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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critical thinking tendenc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nd analyze the factors impa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study 
conducted a written survey during the period between 30 July ~20 August 2019, among 3rd 
and 4th year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Seoul, Gyung-gi region, who had taken clinical 
practice courses. Using SPSS 22.0 program (IBM SPSS statistics, New York, USA), the study 
analyzed the final 174 cases. Results: Dental hygiene students scored 3.33±0.43, 3.48±0.83, 
and 3.30±0.58 for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respectively. The clinical thinking score was higher when their study performance was good 
(p<0.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ir major satisfaction was satisfactory 
(p<0.001), higher whe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linical practice partner was good,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was better when th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was good (p<0.001). The 
study performance yielded better results when their study achievement was better (p<0.0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r=0.156) and clinical performance (r=0.393)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performan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impact factor fo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ppeared to be clinical 
performance (p<0.05) and major satisfaction (p<0.001), and the factors impacting the clinical 
performance were among the sub-causes of critical thinking (p<0.05), intellectual fairness 
(p<0.05), watchfulness (p<0.0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p<0.05), and major satisfaction 
(p<0.01). Conclusions: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or dental hygiene students,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w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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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factors affecting the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Therefore, the study recommends that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operation of a field-based curriculum is necessary to 
improve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Clinical performanc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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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 걸쳐 급격하게 발전과 변화가 생기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의료계에도 많은 발전으로 인해 구강의료분야의 전문화
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러한 변화와 함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치과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치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2]. 이에 발맞추어 치위생(학)교육은 확고한 철학적 기반에 입각하여 사회
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치과위생사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전문직업인으로
서 사명감을 갖춘 치과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1,3].

임상수행능력은 치위생(학)교육의 중요한 성과 지표로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서의 능력수준을 평가 받는 중
요한 부분이다[2]. 이러한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기위해 교육현장에서는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임상실습 교육은 모든 교과목을 통합하고 포괄하는 과정으로 학생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 등 행동 변
화를 주어 치과위생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역점을 둔 체계적인 학교교육이다[2]. 이러한 다양한 임상
실습교육을 통해 치과 현장과의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해 치위생(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
서 치위생(학)학생이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하기 위해선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만족하여 적극적으로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한다[4].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
끌기 위해선 치위생(학)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여야 하며[5], 또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적
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긍정적인 방
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판적 사고를 들 수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하려
는 목적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를 이용하려는 인지과정이다[5]. 치위생(학)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과 수행에 핵심요소이며,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진 학생일수
록 문제해결과정에서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찾
는 주도적인 역량이 뛰어나다[6].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연
구[7]가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임상수행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8,9]들을 살펴보면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여줬다[5]. 그러나 치위생(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임상실습



1038 ̇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1037-46 김수경 / 치위생(학)과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  1039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9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9

만족도, 스트레스 요인들이 대부분으로 비판적 사고와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련성을 파악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의 치위생(학)과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와, 주관적인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에 대해 알아보고,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
로써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9년 7월 30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서울·경기지역의 3개 대학의 치위생(학)

과 학생 총 189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작성방법을 충분히 설명 한 후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구
조화된 설문지를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은 서울·경기지역의 치위생(학)과 대학 학생 중 임상실습과목을 이수한 3학년, 4학년 학생
을 편의추출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예측변수 13개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를 산정하였을 때, 표본크기 최소
인원은 189명이 필요하였다. 189명 중 설문응답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15명을 제외한 174명을 최종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SHIRB-201905-HR-093-02)을 받은 후 진행하였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학업성취도, 실습동기와의 관계), 

비판적 사고성향 19문항, 임상수행능력 12문항, 임상실습만족도 12문항 등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판
적 사고성향은 김[10]과 김[11]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였으며, 하위 세부 영역은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
의성 7문항, 지적 공정성 6문항, 신중성 3문항, 객관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한국보건의료
인 국가시험원 발행 치과위생사 직무분석용 주요문항을 장[12]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
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장[12]과 김[13]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설문문항은 Likert 방식에 의한 측정기준인 5점 척도
로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
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 측정에 사용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비판적 사고성향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0.751, 임상수행
능력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0.975, 임상실습만족도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이 0.859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New York, USA) 을 이용하였으며, 통

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α=0.05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
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과의 연관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세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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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통계
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
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년별로는 3학년이 65.5%, 4학년이 34.5%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불만족 8.6%, 보통 39.1%, 만족 52.3%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는 저조하다 11.4% 보통이다 59.2%, 좋다 38.4%이었으며, 실습동기와의 관계는 나쁘
다 23.6%, 보통이다 35.1% 좋다 39.7%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3.33±0.43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48±0.83점, 임상수행능력은 

3.30±0.5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성취도가 좋다라고 한 학생이 3.55±0.41점으
로 가장 높았고(p<0.001),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p<0.001)가 높을수록, 실습동기와의 관계가 좋을수
록(p<0.05)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001), 학업성취도가 높을
수록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p<0.0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세부항목
비판적 사고성향의 세부항목별 점수는 신중성은 3.69±0.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적 공정성은 3.35±0.44

점, 객관성은 3.27±0.65점, 지적 열정/건전한 회의성은 3.03±0.59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일반적 특성
에 따른 비판적 사고 성향의 세부항목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에서 지적 열정/건전한 회의성(p<0.01), 지
적 공정성(p<0.05), 신중성(p<0.01), 객관성(p<0.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는 객관성
(p<0.05)에서 차이를 보였고, 실습동기와의 관계(p<0.05)에서는 신중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rade 3 114 65.5

4 60 34.5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15 8.6

Normal 68 39.1
Satisfied 91 52.3

Academic achievement Bad 25 11.4
Moderate 103 59.2
Good 46 26.4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41 23.6

Moderate 61 35.1
Good 69 39.7

Total 1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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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만족도

(r=0.156, p<0.05), 임상수행능력(r=0.393, p<0.001)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62, p<0.001).

5.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세부 항목인 지적 열정/

건전한 회의성, 지적 공정성, 신중성, 객관성,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임상실습만족도

Table 2. Critical thinking, clinical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rade 3 3.32±0.40 -0.745 0.458 3.51±0.76 2.612 0.448 3.24±0.59 0.129 0.720
4 3.37±0.48 3.41±0.94 3.43±0.55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3.12±0.41 2.829 0.062 2.86±0.91a 11.677 <0.001 2.84±0.39a 9.814 <0.001
 Normal 3.31±0.38 3.27±0.68ab 3.20±0.59b

Satisfied 3.39±0.46 3.73±0.82b 3.46±0.54b

Academic achievement Bad 3.08±0.48a 11.211 <0.001 3.16±0.80 2.675 0.072 3.20±0.56a 3.071 0.049
Moderate 3.30±0.39b 3.49±0.81 3.25±0.58ab

Good 3.55±0.41b 3.63±0.85 3.48±0.58b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3.20±0.33 2.891 0.058 3.14±0.82a 4.654 0.011 3.22±0.61 1.170 0.313
Moderate 3.35±0.38 3.55±0.69b 3.27±0.51
Good 3.40±0.50 3.61±0.89b 3.38±0.62

Total 3.33±0.43 3.48±0.83 3.30±0.58
*by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0.05

Table 3. Subfactors of critical think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Intellectual passion
/Sound skepticism Intellectual fairness Watchfulness Objectivity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rade 3 3.01±0.52 -0.436 0.664 3.33±0.42 -0.521 0.603 3.67±0.61 -0.428 0.670 3.24±0.61 -0.726 0.448
4 3.06±0.71 3.37±0.48 3.72±0.65 3.32±0.71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2.92±0.60 0.656 0.520 3.10±0.41 2.834 0.062 3.53±0.53 1.543 0.217 2.93±0.75a 3.426 0.035
Normal 2.99±0.50 3.39±0.40 3.62±0.55 3.22±0.61ab

Satisfied 3.08±0.65 3.36±0.47 3.76±0.68 3.37±0.64b

Academic 
achievement

Bad 2.86±0.61a 6.671 0.002 3.15±0.61a 3.716 0.026 3.46±0.68a 5.999 0.003 2.84±0.74a 9.506 <0.001
Moderate 2.95±0.52a 3.35±0.40ab 3.63±0.59ab 3.27±0.57b

Good 3.03±0.59b 3.44±0.38b 3.94±0.58b 3.51±0.65b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2.89±0.45 1.698 0.186 3.25±0.43 1.266 0.285 3.54±0.48a 3.561 0.031 3.11±0.59 1.669 0.192
Moderate 3.10±0.53 3.37±0.40 3.62±0.65ab 3.32±0.61
Good 3.05±0.69 3.38±0.48 3.83±0.65b 3.32±0.70

Total 3.03±0.59 3.35±0.44 3.69±0.62 3.27±0.65
*by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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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519,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13.5%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p<0.05), 전공만족도(p<0.001)가 종속변수인 임상실습만
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6.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수행능력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세부 항목인 지적 열정/건

전한 회의성, 지적 공정성, 신중성, 객관성,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임상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154, p<0.001), 모
형의 설명력은 22.0%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 세부 요인 중 지적 공정성(p<0.05)과 신중성(p<0.05), 
임상실습만족도(p<0.05), 전공만족도(p<0.01)가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Variables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Critical thinking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156* 1
Clinical performance 0.393** 0.262** 1
*p<0.05,**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584 0.542 2.924 0.004
Intellectual passion/
Sound skepticism 0.202 0.108 0.144 1.876 0.062

Intellectual fairness -0.038 0.158 -0.020 -0.239 0.811
Watchfulness -0.091 0.121 -0.068 -0.747 0.456
Objectivity 0.023 0.124 0.018 0.185 0.853
Clinical 
performance 0.233 0.114 0.164 2.040 0.043

Major satisfaction 0.370 0.096 0.289 3.846 <0.001
R2=0.407, adj R2=0.135, F=5.519,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6.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performance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842 0.367 2.296 0.023
Intellectual passion/
Sound skepticism 0.036 0.073 0.036 0.492 0.623

Intellectual fairness 0.199 0.105 0.155 1.895 0.049
Watchfulness 0.190 0.080 0.203 2.367 0.019
Objectivity 0.047 0.083 0.053 0.571 0.569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105 0.051 0.148 2.040 0.043

Major satisfaction 0.194 0.066 0.214 2.952 0.004
R2=0.497, adj R2=0.220, F=9.154,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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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임상실습은 치위생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실습과정을 접하는 교과목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임상적 판단과 수행과정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14].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
능력 정도를 측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치위생(학)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5점 만점에 3.33±0.43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김
[15]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사고성향이 3.30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 세부 영역별 점수는 신중성이 3.69±0.62점으로 가장 높았다. 황 등[16]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3.46점이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전과 김
[17]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치위
생(학)교육에서 주입식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방법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비판적 사고를 높일 수 있
는 다양한 교수법의 연구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고 생각된
다.

임상실습만족도는 3.48±0.83점이었고, 일반적 특성별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동기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수행능력은 3.30±0.58점으로 일반적 특성별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장[2]의 연구에서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하였고, 이와 이[18]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학기가 진행할수록 반복적인 현장실습 경
험에 의한 실수를 감소시켜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전공에 대
한 자부심과 임상실습과정을 통한 다양한 경험들로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겠
으며, 실습동기와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교육과정에 지도가 필요하겠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 성향은 임상실습만족도(r=0.156), 임상수행능력(r=0.393)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262). 이는 비
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2,9]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을 높이기 위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가 임
상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
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19]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
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임상실습과정에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 하부요인 중 지적 
공정성과 신중성,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 연구[20]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요인을 지적 열정과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
었으나, 다른 연구[21]에서 건전한 회의성과 신중성으로 나타난 결과에 일부 일치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



1044 ̇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1037-46 김수경 / 치위생(학)과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  1045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9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9

들의 비판적 사고성향 중 공정성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자신의 가정과 신념에 반대되는 결과일지라도 진
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9],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9]. 지적 공정성과 신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
제를 진단하고 치위생과정을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환자실습이나 시뮬레이션 실습이 임
상실습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중 지적 공정성 
및 신중성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교수기법을 적용하고 특히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중심이 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치위생대상자들의 문제
와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였기에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을 알아보고,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경기지
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74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3.33±0.43점, 임상실습만족도는 3.48±0.83점, 임상수행능력
은 3.30±0.58점이었다.

2. 비판적 사고성향은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p<0.001) 높게 나타났고,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가 
만족할수록(p<0.001), 실습동기와의 관계가 좋을수록(p<0.05)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임상수행능력은 전
공만족도가 높을수록(p<0.001), 학업성취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다(p<0.05).

3. 비판적 사고성향의 세부항목에 따른 학업성취도는 지적열정/건전한 회의성(p<0.01), 지적 공정성
(p<0.05), 신중성(p<0.01), 객관성(p<0.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는 객관성(p<0.05)
에서 차이를 보였고, 실습동기와의 관계(p<0.05)에서는 신중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임상실습만족도(r=0.156), 임상수행능력(r=0.393)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임
상수행능력(r=0.262)은 임상실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5.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항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수행능력(p<0.05), 전공만족도(p<0.001)로 나타났고, 임상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하위요인 중 지적 공정성(p<0.05), 신중성(p<0.05), 임상
실습만족도(p<0.05), 전공만족도(p<0.0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개발이 필요하고 더불어 임
상실습과 전공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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