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field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73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nam from September 7 to 25, 2015 
after receiving informed consent. Except incomplete answers, 269 data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field satisfaction,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contents, clinical practice 
training,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field, future plan and behavioral change. The questionnaire was measured by Likert 5 point scale.
Results: In clinical practice training, the satisfied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he unsatisfied group(p<0.001). In 
future plan and behavior change, the satisfied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than the unsatisfied group(p<0.001).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field included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field(p<0.001),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contents(p<0.001), clinical practice training(p<0.001), and future plan and behavior changes(p<0.01). 
Conclusions: The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field included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contents and clinical 
practice training, and future plan and behavioral change.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program for the effective clinical practice to enhance 
future pland behavioral change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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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7)

최근 우리 사회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치료중심이었던 사고에서 구강건강예방과 구강보건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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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치과위생사들의 

구강건강예방과 구강보건교육자로서의 책임이 커지면서[1] 

치위생교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를 양

성하는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치위생학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이 아닌 실용학문

으로 적용 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3]. 그러므

로 현장실습은 치위생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4]. 

따라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하는 실습교육은 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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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5,6].

치위생교육의 목적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 치과위생

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7,8]. 치위생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수업을 충분히 배우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으로

는 임상현장에서의 직무와 연결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학교 졸업 전 현장임상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학

습된 이론과 실습을 직접 경험함으로서 확실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9].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환자케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 학교 교육에

서 배울 수 없는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현재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 및 능력을 골

고루 갖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9-11]. 또한 현장임상실습

기간에 학생들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12], 학과 만족도나 학업성취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가치관과 졸

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향을 미치게 된다[1]. 그러나 현

재 현장실습기관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지도방침이나 실습

지침서, 실습지도 치과위생사가 부족하여[13] 체계적인 현

장실습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실습기관과 학

교교육이 연계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명확한 

실습목표 설정과 임상실습지침서의 기준이 필요하다[14]. 

안[15]은 학교의 이론적인 교육과 현장실습기관에서의 차이

를 줄이고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임상실

습시에 필요한 실습내용을 표준화된 임상실습 매뉴얼이 필

요하다고 보고하 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

된 만족도 연구[16,17]는 다양하지만 현장실습기관의 만족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과 지

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나아가 체계적인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상남도 일부지역의 

치위생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여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 

273명을 조사하 으며, 설문조사 시 연구대상자들의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에 응답

한 조사대상자의 273명 중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69명을 최종 대상자로 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와 김[16]의 설문지를 선행연구로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 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조사하 다. 구조화된 설문내용은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3문항,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6문항, 현장

실습지도자 관계 10문항,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 6문항, 진

로의사 및 행동변화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현장실습지도자 관계,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 진로

의사 및 행동변화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 조사하 고, 리커

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 다. 

각 세부 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현장실습내용의 인지

도 0.929, 현장실습지도자 관계 0.947, 현장실습기관의 인

지도 0.920,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 0.851로 신뢰도 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version 22.0(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 으며, 유의 수준은 0.05에서 검정하

다. 주요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분석하

고,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현장

실습지도자 관계,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 진로의사 및 행동변

화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 고,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현장실습기관의 만족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현장실습지도자 관

계,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는 독립변수

로 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 모형의 설명력은 

Cox와 Snell의 값을 이용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예측력으로 

산출하 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은 

2학년이 114명(42.38%), 3학년이 155명(57.62%)으로 나타

났고,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은 ‘만족한다’가 118명(43.9%), 

‘만족하지 않는다’ 151명(56.1%)으로 나타났다.

2.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는 <Table 2>와 같다.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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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그룹에서 ‘실습내용은 실습생의 수준과 능력에 적절

하 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09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3.46점으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

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실습생을 지도 할 내용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08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

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3.42점으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

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실습내용에서 실습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점

수가 4.04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

룹에서 3.23점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3.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지도자와 관계의 

인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지도자

와 관계의 인지도는 <Table 3>과 같다. 현장실습기관에 만

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현장실습지도자는 내가 기관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01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3.28점으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01).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

서 ‘현장실습지도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과정에 적

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00점, 현

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3.27점으

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현

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현장실습지도자

는 내가 맡은 실습과업 및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주었다’

라고 응답한 점수가 3.93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3.18점으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4.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

학생들의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는 <Table 4>와 같다.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실습을 진행한 기관은 실습생을 위한 실

습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22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2.71점

으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실습을 진행

한 기관은 충분한 사전 준비로 실습생들에게 적절한 오리엔

테이션을 제공하 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04점, 현장실습

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2.89점으로 나

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현장실습

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실습을 진행한 기관은 

Division
Satisfaction with field placement institutes

t p-value*Yes
(N=118)

No
(N=151)

Appropriateness training for the competency of the 
participants.

4.09±0.64 3.46±0.59 8.329 <0.001

Training system is effective owing to training contents. 4.08±0.67 3.42±0.63 8.174 <0.001
Training field is not ready to provide the best contents. 4.07±0.70 3.21±0.71 9.808 <0.001
Facilities and equipment are sufficient for training. 4.04±0.64 3.23±0.67 9.996 <0.001
Appropriateness goal in the clinical practice. 4.02±0.65 3.36±0.59 8.517 <0.001
Appropriateness of clinical practice training methods that 
are provided by the college.

4.00±0.67 3.42±0.61 7.189 <0.001

Total 4.05±0.54 3.35±0.49 10.955 <0.001
*by t-test

Table 2.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field satisfaction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rade 1 - -
2 114  42.4
3 155  57.6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field Yes  118  43.9
No 151  56.1

Total 269 100.0
*by t-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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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의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여 실습생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03점, 현장실

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3.06점로 나

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5.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 후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 정도

학생들의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 후 진로

의사 및 행동변화 정도는 <Table 5>와 같다. 현장실습기관

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실습이후, 실습교과목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흥미가 있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라

고 응답한 점수가 3.94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그룹에서 3.20점으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p<0.001).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

한 그룹에서 ‘나는 실습이후 현재의 내 전공에 대해 편안함

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3.76점, 현장실습기관에 만

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2.99점으로 나타나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현장실습기관에 만

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실습이후, 나에게 재능이 있고 

치과위생사가 호감이 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

한 점수가 3.89점,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그룹에서 3.13점로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01). 

Division

Satisfaction with field placement 
institutes

t p-value*

Yes
(N=118)

No
(N=151)

Training programs are well-prepared and well-organized for 
trainees.

4.22±0.41 2.71±0.48 27.502 <0.001

Appropriate for dental hygiene training field. 4.11±0.68 3.58±0.78 8.347 <0.001
Well-planned evaluations of trainees and training performances 
are performed.

4.05±0.58 3.04±0.60 13.802 <0.001

Orientation for the course was well prepared. 4.04±0.59 2.89±0.64 15.070 <0.001
Trainers are welcome for the clinical practice course. 4.03±0.62 3.06±0.59 13.067 <0.001
Space, equipment, and budget are sufficiently provided for trainees. 3.96±0.77 2.98±0.61 11.182 <0.001
Total 4.07±0.48 3.00±0.43 18.758 <0.001
*by t-test

Table 4.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field by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field Unit: Mean±SD

Divisi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field 

t p-value*

Yes
(N=118)

No
(N=151)

The clinical practice field training helps the me understand the 
practical jobs description.

4.01±0.62 3.28±0.64 9.421 <0.001

The clinical practice field training helps me apply the knowledge 
to the training course.

4.00±0.67 3.27±0.65 8.879 <0.001

I am satisfied with the training. 3.94±0.69 3.25±0.63 8.570 <0.001
The clinical practice trainer respects me. 3.93±0.70 3.31±0.66 7.421 <0.001
The clinical practice trainer thinks that my training goal and 
duties are important.

3.93±0.71 3.18±0.71 8.603 <0.001

The clinical practice trainer spends sufficient time for me. 3.93±0.73 3.21±0.66 8.348 <0.001
The clinical practice trainer is kind and gentle. 3.92±0.73 3.28±0.70 7.226 <0.001
The clinical practice trainer tries to understand me. 3.89±0.77 3.16±0.66 8.342 <0.001
The clinical practice trainer is open to hear from me. 3.84±0.79 3.15±0.73 7.392 <0.001
I express my opinion to the clinical practice trainer regar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raining goal and duties.

3.79±0.78 3.05±0.76 7.839 <0.001

Total 3.91±0.58 3.21±0.50 10.557 <0.001
*by t-test

Table 3.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training by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field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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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현장실습

기관의 만족은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r=0.557, p<0.01), 현

장실습지도자 관계(r=0.543, p<0.01),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

(r=0.758, p<0.01),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r=0.535, p<0.01)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는 현장실습지도자 관계(r=0.769, 

p<0.01),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r=0.756, p<0.01), 진로의

사 및 행동변화(r=0.703, p<0.01)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

Division

Satisfaction with field placement 
institutes

t p-value*

Yes
(N=118)

No
(N=151)

After clinical practice, I talked with my professors, friends, or 
parents about my future plan.

3.95±0.71 3.38±0.72 6.416 <0.001

After clinical practice, I think the clinical practice course is well 
understood and interesting. It helps me prepare for my future.

3.94±0.69 3.20±0.67 8.839 <0.001

After clinical practice, I can determine my future job. 3.92±0.75 3.23±0.71 7.573 <0.001
After clinical practice, I think that dental hygienist is my favorite 
professional.

3.89±0.74 3.13±0.69 8.643 <0.001

After clinical practice, I am convinced about my major. 3.85±0.68 3.17±0.68 8.075 <0.001
I feel comfortable with my major after the clinical practice.  3.76±0.76 2.99±0.65 8.659 <0.001
After clinical practice, I determine my future plan, but I have 
difficulty in preparing and performing as a dental hygienist.

3.53±0.99 3.19±0.75 3.027 0.003

After clinical practice, I am not convinced about my major and 
future plan.

3.42±0.95 3.10±0.68 3.041 0.003

Total 3.78±0.51 3.17±0.44 10.355 <0.001
*by t-test

Table 5. Future plans and behavior change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Unit: Mean±SD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institutes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contents 

Clinical 
practice trainer 

relationship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field

Future plan and 
behavior 
change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institutes

-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contents 

0.557** -

Clinical practice trainer 
relationship

0.543** 0.769** -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field

0.758** 0.756** 0.753** -

Future plan and behavior 
change

0.535** 0.703** 0.728** 0.703** -

**p<0.01 by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6.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Independence variable B S.E. p-value* EXP(β)
(constant) 0.146 0.136 0.285
Awareness of clinical practice contents 0.274 0.055 <0.001 0.245
Relationship with clinical practice trainer 0.262 0.055 <0.001 0.242
Awareness of the clinical practice field 0.593 0.057 <0.001 0.422
Future plan and behavior change 0.159 0.051 0.005 0.128
F=229.981, p<.001, Adj R2=0.777, Predicted 77.4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Table 7.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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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실습지도자 관계는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r=0.753, 

p<0.01),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r=0.728, p<0.01)와 정적 상

관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는 진로의사 및 행

동변화(r=0.703, p<0.01)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7.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7>과 같다. 현장실습기관의 만족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현장실습지도자 관계, 현장실습기

관의 인지도,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는 독립변수로 하여 분

석한 결과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p<0.001), 현장실습내용

의 인지도(p<0.001), 현장실습지도자 관계(p<0.001), 진로

의사 및 행동변화순(p<0.01)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치위생교육의 일차적 목표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은 전

문직 치과위생사의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현장실습이 최적의 학습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보다 질적

인 현장실습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실습기관의 관계와 체계

적인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의 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

하 다.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실습과업과 업

무량은 실습생의 수준과 능력에 적절하 다’라고 응답한 점

수, ‘실습생을 지도 할 내용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응답한 

점수와 ‘실습내용에서 실습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

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라고 응답한 점수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방법에 적용하기에 실습내용이 적합하 다’라

고 응답한 점수가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그룹보다 각각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01).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최

적의 학습여건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7]. 최 등

[18]의 연구에서 실습현장에서의 만족도와 수행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므로 이론 강의와 임상실습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은 실습내용의 인식정도와 관련이 있다

고 생각되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정

에 비중을 고려하고, 현장실습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현

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내용이 전문화되어 학생들

이 현장실습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지도자와 관계의 

인지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현장

실습지도자는 나를 존중한다’라고 응답한 점수, ‘현장실습

지도자는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응답한 점수, 

‘현장실습지도자는 내가 기관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 이해

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응답한 점수, ‘현장실습지도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과정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라고 응답한 점수와 ‘현장실습지도자는 내가 맡은 

실습과업 및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주었다’라고 응답한 점

수가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각각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이와 전[19]의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

상실습 중 현장내의 갈등이나 부정적 인식은 임상실습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응급구조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는 현장실습기관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실습기관의 적극적인 실습지도와 

계획 및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 다[20]. 이에 현

장실습기관의 만족은 현장실습지도자의 태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장실습지도자의 관계는 학생들에게 현

장실습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줄 것으

로 생각되어 현장실습지도자와 학생들의 인간적인 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실습기관은 전

공과 적합하다’라고 응답한 점수, ‘실습을 진행한 기관은 실

습생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있었다’라고 응답한 

점수, ‘실습을 진행한 기관은 충분한 사전 준비로 실습생들

에게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 다’라고 응답한 점수

와 ‘실습을 진행한 기관은 실습의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여 

실습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응답

한 점수가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

보다 각각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01). 이에 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하기 전 짜임새 있는 

실습시기와 사전에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준비

하는데 있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교육내용을 

전달하여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 후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 정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실습이후, 실습교과목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흥미가 있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점수, ‘나는 실습이후 

현재의 내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점수

와 ‘나에게 재능이 있고 치과위생사가 호감이 가는 직업이

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한 점수, ‘실습 이후 나의 전공분야

가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각각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이 등[21]은 직업에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정체성을 확신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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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고 하 고, 임상현장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정체성이 확고히 된

다고 보고하 다[22]. 이에 현장실습기관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현장실습기관과 학교와의 긴 한 연계를 통해 교육

을 전담하는 치과위생사의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통해 능동

적이고, 바람직한 현장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된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현장실습만족은 현장실

습기관의 인지도(r=0.758, p<0.01))와 높은 정적 상관이 나

타났고,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는 현장실습지도자 관계

(r=0.769, p<0.01)와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현장실습

지도자 관계는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r=0.753, p<0.01))와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는 진로

의사 및 행동변화(r=0.703, p<0.01)와 높은 정적 상관이 나

타났다. 피부미용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실습시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

습지도자의 직책에 따른 인식비교에서 실습지도의 직무에 

대한 도움정도와 현장실습교육의 필요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실습지도는 실습기간과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어[23] 현장실습지도자는 바람직한 현장실습지도와 개선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조[24]의 사회복지학과를 전

공으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예정되었던 진로가 

변화될 정도로 현장실습의 효과는 높게 나타났고, 약대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무실습 프로그램은 진로를 결정

하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25]. 임상실습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26] 미래에 진로의사를 결

정하고 행동하는데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습기

관의 인지도(p<0.001),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p<0.001), 현

장실습지도자 관계(p<0.001),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p<0.01)

이다. 사회복지전공 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학생들

의 실습태도와 실습내용은 자아정체성, 오리엔테이션 만족도, 

기관 환경, 실습내용, 슈퍼비전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자아정체성은 오리엔테이션의 만족도, 지도교

수 만족도, 기관환경, 실습내용, 슈퍼비전 만족도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정체성과 슈퍼비전 만족도

가 정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27]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과 희망분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28] 현

장실습 이후 현장실습기관의 만족도는 현장실습지도자의 체

계적인 실습내용을 통한 소통과 전달이 치위생의 미래인 예

비치과위생사, 치위생현장 실습생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진

로의사 및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전체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

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로는 현장실습 전⋅후 치위생 

전공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이 미치는 향을 비교 연구하고, 

현장실습 교육현장의 종류와 기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체계적인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운 의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치위생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을 대

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고자 현장실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다. 체계적인 현장

실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상실습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 학생들의 견해를 확인 후 현장실습교육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는 현장실습 교육현장의 변화가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장실습지도자의 긴 한 관계를 통

한 체계적인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치위생 전

공 학생들의 진로의사를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학생의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체계적인 현장실습교육 프

로그램을 통한 현장실습교육의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일부 치위생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기간은 2015

년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사되어 총 26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현장실습기

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2.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지도자의 관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현장실습기

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3.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그룹이 현장실습기

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4.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따른 현장실습 후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 정도는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한다고 응답

한 그룹이 현장실습기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룹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나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p<0.001). 

5.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현장실습기관의 만족는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r=0.557, p<0.01), 현장실습지

도자 관계(r=0.543, p<0.01),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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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758, p<0.01),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r=0.535, 

p<0.01)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6.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

습기관의 인지도(p<0.001),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p<0.001), 현장실습지도자 관계(p<0.001), 진로의사 

및 행동변화순(p<0.0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 전공 학생의 현장실습기관의 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습내용의 인지도, 현장실습지

도자와의 관계, 현장실습기관의 인지도와 진로의사 및 행동

변화로 나타나 현장실습기관의 친 한 관계를 통해 현장실

습교육 프로그램의 운  접근방법에 적용하여 현장실습기관

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과 예비치과위생사의 진로결정

에 바람직한 향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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