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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가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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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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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dental hygienist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ubjects in the study were 706 female students who majored in dental hygiene at randomly selected colleges, which were located 

in Daejeon, Ulsan, and North Chungcheong province. Data were gathe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October 20, 2014 to April 13, 2015.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averag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3.32, The average of image of dental hygienists 

was 3.55. As fo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general and practice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degree of satisfaction for major, as for image of dental hygienis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rade, degree of 

satisfaction for major, number of clinical experience, practice organization and admission motive. The relationship of image of dental hygienist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analyzed,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As a result 

of analyzing which variables affected image of dental hygienists, it’s found that image of dental hygienists were under the influence of number of 

clinical experience, practice organization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fluenced image of dental hygienists. 

Therefore, dental hygiene students are given a chance to have positive image through well-structured clinical practice.

Key Word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ental hygiene students, Image of dental hygienists

서  론

오늘날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려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1), 미분화 사회에서 분화

된 사회로, 비전문화 사회에서 전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2). 구강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세분화가 

이루어져 치과의사만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질 높은 구

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요구에 의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으로서 치과위

생사의 역할이 더욱 크게 대두되며3), 치과위생사에 대한 위

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이직과 직업적 자긍심의 부족으로 인해 이미지 수립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4).

이미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것

으로 어쩌면 허상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5). 또한 

개인이 지닌 자신의 생각, 신념 전체인 자아개념, 이미지는 

그의 성격과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개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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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6)
. 즉 개인의 정신세계 속에 내재

하는 이미지는 개인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의사결정과 행동

전반을 지배하게 되므로, 치과위생사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질 경우, 이는 치과위생사의 신념과 가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그들의 삶과 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국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7,8)
. 

반면 긍정적인 이미지는 치과위생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

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만족도를 향

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전문직인 치과위생사의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떤 전문직에 관한 긍정적

인 이미지는 그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9)
.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는 치위생을 전공하는 치

위생과 학생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임상실습 현장에

서 임상 치과위생사가 보여주는 모습에 의해 학생들의 개개

인의 가치가 구조화될 것이다. 

치위생학은 실용학문으로 단순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이 

아닌 실제를 통하여 적용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지니므로10)
 

임상실습은 치위생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1)
. 임상

실습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실무에서 지식, 기술, 

태도를 직접 체험하는 중요한 교과과정으로12)
, 대상자에게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잠재력, 창의력,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이다13)
. 또한 의료팀과 협조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직접 서비스와 자기관리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4)
.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론적인 지식을 통합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자

부심과 긍지를 갖는 예비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이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

가 형성될 것이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전적 이미지와 임

상 실습 시 임상지도자로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로부터 경

험하게 되는 치과위생사 이미지 역시 학생들이 전문직 치과

위생사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규치

과위생사로 구강보건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맡게 

될 치위생과 학생의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9)
. 그러므로 치과위생사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발전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15)
.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나은 치과위생사 이

미지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충청북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

의표본 추출하여 72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 및 불

성실한 응답을 보인 14부를 제외한 706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4월 13일까지 구

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응답의 비

밀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및 오직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동의서 작성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작성된 후 

그 자리에서 즉시 회수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 9문항, 임상실습만족도 30문항, 치과위생사 이미지 31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값

을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1) 임상실습 만족도

Cho와 Kang
6)이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Lee 등11)이 수정ㆍ보완

하여 작성한 측정도구에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ㆍ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 3

문항,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6문항,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

도 9문항,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6문항,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 3문항,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3문항으로 총 30문

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2개의 역문항(6, 

9번)은 역환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

습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1)의 연구에서의 도

구 신뢰도는 Cronbach's 값이 0.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3이었다.

 2) 치과위생사 이미지

Yang
16)이 개발한 간호이미지 측정도구를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전

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7문항, 전문적 이미지 6

문항, 개인적 이미지 6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3개의 역문항(26, 27, 31번)은 역환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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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standard deviati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3.32±0.46

    Practice curriculum 3.73±0.63

    Practice contents 3.09±0.49

    Practice guidance 3.32±0.63

    Practice environment 3.47±0.58

    Practice time 3.34±0.77

    Practice evaluation 3.09±0.81

Image of dental hygienists 3.55±0.42

    Traditional 3.92±0.58

    Social 3.32±0.56

    Professional 3.67±0.51

    Personal 3.21±0.39

Table 2. Mean Scores of Image of Dental Hygienist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the Subject (n=706)

Characteristic  n (%)

Age (y)

    ＜21 435 (61.6)

    ≥21 271 (38.4)

Grade

    2 351 (49.7)

    3 355 (50.3)

City type

    Big city 500 (70.8)

    Small city 206 (29.2)

Admission motive

    High school grade considerations 71 (10.1)

    Aptitude considerations 79 (11.2)

    Invitation of others 177 (25.1)

    Considering the high employment rate 352 (49.9)

    Good impression for dental hygienists 27 (3.8)

Degree of satisfaction for major

    Very satisfied 46 (6.5)

    Satisfied 291 (41.2)

    Moderate 313 (44.3)

    Unsatisfied 52 (7.4)

    Very unsatisfied 4 (0.6)

Number of clinical experience

    One time 351 (49.7)

    Two time 355 (50.3)

Practice organization

    Dental clinic 323 (45.8)

    Dental hospital 383 (54.2)

Practice instructor

    Dental hygienists 632 (89.5)

    Dentist 46 (6.5)

    Dental assistants 28 (4.0)

Difficult relations of practice

    Clinical dental hygienists 388 (55.0)

    Patients & caregivers 182 (25.8)

    Practice colleague 18 (2.5)

    Practice instructor 60 (8.5)

    Colleagues of other occupations 58 (8.2)

Table 1. General and Practice Related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06)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ang
16)의 연구에서 Chronbach's 값은 

0.94였고, 본 연구에서는 0.91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20.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

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평균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

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고,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

치는 임상실습 만족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이때 범주형 변수들은 

가변수(dummy)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검

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연령은 21세 미만의 학생이 61.6%로 많았고, 학년은 2

학년이 49.7%, 3학년이 50.3%로 비슷하였으며, 대도시 학

생이 70.8%로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많았다. 입학 동기는 높

은 취업률 고려가 49.9%로 가장 높았고, 전공 만족도는 보

통이 44.3%로 가장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실습경험 횟수는 

1회 49.7%, 2회 50.3%로 비슷하였고, 실습기관형태는 병원

급이 54.2%로 높았다. 실습지도 담당은 치과위생사가 89.5% 

로 가장 높았고, 실시 시 어려웠던 관계로는 임상치과위생

사와의 관계가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임

상실습 만족도의 평균은 3.32±0.46점, 치과위생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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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Mean±SD p-value Mean±SD p-value

Age (y) 0.559 0.774

    ＜21 3.33±0.45 3.54±0.41

    ≥21 3.31±0.48 3.55±0.44

Grade 0.172 0.013*

    2 3.30±0.46 3.51±0.42

    3 3.35±0.46 3.59±0.42

City type 0.001** 0.368

    Big city 3.41±0.46 3.57±0.44

    Small city 3.27±0.44 3.52±0.39

Admission motive 0.158 0.039*

    High school grade considerations 3.34±0.41 3.50±0.43b

    Aptitude considerations 3.42±0.48 3.65±0.36a

    Invitation of others 3.34±0.50 3.57±0.44b

    Considering the high employment rate 3.30±0.44 3.51±0.42b

    Good impression for dental hygienists 3.21±0.52 3.65±0.49a

Degree of satisfaction for major 0.003** ＜0.001***

    Very satisfied 3.36±0.62b 3.82±0.45c

    Satisfied 3.40±0.46a,b 3.68±0.41b,c

    Moderate 3.27±0.40a,b 3.43±0.37a,b

    Unsatisfied 3.18±0.50a 3.32±0.40a

    Very unsatisfied 3.27±1.16a 3.25±0.94a

Number of clinical experience 0.161 0.009**

    One time 3.30±0.46 3.50±0.42

    Two time 3.35±0.46 3.59±0.42

Practice organization 0.954 0.003**

    Dental clinic 3.32±0.45 3.49±0.42

    Dental hospital 3.32±0.47 3.59±0.44

Practice instructor 0.346 0.114

    Dental hygienists 3.33±0.46 3.56±0.42

    Dentist 3.31±0.48 3.49±0.43

    Dental assistants 3.20±0.42 3.40±0.36

Difficult relations of practice 0.011*  0.012*

    Clinical dental hygienists 3.28±0.45a 3.52±0.42a,b

    Patients & caregivers 3.41±0.46b 3.63±0.43b

    Practice colleague 3.32±0.44a  3.46±0.33a

    Practice instructor 3.27±0.49a 3.45±0.44a

    Colleagues of other occupations 3.42±0.47b 3.61±0.39b

SD: standard deviation.
a∼c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the Scheffe method at =0.05.
*p＜0.05, **p＜0.01,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t-test and one way ANOVA.

Table 3. Image of Dental Hygienist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the General and Practice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706)

의 평균은 3.55±0.42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는 3.73±0.63점, 실습내

용에 대한 만족도는 3.09±0.49점,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3.32±0.63점,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47±0.58점, 실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34±0.77점,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

도는 3.09±0.81점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하

위요인인 전통적 이미지는 3.92±0.58점, 사회적 이미지는 

3.32±0.56점, 전문적 이미지는 3.67±0.51점, 개인적 이미지

는 3.21±0.39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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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Image of dental hygienists Traditional Social Professional  Personal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574*** 0.468*** 0.294*** 0.468*** 0.214***

    Practice curriculum 0.372*** 0.327*** 0.265*** 0.327*** 0.205***

    Practice contents 0.339*** 0.252*** 0.261*** 0.252*** 0.209***

    Practice guidance 0.351*** 0.281*** 0.309*** 0.281*** 0.143***

    Practice environment 0.431*** 0.365*** 0.368*** 0.365*** 0.214***

    Practice time 0.351*** 0.341*** 0.309*** 0.281*** 0.143***

    Practice evaluation 0.280*** 0.169*** 0.266** 0.169*** 0.052

**p＜0.01,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Image of Dental Hygienist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ariable B SE  p-value

Number of clinical experience (1/2) 2.611 0.992 0.099 0.009**

Practice organization (clinic/hospital) 2.987 0.994 0.112 0.00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471 0.031 0.496 ＜0.001***

Practice curriculum 2.583 0.243 0.372 ＜0.001***

Practice contents 1.521 0.159 0.339 ＜0.001***

Practice guidance 0.908 0.081 0.390 ＜0.001***

Practice environment 1.638 0.129 0.431 ＜0.001***

Practice time 2.005 0.202 0.351 ＜0.001***

Practice evaluation 1.511 0.195 0.280 ＜0.001***

R2=0.496, adjusted R2=0.360, F=11.932, p＜0.001

SE: standard error.
**p＜0.01, ***p＜0.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

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

위생사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3)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이미지는 학년이 높을수록

(p=0.013),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1), 실습경험 

횟수가 많을수록(p=0.009), 실습기관 형태가 병원급 일수록

(p=0.003), 입학 동기는 적성이 맞거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깊은 인상이 되어 있는(p=0.039)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 임상실습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요인간의 상관

관계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 만

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

관성은 보통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실습평

가에 대한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하위요인인 개인

적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5.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파악

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습횟수(p=0.009), 

실습기관 형태(p=0.003), 임상실습 만족도(p＜ 0.001)가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고  찰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적합한 이미지가 존재한다17)
. 

이미지는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데 치위

생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간접적 

기회로는 교과서나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인 

기회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직접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치위생을 학문하는 학생들에

게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과 전공 분야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

심을 유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실습관련 특성 중 임상 실습 시 실습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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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은 치과위생사가 89.5%로 가장 높았고, 실습 중 어려웠

던 관계로는 임상치과위생사와의 관계가 55.0%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 실습을 하는 과

정에서 많이 접촉하는 사람이 임상치과위생사였고, 또한 가

장 어려워 한 사람도 치과위생사였다. 이는 학생들의 치과

위생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결

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Moon
18)은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

습을 돕기 위해 역할을 하는 간호교육자는 간호 학생의 이

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간호교육자는 

임상실습에 흥미와 자부심 및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주는 직접적인 관계이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지도

에 앞서 인간적으로 관계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습 지도를 치과조무사가 담당하였다고 대답한 학

생이 4.0%였다. 이는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예비 치과위생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신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치위생학 교과과정 중 치위생학개론, 의료관계법규 

등의 과목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의식 및 업무 범

위에 대해 배우지만 임상에서의 현실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

다. Cho
19)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치과위

생사는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으

로 인식되어야 하고, 명찰 착용 등을 통하여 치과조무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복장의 착용 등 다른 직종

과 차별화를 통해 치위생 직업에 대한 개념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치과의사와 임상에 근무하는 치

과위생사의 직업정신에 대한 소명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

고 학교에서는 임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평균은 3.32점이

었다. 이는 Lee
20)의 3.40점, Kim

13)의 3.44점보다 낮았지만, 

Han
21)의 3.23점, Lee 등11)의 2.91점보다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의 하위 요인별 순위를 보면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

(3.73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

도(3.47점), 실습시간에 대한 만족도(3.34점), 실습지도에 

대한 만족도(3.32점), 실습평가 및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3.0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20)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Kim과 Oh
22)

 그리고 Lee
10)의 연구에서는 실습환

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와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

를 보였다. 현실적으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처럼 부속병

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여러 병원 또는 여러 형태의 병원

으로 실습을 나가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습

병원 선택에 대해 지리적인 접근 및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 현

장의 지도자 및 치과의사와 학교의 교수가 적극적인 의사소

통을 하고 있어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의 연구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Kim과 Oh
22)

 그리고 

Lee
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중 진료 내용과 다양한 환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학

교와 임상실습 현장과의 유기적인 산학협동 체계를 잘 이루

어 체계적인 실습 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

다. 또한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Lee
20)

, Kim
1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실습에 대한 평가는 임상실습 점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 또한 

기대했던 점수보다 낮은 평가가 이루어지면 만족도도 낮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지도자와 학

생들에게 공개하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

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평균은 3.5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이미지를 연구한 Lee
20)는 3.68점, 

Lee 등11)은 3.49점, Yang
12)은 3.38점,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에 관한 연구를 한 Lim
9)은 3.54점, Youn 등23)은 3.40점, 

Lee 등24)은 3.53점이었다. Hwang과 Lee
15)는 3.26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

라 임상 실습 환경의 변화, 임상가 등의 인식 변화, 체계적인 

교육 제도 등이 개선되어짐에 따라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하위 요인별 순위를 보면 전통적 이

미지(3.92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적 이미

지(3.67점), 사회적 이미지(3.32점), 개인적 이미지(3.21점) 

순으로 나타났다. Lee
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Lee 등11)

은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이미지보다 

전문적 이미지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나 치과

위생사는 단순한 일 이상을 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Lee 등11)은 전문직의 특성으로 자율성은 전

문직업인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업무기능을 스

스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문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이미지가 낮은 것은 전문직 발전

의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으로 변경과 정부의 보건기관과 치과

의사단체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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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단체들이 유기적인 노력을 하여 치과위생사 만의 파

워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이미지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를 높이는 데에 학생들, 임상실습 현장에 

있는 임상 치과위생사들 모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신념이나 마음가짐 등이 고취될 수 있

도록 학술대회 등을 이용하여야 자긍심과 직업에 대한 긍정

적인 이미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Choi 등25)의 임상만족

도와 수행경험과의 관계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치과위

생사 이미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

록, 실습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실습기관 형태가 병원급일

수록, 입학 동기가 적성이 맞아서 또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은 경우에 치과위생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

고 이는 Youn 등2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

와 치과위생사 이미지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았다. 

이는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불어 치과

위생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생각

된다. 사회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생 

개개인의 스스로가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예측변인을 연구한 Lim
9)은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Youn 등23)은 

임상실습 경험에 상관없이 성취동기가 증가할수록 치과위

생사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는 자신이 치과위생학을 해야겠다고 하는 동기가 분명하여 

치과위생사 이미지 점수가 높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Kelly
26)는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일은 자신의 정체

감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Lee 등11)은 직업에 대해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기

여한다고 하였다. 즉, 임상현장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날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정체성이 더

욱 확고히 된다고 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는 실습횟

수가 많을수록, 실습기관 형태가 병원급일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습횟수가 많

아져 학습과 연계하여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치위생

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의원급보다는 병원급에서 실습한 학생들은 여러 

파트의 임상을 경험하게 되어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의 만족도도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향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치과위생사 이미지

에 있어서 전통적 이미지와 전문적 이미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개인적 이미지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

의 재학기간 중 임상실습의 세부적인 내용들의 체계화를 통

해 치과위생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본 연구의 일부 지역의 치과위생사들을 편의 추출하여 측

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

나,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실습 경

험을 토대로 자신의 직업에 미치는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확

고히 하기 위한 임상 실습 지도안을 마련하고 임상실습 후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전공 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

위생사 이미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치과위생사 이미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편의 추출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충청북도에 소재하

는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70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4년 10

월 20일부터 2015년 4월 13일까지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 평균은 

3.32±0.46점,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평균은 3.55±0.42점이

었다. 일반적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임상실습 만족

도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3)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 이미지는 학년이 높을수록

(p=0.013),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1), 실습경험 

횟수가 많을수록(p=0.009), 실습기관 형태가 병원급 일수록

(p=0.003), 입학 동기는 적성이 맞거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깊은 인상이 되어 있는(p=0.039)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 이미지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치과위생사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로는 실습횟수(p=0.009), 실습

기관 형태(p=0.003), 임상실습 만족도(p＜0.001)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치위생 전공 학생들

이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실습 경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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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업에 미치는 긍정적 이미지 함양을 위한 임상 실습 

지도안을 마련하고 임상실습 후 자신의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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