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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s of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 with major.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487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Gyeongnam, and Ulsan. Data were analyzed by SPSS 19.0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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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ose who chose the dental hygiene by themselves tended to have higher 

satisfaction(p<0.05).  Those who chose the major by teacher’s advice tended to have higher 

satisfaction for the clinical practice(p<0.05). The satisfaction level between the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 was equally proportional to each other. Multiple regression test showed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level included major satisfaction and lecture satisfaction(p<0.05). 

Conclusions : Satisfaction with the major influenced on the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More systematic approach for the better curricula can bestow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majo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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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1세기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중요시하고 있고, 그 일원으로 대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미국은 대학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였고, 여러 교육 선

진국들은 대학교육의 개혁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학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하였다1)
.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

를 분석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2,3)
. Ruben

4)은 대학의 

교육 만족도에 대한 학생들의 조사는 대학교육의 인식을 체

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육기능의 실태파악과 내실화

를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공학과에 대한 중도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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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High school Academic school 422 86.7

Business school 65 13.3

Residential area In the location of college 313 64.3

Other than the location of college 174 35.7

Experience attending school Yes 31 6.4

No 456 93.6

Number of practical training Once 102 20.9

More than two 385 79.1

Practice location Dental clinic 451 92.6

Dental hospital 36 7.4

Residence while practicing Home 409 84.0

House of relatives 3 0.6

Boarding house/living alone in the rented house 75 15.4

Reason for choosing  the major By choice 97 19.9

By teacher's suggestion 35 7.2

Suggestions from parents/friends 92 18.9

To find a job 229 47.0

By the score 34 7.0

Grade Higher than 4.0 51 10.5

3.5∼3.9 203 41.7

3.0∼3.4 173 35.5

Lower than 2.9 60 12.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328)

이나 부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5)
. 이는 대학과 

전공의 선택에 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

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6)
.

치과위생사는 국민 구강건강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고7)
, 

이를 위하여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

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8)
. 치위생(학)과

에서는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실무형 교육을 위하여 재학 중

에 1회 또는 그 이상의 임상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

실습 과정은 학교에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올

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

으로9)
,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를 실시하며, 중재

의 결과를 평가하고 재조정하는 과정을 습득하게 된다10)
. 하지

만,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과는 

다른 구조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된

다. 학교에서의 높은 이상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임상실습에 임한 학생들은 낯선 환경과 직장 내 상사나 동료와

의 대인관계, 환자들과의 문제들로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오11)는 임상실습 경험은 학과만족

도 및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직업적 가치관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임상실습에서의 부정적

인 인식은 전공학문 및 자존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미래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를 반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2)
. 

현재까지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

지만, 교육만족도와 임상실습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미래의 치과위생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있어 임

상실습은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임상실습 경험 후 교육의 만족도 조사 또한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

습과 교육 만족도의 관련변수를 파악하여 치위생(학)과의 교

육을 계획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3월 2일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부산·경남·

울산지역 대학의 치위생(학)과에 협조를 구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취지를 밝히고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선정되었다. 조사는 임

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 4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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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oes not 
satisfy

Usually Satisfies 　Total χ2 p-
value

High school Academic school 69(16.4) 203(48.1) 150(35.5) 422(100.0) 2.529 0.282

　 Business school 7(10.8) 29(44.6) 29(44.6) 65(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Residential area In the location of college 49(15.7) 151(48.2) 113(36.1) 313(100.0) 0.170 0.918

　 Other than the location of college 27(15.5) 81(46.6) 66(37.9) 174(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Experience Yes 5(16.1) 13(41.9) 13(41.9) 31(100.0) 0.474 0.789

attending school No 71(15.6) 219(48.0) 166(36.4) 456(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Number of Once 15(14.7) 45(44.1) 42(41.2) 102(100.0) 1.089 0.580

practical training　 More than two 61(15.8) 187(48.6) 137(35.6) 385(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Practice location Dental clinic 70(15.5) 212(47.0) 169(37.5) 451(100.0) 1.392 0.499

Dental hospital 6(16.7) 20(55.6) 10(27.8) 36(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Residence while Home 68(16.6) 185(45.2) 156(38.1) 409100.0) 7.694 0.103

practicing House of relatives 1(33.3) 1(33.3) 1(33.3) 3(100.0)

Boarding house/

living alone in the rented house

7(9.3) 46(61.3) 22(29.3) 75(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Reason for  By choice 5(5.2) 38(39.2) 54(55.7) 97(100.0) 32.060 0.000***

choosing the major By teacher’s suggestion 8(22.9) 14(40.0) 13(37.1) 35(100.0)

Suggestion from parents/friends 12(13.0) 45(48.9) 35(38.0) 92(100.0)

To find a job 40(17.5) 121(52.8) 68(29.7) 229(100.0)

By the score 11(32.4) 14(41.2) 9(26.5) 34(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Grade Higher than 4.0 3(5.9) 14(27.5) 34(66.7) 51(100.0) 36.210 0.000***

3.5∼3.9 26(12.8) 94(46.3) 83(40.9) 203(100.0)

3.0∼3.4 31(17.9) 92(53.2) 50(28.9) 173(100.0)

Lower than 2.9 16(26.7) 32(53.3) 12(20.0) 60(100.0)

Total 76(15.6) 232(47.6) 179(36.8) 487(100.0)

Values are presented as 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χ2 test, ***p<0.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nd status of major satisfaction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김과 고13), 김10)의 자료를 참

고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

항은 일반적인 특성 10문항, 교육만족에 관한 문항 중 하위개

념으로 학과만족도 6문항, 전공만족도 6문항, 시설만족도 4문

항, 강의만족도 7문항 및 교수만족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임상실습만족에 관한 6문항과 전공만족 여부에 관한 1문항을 

포함하여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Likert)척

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

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단, 전공만족 여부

에 관한 문항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및 ‘만족한다’로 

구성하였다. 교육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8

로 나타났고, 하위개념으로 학과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cron-

bach’s α는 .755, 전공만족도 .864, 시설만족도 .897, 강의만족

도 .830 및 교수만족도 .8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전공만족 여부의 관련성은 교차분석을 하였다. 일반

적인 특성과 교육 만족도의 관련성,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

성은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Duncan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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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출신 고등학교는 ‘인문계’ 86.7%, ‘실업계’ 13.3%, 거주 지역

은 ‘대학 소재지와 동일지역’ 64.3%, ‘대학 소재지 이외의 지역’ 

35.7%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경험은 ‘없다’ 93.6%, 실습횟수

는 ‘1회’ 20.9%, ‘2회 이상’ 79.1%, 실습 장소는 ‘치과의원’ 

92.6%로 나타났고, 실습 시 거주지는 ‘자택’이 84.0%, 학과 

선택이유는 ‘취업 때문’ 47.0%, ‘본인이 원해서’ 19.9%, ‘부모님

이나 친구의 권유’ 18.9%, ‘선생님 권유’ 7.2%, ‘점수에 따라서’ 

7.0%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3.5∼3.9’는 41.7%, ‘3.0∼3.4’는 

35.5%, ‘2.9 이하’ 12.3% 및 ‘4.0 이상’이 10.5%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1>.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만족 여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공만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과 선택이유’(p<0.001) 및 ‘성적’(p<0.001)이 유의

하게 나타났다. 즉, 본인이 원해서 학과를 선택한 대상자

와 성적이 높은 대상자에서 전공만족의 여부도 높게 나타

났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 만족도의 관련성을 살

펴본 결과, 학과만족에서는 ‘출신 고등학교’(p<0.05), ‘대학 재

학경험’(p<0.05), ‘학과 선택이유’(p<0.001) 및 ‘성적’(p<0.05)

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전공만족에서는 ‘거주 지역’(p<0.05), 

‘학과 선택이유’(p<0.001) 및 ‘성적’(p<0.001)이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 시설만족에서는 ‘출신 고등학교’(p<0.001), ‘대학 재

학경험’(p<0.001) 및 ‘학과 선택이유’(p<0.05)로 나타났다. 강

의만족에서는 ‘대학 재학경험’(p<0.001)과 ‘학과 선택이

유’(p<0.01)로 나타났고, 교수만족에서는 ‘거주 지역’(p<0.05)

과 ‘대학 재학경험’(p<0.01) 및 ‘학과 선택이유’(p<0.05)로 나

타났다. 즉 출신 고등학교는 실업계 출신 학생에서 학과만

족이 인문계 출신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시설만족은 

인문계 출신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동일지역의 학생에서 전공만족과 교수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대학 재학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학과만족, 

시설만족, 강의만족 및 교수만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이유는 ‘본인이 원해서’에 응답한 대상자에서 학과만

족, 전공만족, 강의만족 및 교수만족이 높았고, 시설만족

은 ‘점수에 따라서’ 학과를 선택한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

다. 성적에서는 4.0이상의 학생에서 학과만족과 전공만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실습만족에서는 ‘실습횟수’(p<0.01)와 ‘학과 선

택이유’(p<0.001)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내용만족에

서는 ‘학과 선택이유’(p<0.001)가 유의하였다. 환경만족에서

는 ‘실습횟수’(p<0.05)와 ‘학과 선택이유’(p<0.01)에서 유의하

였고, 시간만족에서는 ‘학과 선택이유’(p<0.01)에서 유의하였

으며, 지도만족에서는 ‘학과 선택이유’(p<0.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에서는 ‘실습횟수’(p<0.05)와 ‘성

적’(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실습횟수가 1회

인 대상자에서 실습만족과 환경만족 및 대인관계 만족이 높

게 나타났고, 학과 선택이유에서는 ‘선생님의 권유’가 실습만

족, 내용만족, 환경만족, 시간만족 및 지도만족에서 높았고, 

성적은 ‘4.0 이상’의 대상자에서 대인관계 만족이 높게 나타났

다<Table 4>. 

5.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모든 변인들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내용

만족과 실습만족의 상관관계에서 0.784로 가장 강한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Table 5>.

6. 교육 만족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교육 만족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과만족(p<0.01), 전공만족(p<0.05), 

강의만족(p<0.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Table 6>.

총괄 및 고안

치위생(학)과의 교육목적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업무 수

행 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사명감과 책임

감을 소유한 구강보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14). 이에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은 3년 또는 4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조미숙⋅김창숙 /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 653



654   J Korean Soc Dent Hyg 2014 ; 14(5) : 649-58



조미숙⋅김창숙 /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 655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Satisfied 
with 
major

Satisfied 
with 

facilities

Satisfied 
with 

lectures

Satisfied 
with 

faculty

Satisfied 
with 

training

Satisfied 
with 

contents

Satisfied 
environment

Satisfied 
time

Satisfied 
guidance

Satisfied 
with 

personal 
relationships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

Satisfied 

with major
.617** -

Satisfied 

with 

facilities

.283** .298** -

Satisfied 

with 

lectures

.482** .460** .565** -

Satisfied 

with faculty
.314** .351** .256** .438** -

Satisfied 

with 

training

.294** .288** .252** .319** .196** -

Satisfied 

with 

contents

.316** .338** .248** .346** .271** .784** -

Satisfied 

environment
.337** .272** .227** .274** .220** .725** .722** -

Satisfied 

time
.275** .293** .248** .306** .228** .561** .591** .591** -

Satisfied 

guidance
.259** .238** .189** .305** .204** .603** .625** .612** .634** -

Satisfied 
with 
personal 
relationships

.239** .218** .117* .216** .205** .595** .566** .514** .525** .617**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levels with education and clinical practice

있으며, 그 가운데 구강진료기관에서의 임상실습도 포함되어

져 있다15). 임상실습은 학교에서의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실

제 환자 및 진료현장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학생의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를 가져와 졸업 후 실제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16), 치위생 교육과정에 있어서 임상실습은 반드

시 이수되어져야할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위생(학)

과 학생들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습득과 대인관계 및 

직업관의 형성 등 많은 문제들과 당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의 결과로 홍 등17)은 임상실습 경험과 임상실습 만

족도는 관련이 있고, 실습 과정 중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심리

적인 부담감은 전공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1회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

하고 두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공만족 여

부는 ‘학과 선택이유’와 ‘성적’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과 

선택이유로는 ‘본인 원해서’ 입학한 대상자에서 전공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의 

권유’로 입학한 대상자로 나타났으며, ‘점수에 맞춰서 입학’한 

대상자에서 전공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본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

내주고 있으며 전공만족뿐만 아니라 학과 선택이유는 치위생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리라 사료된다. 성적은 ‘4.0 이상’의 상위권 학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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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he clinical tests satisfaction

B S.E t p-value
1.144 5.454 .000***

Satisfied with the department .179 .157 2.798 .005*

Satisfied with major .130 .119 2.147 .032*

Satisfied with facilities .073 .087 1.691 .092

Satisfied with lectures .173 .139 2.342 .020*

Satisfied with faculty .078 .094 1.952 .052

Adjusted R2 =0.181   F=21.030  p-value = 0.001
SE: standard error.

The data were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5, ***p<0.001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effects of satisfaction levels with education on the satisfaction 
levels with clinical practice

전공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적이 낮을수록 전공만족

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단면조사의 한계로 성적이 높아서 

전공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전공만족이 

높아서 성적이 높은 것인지의 변수들 간의 선후 관계를 확인

할 수가 없기에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추후의 연구에서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 만족도는 출신 고등학

교에서 실업계 출신 대상자에서 학과만족이 높게 나타났고, 

인문계 출신 대상자에서는 시설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정 등18)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만족도는 실

업계 출신 대상자에서 높았고, 인문계 출신 대상자에서는 실

습위주의 교육과정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 재학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그 이유로는 타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간에 치위생(학)

과로 다시 입학한 대상자이기에 입학 시 충분히 본인의 적성

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후 입학한 결과로 사료된

다. 학과 선택이유 중 ‘본인이 원해서’로 응답한 대상자에서 

교육 만족도의 4개의 하위변수 즉, 학과만족, 전공만족, 강의

만족 및 교수만족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적이 ‘4.0 

이상’의 대상자에서 학과만족과 전공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로탐색 행동

에서도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정 등19)의 연구와 일치

하였고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

은 실습횟수가 1회인 대상자에서 실습만족, 환경만족 및 대인

관계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실습횟수가 늘어날

수록 업무도 익숙해지고 대인관계의 부담도 적어지리라는 

예상과 달리 실습횟수가 ‘2회 이상’인 대상자에서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치위생(학)과를 포함한 구강진료 기관 

모두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이며, 추후 임상실습의 문제점

과 만족도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과 선택이유에서는 ‘선생님의 권유’로 입학한 대상자에서 

실습만족, 내용만족, 환경만족, 시간만족 및 지도만족에서 높

게 나타났다. 성적은 ‘4.0 이상’의 대상자에서 대인관계 만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과 이6)는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

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치위생과 선택 동기별로 부모

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의 권유로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에

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 변인간

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

상실습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과만족과 

전공만족 및 강의만족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과정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제이며, 책임감 있고 우수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

한 첫 관문이다. 임상실습 과정 중 학생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되며, 아직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해결능력이 부족

한 학생으로서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관계 등에서 오

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교생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위생(학)과에서는 학

생들로부터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임상실습 만족도는 교육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치위생(학)과에서 실습지간의 긴밀한 

교류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실습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20)
. 더불어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 학문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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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일부 대학 치위생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조사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습

경험이 있는 전체 학년을 포함하여 임상실습 전과 임상실습 

후의 교육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구체

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

악하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치위생

(학)과의 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치위생(학)과

에 재학 중이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 4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공만족 여부는 ‘학과 

선택이유’와 ‘성적’으로 나타났다(p<0.001).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 만족도는 ‘대학 재

학경험’이 있는 대상자, 학과 선택이유로 ‘본인이 원해서 

입학한 대상자’ 및 성적이 ‘4.0 이상’인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실습

횟수가 ‘1회’인 대상자와 학과 선택이유로 ‘선생님의 권

유’로 선택한 대상자 및 성적이 ‘4.0 이상’인 대상자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4. 교육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p<0.01).

5.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학과만족, 전공만족 및 강의만족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치위생(학)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임상실습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

어져야 할 것이고, 체계적인 임상실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

로부터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폭넓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

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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