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치위생교육에서 임상실습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치위생(학)과 학생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이 임상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실무를 경
험할 수 있고[1], 다양한 인구집단의 치위생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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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시 실습생의 적극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임상실습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
으로 2019.9.2.부터 2019.9.27.까지 개념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점질문은 '임상 실습 시 적극성을 유발시키
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었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총 33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다차원척도분석
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극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실습에 관한 정보 제공', '실무 참여 가능성', '적응 가능
성', '교육자 태도', '교육자 인내심', '실습생 대우' 등 6가지로 나타났고, 이 중 적극성을 가장 높게 유발하는 
요인은 '실무 참여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적극성을 높이는 항목은 ‘실습 매뉴얼을 제공한다.’, ‘가까이에서 자세
히 관찰할 수 있다.’, ‘충분한 기간동안 실습한다.’, ‘교육자의 태도가 친절하다.’ 등 4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군집분석∣다차원척도분석∣대우∣적응∣참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inducing dental hygiene student’s activeness during 
clinical practice. A conceptual study was conducted for dental hygien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inical practice for the first semester of 2019. The focus question was, 'What factors induced 
activeness during clinical practice?', a total of 33 statements were drawn by analyzing the responses. 
Results of multidimensional scal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re are six factors that induce 
activeness 'provide information on clinical practice', 'possibility to participate in clinical practice', 
'possibility of adaptation', 'attitude of educator', 'patience of educator', and 'attitude toward trainees'. 
Among them, the most factor inducing activeness was the 'possibility to participate in practice'. The four 
items inducing activeness were 'provide a training manual', 'can be observed closely,' 'practice for a 
sufficient period', and 'the educator's attitude is ki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enhance the clinical practic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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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건의료인과 협업하는 방법, 치과의사 및 치과위
생사의 보조 등을 경험한다. 또한 임상실습기간 동안 
치과위생사의 현실을 미리 관찰할 수 있다[2]. 임상실습 
만족도가 향상될수록 전공만족도[3][4]와 임상수행능력
[5]이 향상되고,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치과
위생사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형성하여[7] 궁극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정체성[8]을 수립하는 것으로 발전
시킨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치위생(학)과 학
생들은 ‘가치와 이상의 차이[9-11]’, ‘실습업무부담
[9][12]’ ‘관련 분야의 지식 부족[9]’, ‘거주형태[10], ‘임
상실습 교육환경[13][14]’, ‘임상실습 업무부담[13]’, ‘대
인관계 갈등[13-15]’, ‘실습기관의 특성[13-15]’, ‘학과
성적[10][12][16]’, ‘수면 상태[16]’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임상실습에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실
습생이 임상실습의 중요한 의의들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여 미래에 치과위생사로서 역할수행을 방해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육자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습생들
이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실습생이 임상실습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 
실습생이 주도적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하여야 임상실습
의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이는 ‘임상실습 적극성’이라
는 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적극
성’을 ‘실습생이 임상실습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
든 호기심과 행동들’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과 이[17]는 
대학생의 수업참여 적극성은 학습태도를 특징짓는 하
나의 속성이라고 하였고, 적극성 수준에 따라 자기효능
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18]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서 임상실습 환경, 
임상실습교육자의 역할,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에 
대한 롤모델, 간호임상실습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 등
의 요인이 적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치위생
(학)과 임상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는 임상실습의 만족도
[3-7][11][19-25], 스트레스[9-16][26], 실태와 개선방
안[27-29] 등에 관한 주제에 대해 양적연구를 수행한 
것이 많은 편으로, 아직 적극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때 적극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임
상실습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아직 치위생학과 
임상실습의 적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므로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양적연구보다 개념도
(concept mapping)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인지하는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요인을 탐색
하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사
이에 위치하는 독특한 연구방법으로, 연구참여자의 주
관적 경험을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개
념도 그림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이다[30]. 본 연구에서
는 개념도를 이용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적
극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임상
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임상 실습 적극성 유발 요인만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

상 실습 환경과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통일하고자 하였
다. 임상실습 기간은 2019학년도 1학기에 운영된 임상
실습(2019.5.6.~2019.6.7.)으로 한정하였고, 실습기관
은 가장 많은 실습생이 배치되었던 일개 치과대학병원
으로 한정하였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치위
생학과 학생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에 동의한 자, 임상 실습 적극성에 대해 글로 잘 기술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가진 자 11명을 최종 연구대
상으로 하였고, 탈락된 인원 없이 전원이 연구의 전 과
정에 참여하였다. 개념도 연구를 제안한 Mary Kane과 
William M. Trochim은 개념도 연구의 연구 참여자 
수에 대해 엄격한 제한은 없지만, 효율적인 토론 운영
을 위하여 8명에서 40명 사이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30].

본 연구는 2019.9.2.부터 2019.9.27.까지 수행되었
다. 연구대상자 11명은 모두 2019학년도 1학기에 운영
된 임상실습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고, 그 경험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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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11명은 모
두 여학생이었고, 치위생학과 3학년으로 22살이었다. 

2. 연구절차
2.1 개념도 연구
개념도 연구는 Kane & Trochim[30]이 2007에 발

표한 연구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 개념도 연구절차는 
1단계 개념도를 위한 준비, 2단계 아이디어 산출, 3단
계 진술문들의 구조화, 4단계 개념도 분석, 5단계 개념
도 해석, 6단계 개념도 활용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나 
본 연구는 적극성을 유발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연
구이므로 6단계 개념도 활용을 진행하지 않고, 5단계 
개념도 해석 단계까지만 진행하였다.

1단계인 개념도를 위한 준비 단계는 초점질문을 도출
하고, 초점질문에 응답할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단계
이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초점질문을 “임상 실습 시 
적극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로 설정하였
다. 이 질문에서 ‘임상실습’은 연구대상자들이 참여한 
2019학년도 1학기 일개 치과대학병원의 임상실습으로 
제한하였고, ‘적극성’은 ‘실습생이 임상실습에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스스로 수행하기 위
해 노력하는 모든 호기심과 행동들’로 정의하였으며, 연
구참여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2단계인 아이디어 산출 단계는 초점질문에 대한 응답
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단계
이다. 본 연구에서 응답 수집방법은 연구참여자에게 초
점질문과 임상실습, 적극성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 면
접 질문지를 제시하고, 연구참여자가 초점질문에 대한 
의견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연
구참여자들의 응답이 종료된 후, 연구자가 Giorgi의 현
상학적 자료분석방법[31]에 따라 이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모든 응답을 읽고 전체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석대상이 될 의미 단위를 구분해
내는 것으로, 적극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환경, 대인관
계,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열린 관점
에서 의미 단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을 의미 단위를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읽으며 의미 단위를 구분해

내었다. 이 때 의미 단위는 참여자의 응답 그대로를 규
정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를 통해 의미 단위를 연
구주제가 더 명확히 드러나는 언어로 변형하였다. 마지
막 네 번째로 변형된 의미 단위를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문장으로 통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초 수집
한 의미 단위는 78개였고, 이를 33개의 진술문으로 정
리하였다.

3단계인 진술문들의 구조화 단계는 연구참여자들이 
2단계에서 도출된 진술문들을 분류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33개의 진술문이 기록된 카드를 제작하여 
이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배부하여 직접 진술문 카드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최대한 다양한 요인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두 가지 사항을 제
한하고, 그 외는 자유롭게 분류하도록 했다. 두 가지 제
한사항은 하나의 범주에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진술문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33개 진술문을 두 개 이상의 
범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분
류한 결과는 향후 군집 분류의 근거가 된다. 

4단계인 개념도 분석 단계는 3단계에서 연구참여자
들이 분류한 것을 분석하여 개념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Excel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단
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분류한 자료를 다음과 같은 방
법을 통해 코딩하였다. 연구참여자 1인의 분류마다 같
은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은 0으로 코딩하고, 다른 범주
로 묶인 진술문들은 1로 코딩하여 유사성행렬을 생성
하였고, 모든 연구참여자 11인의 유사성행렬을 통합하
여 집단 유사성행렬(Group Similarity Matrix, GSM)
을 생성하였다. 이를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5단계인 개념도 해석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4단계에서 그려진 개념도를 해석하여 군집의 차원을 
결정하고, 진술문과 군집 목록, 군집 지도를 분석하여 
임상실습 적극성 요인을 도출해내었다.

2.2 적극성 수준 평가
개념도 연구와 별개로 연구참여자들의 적극성 수준

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개념도 연구 3단계 시, 연
구참여자가 진술문 분류를 종료한 시점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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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술문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설문지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5점 리커트 척도는 ‘적
극성과 전혀 상관없다’, ‘적극성과 상관없다’, ‘보통이
다’, ‘적극적이게 된다’, ‘매우 적극적이게 된다’ 순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평정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적극성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는 기술통계를 수행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 요인의 개념적 구조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 요인에 대한 개

념도는 [그림 1]과 같다.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33개 
진술문들의 위치, 4개 차원, 6개 군집이 도출되었다. 
33개 진술문 중 2개 진술문은 군집에 포함되지 않아 타

당성을 저하시키는 진술문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여 최
종 분석한 진술문은 31개이다. 

거리가 가까이 위치하는 진술문은 멀리 위치한 진술
문보다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군집 형성의 근거가 된
다[30].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의 위치를 연결한 도형의 
면적은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
로, 면적이 좁을수록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30]. 군집에 포함된 진술문이 많을수록, 연구참여자
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30].

수평 중심축을 기준으로 상위에 위치한 군집은 ‘몰입 
가능성’ 차원으로 ‘실습에 관한 정보 제공’, ‘실무 참여 
가능성’ 군집이 위치하였고, 하위에 위치한 군집은 ‘교
육자의 역할’ 차원으로 ‘교육자 태도’, ‘교육자 인내심’, 
‘실습생 대우’ 군집이 위치하였으며, 중위에 ‘적응 가능
성’ 군집이 위치하였다. 세로 중심축의 왼편은 ‘실습기
관의 적극성’ 차원으로 ‘실습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자
의 태도’ 군집이 위치하였고, 오른편은 ‘실습환경’ 차원
으로 ‘실습생 대우’, ‘적응 가능성’ 군집이 위치하였으며, 

그림 1.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요인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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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에 ‘실무 참여 가능성’, ‘교육자 인내심’ 군집이 위치
하였다.

가장 많은 진술문이 포함된 군집은 ‘실무 참여 가능
성’과 ‘교육자 태도’ 등 총 두 가지 군집으로 나타나, 연
구참여자들이 임상실습 적극성에 대해 떠올릴 때 두 가
지 군집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임상실습 적극성 수준
임상실습 적극성 수준은 5점 중 4.37점 수준으로, 

[표 1]과 같다. 군집에 포함된 31개 진술문 중 가장 적
극성을 유발시키는 것은 ‘기구 및 재료가 있는 곳, 술식 

별로 실습생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한
다.’, ‘진료부위를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충분한 기간동안 실습한다.’, ‘임상실습 교육자의 태도
가 친절하다..’등 4가지로, 이 4가지 항목이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4.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적
극성과 상관이 없는 것은 ‘실습생이 필기하는 시간을 
기다려준다.’ 등 1개 진술문이었고, 평균이 3.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6개의 군집 중 가장 적극성 유발수준이 높은 군집은 
‘군집2 실무 참여 가능성’으로 나타났으며, 6개의 군집 
모두 평균 4.3 이상으로 적극성 유발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 진술문의 평균과 표준편차
임상실습 시 적극성 유발에 대한 진술문 평균 표준

편차 순위

[군집1] 실습에 관한 정보 제공 4.41 .584 -
1. 임상실습 교육자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재료, 기구, 술식에 대해 설명해준다. 4.27 .647 18
5. 임상실습 교육자가 실습생이 어떻게 협조해야 진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4.55 .688 12
[군집2] 실무 참여 가능성 4.52 .167 -
3. 실습생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 3.82 .603 27
4. 기구 및 재료가 있는 곳, 술식 별로 실습생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4.91 .302 1
10. 술식 별 순서, 재료 및 기구에 대해 단순한 정보전달 외에 원리,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4.73 .647 7
13. 멸균, 보조 등에 대해 실습생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55 .688 13
16. 책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할 수 있다. 4.73 .647 8
23. 진료부위를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4.91 .302 2
25. 치과아르바이트 등의 사전 경험으로 능숙한 내용을 실습한다. 4.36 .924 15
31. 실습일지에 코멘트를 적어준다. 4.18 .751 21
[군집3] 적응 가능성 4.27 .539 -
6. 실습시간(출근, 퇴근, 점심시간 등)을 준수한다. 4.64 .674 10
19. 타 학교의 실습생들과 함께 실습한다. 4.00 1.000 25
20. 치과대학 원내생들과 함께 실습한다. 3.64 .924 30
21. 타 학교의 실습생들과 서로 협조하며 실습한다. 4.18 .874 22
24. 충분한 기간동안 실습한다. 4.91 .302 3
[군집4] 교육자 태도 4.30 .448 -
2. 임상실습 교육자가 궁금한 것이 없는지 먼저 물어본다. 4.18 .751 23
7. 임상실습 교육자의 태도가 친절하다. 4.73 .647 9
8. 임상실습 교육자가 실습생에게 알려주려는 열의가 있다. 4.82 .405 5
9. 임상실습 교육자가 실습생에게 관심을 가진다. 4.27 .905 19
12. 임상실습 교육자의 태도가 친절하다. 4.91 .302 4
14. 환자가 없어도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하거나, 실습생을 교육하였다. 3.91 .944 26
28. 임상실습 교육자가 실습생에게 다양한 각도의 질문을 한다. 3.82 .751 28
29. 치과의사가 실습생이 보는 앞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실습생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얘기한다. 3.73 1.009 29
[군집5] 교육자 인내심 4.27 .476 -
11. 실습생의 이름을 불러준다. 4.55 .820 14
15. 실습생이 실수하면 화내지 않고 실수를 방지할 방법을 알려준다. 4.82 .405 6
26. 실습생이 필기하는 시간을 기다려준다. 3.55 1.036 31
30. 실습생이 조급해보일 때 침착하게 하도록 격려한다. 4.27 .905 20
32. 실습생이 동일한 질문을 해도 자세히 알려준다. 4.18 .874 24
[군집6] 실습생 대우 4.45 .454 -
17. 실습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전문가로써 동등하게 대해준다. 4.36 1.027 16
18. 질문을 많이 해도 귀찮아하지 않는다. 4.64 .505 11
27. 진료가 없는 시간에 실습생이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4.36 .674 17

전체 4.37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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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적극성을 유발하는 요
인을 모색하고자, 개념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세 가지
의 주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는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과 관련하여 고려할만
한 4개의 차원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4개의 차원은 몰
입 가능성, 실습기관의 적극성, 교육자의 역할, 실습환
경 등으로, 도출된 6개 요인들은 이 4개 차원 안에 위
치하였다. 이는 향후 임상실습 적극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법을 모색할 때의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둘째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나 스트
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동안 발견
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여서 
적극성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치위
생(학)과에서 임상실습은 필수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
에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하지만, 적극
성에 관한 별도의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수는 ‘실습에 관한 정보 
제공’, ‘실무 참여 가능성’, ‘적응 가능성’ 등의 변수가 있
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시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보면[18], 임상실
습 환경, ‘임상실습 교육자의 역할’ 등은 동일한 요인으
로 나타났지만,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간호에 대한 롤모
델’, ‘간호 임상실습에 대한 개인적 의미부여’ 등은 본 
연구에서는 발되지 않았다. 이 결과의 차이는 연구방법
의 차이와 간호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의 차이에서 나
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18]의 연구는 문헌고찰 연
구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했
을 것이고, 본 연구는 개념도 연구라는 점에서 실증적
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치위생
학과 학생 중 일개 치과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한 경
험만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차원의 요인
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임상실습 양상은 
치과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24], 치과의원에서의 임상실습 적극성 요인은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셋째는 실습생 입장에서 실제로 적극성이 유발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6개 요인 중 ‘실
무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극성을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참여자들은 그 중에서도 
‘기구 및 재료가 있는 곳, 술식 별로 실습생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때’와 ‘진료부위를 더 가
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을 때’ 평균 4.91점으로 적극
성이 가장 높게 유발된다고 하였다. ‘기구 및 재료가 있
는 곳, 술식 별로 실습생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매뉴
얼을 제공할 때’는 단순히 ‘임상실습 교육자가 시간이 
날 때마다 재료, 기구, 술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과는 
다른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 수준
도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기관에서 체계적이고 구체
적인 매뉴얼을 제공해주면 그 자료를 통해 스스로 학습
하여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실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와 임상실
습기관은 매년 임상실습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기구 및 
재료의 위치, 술식별로 실습생이 할 일 등에 대한 매뉴
얼을 제작하여 실습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적응 가능성’ 군집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실습한
다.'와 교육자 태도 군집에서 '임상실습 교육자의 태도
가 친절하다.'도 평균 4.91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
준으로 적극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참
여자들은 5주간 치과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했는데, 
5주간 2~3개의 진료과를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1개 
진료과에 대한 임상실습기간은 1~3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임상실습기간이 충분하면 점차 업무가 능숙해지
면서 자신감이 생겨 적극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임상교육 교육자의 친절도도 실습생의 적극성
을 유발하는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대학교
와 임상실습기관은 임상실습 교육자가 교육에 집중하
여 친절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주제에 혼란을 야기하는 변수를 
제외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일개 치위생학과 학생 중 
일개 치과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한 경험만으로 제
한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체 치위생(학)과 임상실습의 
적극성 유발 요인으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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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연구 2단계에서 연구참여자가 직접 면접 질문
지에 기록하는 방법 외에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면 
보다 폭넓은 요인을 도출하였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
다. 

그럼에도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과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차원을 도출하였다는 것,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적극성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것, 실습생 입장
에서 실제로 적극성이 유발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실습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적극성에 
대한 후속연구, 타 보건의료인의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
요인과 비교한 후속연구 등을 제안하며, 나아가 양적연
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적극성 
유발요인에 대해 측정도구 개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대학교와 임상실습기관이 협업하여 
매년 기구 및 재료가 있는 곳, 술식 별로 실습생이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 진료과
별로 충분한 기간동안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실
습기간을 조정할 것, 임상실습 교육자가 교육에 집중하
여 친절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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