7,8)
, 임상실

습의 질적인 향상과 국민의 구강건강 지킴이로서 직업에 대

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해야 한다7)
. 그

러므로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습에 대하 목적과 의

미를 찾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감과 만

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위생과 학

생들은 임상실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구강보건에 대한 중

요성을 체험하여8)
 치과 진료협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구강보건향상9-11)과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임상실습

기관의 만족도나 임상실습의 실태, 임상실습의 표준화 등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임상에서의 기관형태에 따른 

실습운영이 임상수행경험이나 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살

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관련 특성

이 기관별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경험과의 관계를 규명하

고 임상 수행경험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여 임상실습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이론과 실습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졸업 후 진료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경기, 강원, 울

산, 부산지역 치위생(학)과 재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2학년 227명, 3학년 189명, 4학년 64명으로 총 480명을 대

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제 구분은 3년제 416명(86.7%)과 4

년제 64명(13.3%)이었다. 

2. 연구방법

자료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를 구두로 설명하고 협조 요

청하였으며 서면 동의를 작성한 치위생(학)과 학생에게 설

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회수된 500부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

외한 480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구성은 총 

80문항으로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 17문항, 임상실습만

족도12,13)
 31문항, 임상수행경험14,15)

 32문항으로 조사하였

으며 각 문항은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한다’로 3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경험과 임상실습만

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전체 31문항으로 임상실습 내용은 과

목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학교에서 강의 받은 이론적 지식

이 원만하게 적용되었는지, 멸균과 소독에 관해 철저한지, 

임상실습 지도자의 학생지도의 관심도, 실습내용이 잘 전달

되는지, 평가방법에 대한 만족도, 교과목별로 실습에 대한 

만족도, 실습시간의 적절성, 실습학생 수의 적절성, 실습 후 

자신감 향상, 실습기회 제공 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문항

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0.950이었다. 임상수행경

험은 전체 32문항으로 생징후 측정, 칫솔질 교육, 구강내ㆍ

외 촬영, 구강위생보조용품설명, 이론적 지식 활용, 기구준

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근관치료준비, 치주낭 측정, 치

석탐지,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치은압배, 석고사용, 정밀인

상 채득, 구강외과 수술준비, 국소마취 준비, 교정용 브라켓 

준비, 임플란트 수술준비, 기구의 멸균과 소독, 지대치 축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문항의 내적신뢰도는 Cronbach's 

=0.930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

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실습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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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

College course

    Three year corse  416 (86.7)

    Four year corse 64 (13.3)

Grade

    Sophomore 227 (47.3)

    Junior in college 189 (39.4)

    Senior in college 64 (13.3)

Gender

    Male 11 (2.3)

    Female 469 (97.7)

Type of residence

    One’s house 296 (61.7)

    Rented room 91 (19.0)

    House of relatives 2 (0.3)

    Others 91 (19.0)

Degree of satisfaction for major

    Dissatisfied 27 (5.6)

    Normal 300 (62.5)

    Satisfied 153 (31.9)

Practice organizationa

    University dental hospital 237 (24.5)

    General hospital 110 (11.4)

    Dental hospital 136 (14.0)

    Dental clinic 322 (33.3)

    Health center 163 (16.8)

Degree of satisfaction for practice

    Dissatisfied 23 (4.87)

    Normal 127 (26.5)

    Satisfied 330 (68.7)

Determination of practice organization 

    College 253 (52.7)

    Students 64 (13.3)

    College+students 163 (34.0)

Degree of satisfaction for organization

    Dissatisfied 10 (2.1)

    Normal 181 (37.7)

    Satisfied 289 (60.2)

Period of practice

    Suitable 340 (70.8)

    Should be extended 52 (10.8)

    Should be reduced 88 (18.4)

Degree of satisfaction for practice quantity

    Dissatisfied 30 (6.2)

    Normal 189 (39.4)

    Satisfied 261 (54.4)

Practice instructor

    Responsible professor 60 (12.5)

    Dental hygienist 384 (80.0)

    Head of organization 36 (7.5)

aThis is the only case of practice organization (duplication res-
ponse).

Table 1. General and Practice Related Characteristics by 
Subjects (n=480)  

성에 따른 기관별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경험은 t-test

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경

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였

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480명 중 학제는 3년제가 86.7%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이 97.7%였다. 학년은 2

학년이 47.3%, 3학년이 39.4%이며 주거형태는 자가가 

61.7%로 가장 많았다. 실습관련 특성은 전공만족에서 ‘보

통이다’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가 31.9%였

다. 실습기관은 치과대학병원이 24.5%, 치과의원이 33.3%

였으며 실습만족에서는 ‘만족한다’가 68.7%로 가장 많았으

며 ‘보통이다’가 26.5%였다. 실습기관 결정은 ‘학교에서 한

다’가 52.7%, ‘학교와 학생이 결정’하는 경우가 34.0%였으

며 실습기관 만족은 ‘만족한다’가 60.2%, 실습기간은 ‘적당

하다’가 70.8%, 실습량 만족은 ‘만족한다’가 54.4%, ‘보통

이다’가 39.4%였다. 실습지도는 전담치과위생사인 경우 

80.0%, 전담교수인 경우가 12.5%였다(Table 1). 

2. 실습특성에 따른 기관별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는 3점을 만점으로 평균은 1.70점으로 나

타났으며, 실습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년구분에서 종합병원

이나 대학병원은 4년제(2.30점)에서, 치과병ㆍ의원은 3년

제(2.15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실습만족도는 종합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실습한 경우 ‘만족한다(1.48점)’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 실습한 

경우 ‘만족한다(2.14점)’가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실습기관 결정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일 경우 학교

와 학생이 공동으로 결정(1.62점)할 경우가 점수가 높았으

며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일 경우 학교에서 결정(2.18점)할 

경우가 만족도가 높았다. 기관만족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

원일 경우 ‘만족한다(1.44점)’가 점수가 높았으며 실습기간

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일 경우 ‘늘여야 한다(1.75점)’, 

‘적당하다(1.49점)’가 점수가 높았다. 실습량 만족에서 종합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의 실습량이 ‘만족한다(1.57점)’가 

점수가 높았으며 실습지도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는 전담치과위생사(1.31점)일 경우 점수가 높았으며 치과병

원이나 치과의원일 경우 기관장(2.26점)과 전담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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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GH/UDH DH/DC

Mean±SD t/F(p) Mean±SD t/F(p)

College course －7.458 (0.000***) 6.232 (0.000***)

    Three year corse 
    Four year corse

416
 64

1.19±1.07
2.30±0.45

2.15±0.76
1.46±0.98

Grade 297.997 (0.001***) 29.349 (0.001***)

    Sophomore
    Junior in college
    Senior in college

227
189
 64

0.44±0.09b

0.07±0.05a

2.30±0.44c

2.30±0.60c

1.96±0.89b

1.47±0.16a

Degree of Satisfaction for major 5.118 (0.001***) 8.599 (0.001***)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27
300
153

1.27±1.08b

1.23±1.17a

1.59±1.12c

1.65±0.89a

1.99±0.90b

2.26±0.67c

Degree of Satisfaction for practice 3.849 (0.022*) 5.082 (0.007**)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23
127
330

0.82±0.62a

1.22±1.02b

1.48±1.18c

1.95±0.72b

1.87±0.83a

2.14±0.85c

Determination of practice organization 20.850 (0.001***) 6.154 (0.002**)

    College
    Students
    College+students

253
 64
163

1.04±0.14a

1.84±0.98b

1.62±1.12c

2.18±0.73c

1.83±0.99a

1.95±0.92b

Degree of Satisfaction for organization 3.204 (0.041*) 2.739 (0.066)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10
181
289

0.89±0.12a

1.20±1.10b

1.44±1.18c

1.86±0.83
1.94±0.80
2.13±0.87

Period of practice 30.456 (0.010**) 2.353 (0.058)

    Suitable
    Should be extended
    Should be reduced

340
 52
 88

1.49±0.15b

1.75±0.95c

0.53±0.24a

2.08±0.87
1.98±0.93
2.15±0.65

Degree of satisfaction for practice quantity 10.369 (0.001***) 1.096 (0.335)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30
189
261

0.97±0.08a

1.10±0.09b

1.57±1.17c

2.04±0.54
1.99±0.79
2.11±0.91

Practice instructor 4.765 (0.009**) 4.683 (0.010**)

    Responsible professor
    Dental hygienist
    Head of organization

 60
385
 35

1.09±0.89a

1.31±1.11b

1.09±0.16a

1.77±0.05a

2.09±0.82b

2.26±0.56c

GH: general hospital, UDH: university dental hospital, DH: dental hospital, DC: dental clinic, SD: standard deviation.
a∼c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at=0.05.
*p＜0.05, **p＜0.01 ***p＜0.001.

Table 2. Degree of Clinical Practice by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Practice Related Characteristics

(2.09점)가 지도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았다(Table 2).

3. 실습특성에 따른 기관별 임상수행경험

임상수행경험은 3점을 만점으로 평균은 1.38점으로 나타

났으며, 실습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년구분에서 종합병원이

나 대학병원은 4년제(1.92점)에서, 치과병ㆍ의원은 3년제

(1.76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치과병원이나 치과의

원일 경우 2학년(1.83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공만

족에서는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일 경우 ‘만족한다(1.87

점)’가 점수가 높았다. 실습기관 결정에서 종합병원이나 대

학병원일 경우 학생(1.84점)이 기관을 결정할 경우가 점수

가 높았으며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일 경우 학교(1.76점)에

서 결정할 경우가 점수가 높았다. 실습기간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늘여야 한다(1.46점)’가 점수가 높았으며 실

습량 만족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만족한다(1.21

점)’가 점수가 높았다. 실습지도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

원에서 ‘전담교수(1.38점)’가 지도할 경우 점수가 높았으며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기관장(1.93점)’이나 ‘전담치

과위생사(1.70점)’가 지도 할 경우 점수가 높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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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n
GH/UDH DH/DC

Mean±SD t/F(p) Mean±SD t/F(p)

College course －8.458 (0.000***) 6.167 (0.000***)

    Three year corse
    Four year corse

416
 64

0.94±0.28
1.92±0.34

1.76±0.63
1.19±0.95

Grade 297.331 (0.001***) 21.942 (0.001***)

    Sophomore
    Junior in college
    Senior in college

227
189
 64

0.34±0.71a

1.65±0.57b

1.92±0.34c

1.83±0.50c

1.68±0.74b

1.19±0.95a

Degree of satisfaction for major 2.709 (0.068) 7.461 (0.001***)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27
300
153

1.02±0.88
0.99±0.90
1.21±0.89

1.53±0.78a

1.61±0.74b

1.87±0.55c

Degree of satisfaction for practice 2.907 (0.056) 2.294 (0.102)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23
127
330

0.68±0.89
0.99±0.88
1.12±0.94

1.75±0.64
1.57±0.72
1.73±0.70

Determination of practice organization 15.918 (0.001***) 3.095 (0.046*)

    College
    Students
    College+students

253
 64
163

1.04±0.16a

1.84±0.92c

1.63±1.12b

1.76±0.63c

1.56±0.76a

1.62±0.77b

Degree of satisfaction for organization 2.636 (0.073) 1.034 (0.357)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10
181
289

0.76±0.02
0.96±0.89
1.14±0.94

1.16±0.65
1.62±0.69
1.72±0.04

Period of practice 29.954 (0.001***) 2.846 (0.059)

    Suitable
    Should be extended
    Should be reduced

340
 52
 88

1.17±0.91b

1.46±0.79c

0.44±0.76a

1.69±0.72
1.47±0.77
1.76±0.53

Degree of satisfaction for practice quantity 7.092 (0.001***) 0.567 (0.556)

    Dissatisfied
    Normal
    Satisfied

 30
189
261

0.82±0.56a

0.90±0.09b

1.21±0.93c

1.81±0.46
1.68±0.04
1.68±0.74

Practice instructor 4.483 (0.012*) 4.592 (0.011*)

    Responsible professor
    Dental hygienist
    Head of organization

 60
385
 35

1.38±0.92c

1.03±0.92b

0.86±0.23a

1.49±0.84a

1.70±0.69b

1.93±0.49c

GH: general hospital, UDH: university dental hospital, DH: dental hospital, DC: dental clinic, SD: standard deviation. 
a~c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at=0.05.
*p＜0.05,  ***p＜0.001.

Table 3. Experience of Clinical Tes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Practice Related 

4.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실습만족

도에서는 전공만족(p＜0.001), 실습기간(p＜0.01)이 임상

수행경험에서도 전공만족(p＜0.001)과 실습기간(p＜0.001)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5).

고  찰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진료의 중견 관리자로서 치과 진

료의 전반적인 치료내용과 방법을 모두 인지하고 술식에 필

요한 약재와 기구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구강보

건향상에 모든 업무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15). 

그러므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16)은 치과위생사

가 협동 구강보건 진료체계의 일부분으로서 직무를 능숙하

게 처리해 낼 수 있는 질적 요건을 갖춘 전문기능인력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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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B Standard error  t p

Constant 1.110 0.301 3.714 ＜0.001

Satisfaction for performance 0.047 0.056 0.045 0.835 0.404

Satisfaction for major 0.203 0.050 0.187 4.058 0.000***

Satisfaction for organization －0.052 0.060 －0.046 －0.856 0.392

Period for performance －0.135 0.037 －0.177 －3.692 0.010**

Satisfaction for performance quantity 0.050 0.055 0.051 0.902 0.367

Practice instructor 0.016 0.059 0.011 0.265 0.791

R2=0.360, adjusted R2=0.118, F=11.631, p＜0.001

**p＜0.01, ***p＜0.001.

Table 4. The Factor that Affecting Degree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Test Performance

Division B Standard error  t p

Constant 1.268 0.295 4.297 ＜0.001

Satisfaction for Performance 0.052 0.056 0.050 0.932 0.352

Satisfaction for major 0.200 0.050 0.184 3.974 0.000***

Satisfaction for organization －0.051 0.060 －0.046 －0.851 0.395

Period for performance －0.148 0.036 －0.195 －4.079 0.000***

Satisfaction for performance quantity 0.049 0.056 0.051 0.888 0.375

Practice instructor 0.007 0.057 0.005 0.115 0.908

R2=0.392, adjusted R2=0.185, F=7.293, p＜0.001

***p＜0.001.

Table 5. The Factor that Affecting Experience for Clinical Practice Test Performance

성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학과 특성상 97.7%가 여학생이었다. 자택

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으며 실습관련 특

성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은 ‘보통이다’가 62.5%로 가장 많

이 응답하여 만족감을 높게 갖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

다. 실습관련 특성에서 실습기관은 치과대학병원(24.5%)보

다 치과의원(33.3%)이 많았고, 실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8.7%로 응답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었지만 실

습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실습기간은 적

당한 경우가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습기관의 결정

은 대부분 학교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실습기

관에서의 실습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량의 만족

도는 만족한다(54.4%)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실습지도는 

전담치과위생사가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임상실습 대부분 전담치과위생사가 실습지도

(교육)를 담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가 임상활동 현장의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역점을 둔 체계적인 교육내용으

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활동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학교교육과 활동 현장과의 격차를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서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17). 실습특성에 따른 기관별 임상실습

만족도는 3점을 만점으로 평균 1.70점이었고, 실습특성별 

학년구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만족도는 보통이거

나 만족한다라고 응답해 기관별 차이 없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만족도는 종합병원, 대학병원(1.48점)에

서의 만족보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의 실습만족도(2.14

점)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실습기관 결정은 치

과병원, 치과의원일 경우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

여 만족하고 있었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일 경우 학교와 학

생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데 만족도가 높았다. 기관만족도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실습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고. 

실습량의 만족도 역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만족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유형이 클수록 실습량에 대한 만

족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 담당은 종합병원, 대

학병원에서는 전담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 치

과의원에서는 기관장이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임상수행경험에서는 3점을 만점으로 1.38점으로 

나타났고, 실습특성별 학년 구분에서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4학년(1.92점)이 높았고, 치과병원, 치과의원(1.87점)보다 

다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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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행경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성이 있었

다. 전공만족에서는 치과병원, 치과의원(1.87점)으로 만족

한다라고 나타나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전공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실습기관 결정에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학생(1.84점)이 기관을 결정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실

습기관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늘여야한다(1.46점)로 

높게 나타나 추후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의 실습을 좀 더 

많은 실습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습량 만족에서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만족한다(1.21점)로 높게 나타나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보다 더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실습지도에서는 치과의원 기관

장(1.93점), 전담치과위생사(1.70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서 전담교수 지도(1.38점)로 치과의원 기관장이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 실습전담치위생사가 실습지도에 대한 전문성

과 교육시스템을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임상수행

경험도 고학년일수록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의 만족

도가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서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나 Cha
14)의 연구결과 전체적인 평가에서 대학병원이 가장 

만족스러운 임상실습기관이라고 나타났지만 Park
2)의 연구

결과에서는 대학병원 치과에서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Kwon과 Lee
18)가 치위생과 학생 260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임상기관별 취업순위가 종합병원치과를 가

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Lee와 Kim
19)

, Lee와Jeon
20)

, Yang
21)

, Kim와 

Cho
22)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수행 내용

을 분석하여 임상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일 경우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에 

비하여 기구를 비롯해 재료가 다양하고, 좀 더 포괄적인 진

료를 함으로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졸업 후 취업희망에

서 대학병원 치과를 희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무조건과 

환경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적응력23)을 기르는 것 또한 중

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현장

실습의 비중과 실습일정과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하지 못한 점과 지역제한이 있었던 것이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치위생(학)과의 임상실습은 유능한 치과

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과목이므로 실습현장

에서의 만족도와 수행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각 실습기관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광

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보완하여 이론 강의와 임상실습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학생의 실습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

족도와 임상수행경험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4년 11

월에서 12월까지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2∼4

학년에 재학 중인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을 

하고 동의한 자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상실습기관별 만족도에서는 저학

년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임상실습기관만족도(p＜0.001)

와 임상수행경험(p＜0.001)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임

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경험은 기관별로는 치과병(의)원

이, 실습기관 결정에서는 치과병(의)원일 경우 학교에서 결

정할 경우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p＜0.002), 실습기간은 종

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인 경우 ‘늘여야 한다’(p＜0.001)가, 

실습지도는 종합병원에서는 전담치과위생사일 경우(p＜ 

0.009)가 치과병(의)원에서는 기관장(p＜0.010)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p＜0.001), 실습기간(p＜0.01) 

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는 실습운영 시스

템을 구성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능동

적인 실습기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에서는 학교

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끊임없이 교육내용을 개선 및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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