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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in empowerment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Subjects were 399 dental hygiene student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ey 

completed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5 to 20, 2012, after infromed consent wa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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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Higher scores in empowerment was found in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curricula 

(p<0.05) and major(p<0.001), having higher average grades (p<0.001), and who felt the better 

atmosphere of the clinical practice (p<0.05) and got more marks in empowerment. The empowerment 

of the stud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p<0.001) 

and self-esteem(p<0.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o self-esteem(p<0.01).

Conclusions : Satisfaction with major and higher self-esteem led to empowerment, sustained 

research efforts should be directed into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that could 

bolster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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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위생(학)과 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졸업 후에

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겸비한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다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자기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치위생활동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가 환자에게 직접 수행해

야 하는 활동으로 자신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봄

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2). 치위생(학)과에서는 임상현장 적

응능력향상을 위하여 임상실습을 통하여 치과의 전체적 진료 

흐름과 진료체계, 환자 응대, 동료 간 인간관계 등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다른 조직체계의 임상실습 현장에서 역

할수행은 모든 치위생교육과정을 이수한 후가 아니므로, 임상

실습에 필요한 지식 부족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실습 현장에

서 학생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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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는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성취

감이나 가능성의 힘을 포함하고 있다3)
. 임파워먼트는 임상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임상 모두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중재변수로 작용하여 교수․학생․임상의 능률적인 관계를 구

성할 뿐 아니라 효율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만족도라는 교육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4)
. 또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임파워먼트가 요구5)된다

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조사하는 것은 미래의 치과위생사로서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와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를 갖추며 개인의 역량을 강화

시켜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전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양상을 

낮추는 것은 중요하며 이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 자아존중

감이라는 연구가 있다6)
.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의 전반적인 적

성 및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이며 자신을 존중하고 바람직하

게 여기고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다7)
. 그러므로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관련성을 보이는 임상실

습,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행 연구를 확인해 본 결과, 치과위생사의 임파워먼트

와 직무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다소 있지만8-11)
, 미래의 치위

생 조직의 잠재적 구성원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파워먼트

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임파워먼트와 관련성을 

가지는 임상실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논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미래의 구강건강증진을 담당

하게 될 치위생(학)과 학생이 임파워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치위생계의 발전에 이바

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임상실

습을 통해 경험하는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조사하여 임파워

먼트와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들 요인 이외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여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전문적 치위생활동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학생의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소재한 치위생(학)과 재학 중이면서 최근 임상실습을 

마쳤거나 실습 중에 있는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추

출하여 연구의 취지 설명 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총 43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후,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 31부를 제외한 399부를 최종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2.1.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는 Bolton과 Brooking12)가 개발한 개

인내적 임파원먼트 도구를 김13)이 수정한 것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임파워

먼트 척도(Intrapersonal Empowerment Scale:IES)에 의해 측

정된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하

며, 신뢰도는 Cronbach's α=0.785이었다. 
 

2.2. 자아존중감
Rogenberg7)가 개발한 도구를 전14)이 자아존중감(Self-es-

teem) 도구를 변형하여 측정한 내용을 10개 문항으로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0.801이었다. 

2.3. 실습 만족도
실습 만족도는 김15)이 사용한 도구를 연구 목적에 맞게 7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0.763이었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임파워먼트, 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 임파워먼트, 실습 만족

도,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

워먼트, 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의 변인 차이 검정은 t-test와 

ANOVA(비모수인 경우 Kruskall -wallis test)실시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임파워먼트와 실습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분

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가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모든 변인을 단계적 방식의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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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Grade Second year  179 44.9

　 Third year  220 55.1

Motivation of application One's own motivation 110 27.6

Recommendation by homeroom teacher  16  4.0

　 Advice from parents or acquaintances 139 34.8

　 Because of more opportunities of employment 134 33.6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34  8.5

Average state 234 58.7

　 Satisfaction 131 32.8

Average grades ≤3.0  74 18.5

　 3.0-3.5 177 44.4

　 3.5-4.0 109 27.3

　 ≥4.0  39  9.8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Dissatisfaction 109 27.3

Average state 165 41.4

　 Satisfaction 125 31.3

Clinical practice place* University dental hospital 272 35.4

(Multiple responses) Dental hospital 166 21.7

Dental clinic 203 26.4

　 Public health center 127 16.5

The atmosphere of Dissatisfaction  51 12.8

clinical practice place Average state 203 50.9

Satisfaction 145 36.3

Clinical Instructor Dentist  13  3.3

　 Dental hygienist 375 94.0

　 The others  11  2.7

Total 　 399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연구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3학년이 55.1%로 2학년 44.9%보다 많

았다. 지원동기는부모님 및 지인 권유'가 34.8%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취업이 용이해서' 33.6%,본인의 의사' 

27.6%,담임선생님 추천' 4.0%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 5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만족'이 32.8%,

불만족'이 8.5% 순으로 나타냈다. 평균성적은3.0-3.5미만

'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3.5-4.0미만'이 27.3%,

3.0미만'이 18.5%,4.0이상'이 9.8%로 나타났다. 교과과정 

만족도는보통'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만족' 

31.3%,불만족' 27.3%로 나타났다. 실습병원은치과대학

병원'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치과의원' 26.4%,

치과병원' 21.7%,보건소‘ 16.5%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지

의 분위기는보통' 50.9%,좋음' 36.3%,나쁨' 12.8%로 나

타났다. 교육지도자로는치과위생사'가 94.0%,치과의사'

가 3.3%,기타'가 2.7%로 나타났다<Table 1>.

2. 임파워먼트, 실습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의 총점은 최대 3.61점 중 평균 2.66±0.30점이

었으며, 실습 만족도의 총점은 최대 4.71점 중 평균 3.11±0.56

점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총점은 최대 3.80점 중 평균 

2.79±0.3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
트, 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전공 만족

도(p<0.001), 평균성적(p<0.001), 교과과정 만족도(p<0.05), 

임상실습지의 분위기(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 평균성적이 높을수

록, 교과과정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 임상실습지의 분위기

가 좋다고 느낄수록 임파워먼트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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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Empowerment
(M±SD)　

t or F
(p)

Satisfaction 
with

practice 
(M±SD)

t or F
(p)

Self-esteem 
(M±SD)

t or F
(p)

Grade
　

Second year  179 2.67±0.28 0.832
(0.406)　

　

3.10±0.57 -0.108
(0.914)

2.77±0.38 -0.808
(0.420)　

Third year  220 2.64±0.31 3.11±0.56 2.80±0.40

Motivation 
of
application

One's own 
motivation

110 2.68±0.26 3.212
(0.360)

　
　
　
　
　

3.07±0.64 2.542
(0.468)　

　
　
　

2.81±0.35 2.945
(0.400)

Recommen
dation by
homeroom 
teacher

16 2.60±0.29 2.99±0.53 2.63±0.46

Advice from 
parents or 
acquaintances

139 2.68±0.30 3.17±0.50 2.81±0.38

Because of more
opportunities 
of employment

134 2.63±0.32 3.09±0.57 2.77±0.42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31 2.58±0.36a 13.761
(0.000***)

　

2.66±0.64a 29.548
(0.000***)

2.66±0.40a 7.902
(0.000***)

Average 234 2.61±0.26a 3.03±0.49b 2.75±0.37a,b

Satisfaction 34 2.76±0.31b 3.36±0.56c 2.89±0.40b

Mean 
grades
　
　
　

≤3.0 74 2.55±0.31a 7.192
(0.000***)

　
　

3.13±0.59 1.279
(0.281)

　
　

2.66±0.35a 4.394
(0.005**)

3.0-3.5 177 2.64±0.29a,b 3.05±0.52 2.78±0.41a,b

3.5-4.0 109 2.72±0.25b 3.14±0.60 2.86±0.34b

≥4.0 39 2.76±0.35b 3.23±0.58 2.87±0.46b

Satisfaction 
with the
curriculum

Dissatisfaction 109 2.64±0.31a,b 3.575
(0.029*)　

　

2.89±0.63a 18.345
(0.000***)　

2.75±0.37a,b 3.521
(0.031*)

Average 165 2.62±0.26a 3.08±0.47b 2.75±0.38

Satisfaction 125 2.71±0.32b 3.32±0.55c 2.86±0.41b

The
atmosphere 
of clinical
practice
place 

Dissatisfaction 51 2.63±0.31a,b 4.419
(0.013*)　

2.58±0.60a,b 68.272
(0.000***)

　

2.81±0.44a,b 5.693
(0.004**)

Average 203 2.62±0.30a 3.00±0.45a 2.73±0.37a

Satisfaction 145 2.71±0.29b 3.44±0.49b 2.87±0.40b

Clinical 
Instructor
　
　

Dentist 13 2.67±0.24 0.123
(0.940)

　
　

3.24±0.36 1.642
(0.440)

2.85±0.38 0.388
(0.824)

Dental 
hygienist

375 2.66±0.230 3.11±0.56 2.79±0.39

The others 11 2.68±0.26 2.87±0.67 2.83±0.40
*: p<0.05, **: p<0.01, ***: p<0.001
p-value obtained from t-test or One-way ANOVA(nonparametric: Kruskal-wallis test).
a, b, c denotes the same subgroup by Scheffe test. 

Table 3. Empowerment,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Items M±SD Min Max
Empowerment 18 2.66±0.30 1.72 3.61

Satisfaction 

with practice
 7 3.11±0.56 1.00 4.71

Self-esteem 10 2.79±0.39 1.80 3.80

Table 2.  Empowerment,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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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B SE B β t p
(Constant) 1.380 0.083 　 16.529 0.000***

R=0.632

Adj. R2=0.397

F=131.852

p=0.000***

Satisfaction with 

major

Dummy2

(Satisfied)
0.447 0.030 0.589 14.876 0.000***

Self-esteem 0.091 0.025 0.144 3.628 0.000***

*: p<0.05, ***: p<0.001

Table 5. Influential factors for the empowerment of the subjects

 Empowerment 
Satisfaction with 

practice 
Self-esteem 

Empowerment r(p) 1

Satisfaction with practice r(p) 0.212(0.000***) 1

Self-esteem r(p) 0.616(0.000***) 0.164(0.001**) 1
**: p<0.01, ***: p<0.001

Table 4.  The correlation of empowerment,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self-esteem among the subjects

족도(p<0.001), 교과과정 만족도(p<0.001), 임상실습지의 분

위기(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

공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 교과과정 만족도가 만족스러울

수록, 임상실습지의 분위기가 좋다고 느낄수록 실습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전공 만족

도(p<0.001), 평균성적(p<0.01), 교과과정 만족도(p<0.05), 

임상실습지의 분위기(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교과과정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지의 분위기가 좋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실습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실습 만족도(p<0.001)와 자아

존중감(p<0.001)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

습 만족도는 자아존중감(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실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

트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실습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임파워먼트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중 임파

워먼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 만족도, 평

균성적, 교과과정 만족도, 임상실습지의 분위기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인 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법(단계적 입력)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일

반적 특성은 변수가 비연속변수임을 감안하여 더미변수화 

하였음) 회귀분석결과, 전공 만족도, 평균성적, 교과과정 만

족도, 임상실습지의 분위기, 실습 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임파

워먼트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약 39.7%였으며, 전공 만족도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능동성, 자율

성, 창조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있다16). 임파워된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

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9). 이에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요

인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 평균은 2.66±0.30점이었으며, 제
17)의 연구에서도 2.75±0.36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한4)의 결과에서는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와 실습

만족도는 4.3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5)의 연구에

서는 치과위생사들의 임파워먼트는 3.42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학습능

력이 향상되듯이 자신감 형성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들의 경우 개인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책임의식과 

스스로 목표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은 2.79±0.39점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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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18)의 연구에서는 평균 3.1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Rogenberg
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

의 삶을 가치 있고 진취적이며 활력있게 전개한다고 하였듯

이,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활 

만족도(전공, 교과과정, 임상실습 등)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실습 만족도는 최대 4.71점 중 평균 3.11 

±0.56점이었으며, 정과 이19)의 논문에서도 만족도가 3.29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연구결과 학교 교과과정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교육과정 이

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 및 교과과정에 만족도

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지속

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전공 만족

도(p<0.001), 평균성적(p<0.001), 교과과정 만족도(p<0.05), 

임상실습지의 분위기(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최20)는 전공 만족도 실습 만족도에 통계적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제17)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신

의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임파워먼트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전공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 평균성적이 높을

수록, 교과과정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 임상실습지의 분

위기가 좋다고 느낄수록 임파워먼트 점수는 높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전공 만족

도(p<0.001), 평균성적(p<0.01), 교과과정 만족도(p<0.05), 

임상실습지의 분위기(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신21)의 결과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것처럼,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

일수록 전공 만족도, 평균성적,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

족도(p<0.001), 교과과정 만족도(p<0.001), 임상실습지의 분

위기(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김
15)의 결과 학교 교과과정 만족도와 실습 만족도의 관계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만족하는 군의 61.3%가 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실습 만족도(p<0.001)와 자아

존중감(p<0.001)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

습 만족도는 자아존중감(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실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

트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실습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등22)은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역량을 증가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한 결과 전공 만족도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7)는 임파

워먼트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자아존중

감 이라고 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

스 감소, 전공 만족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

키는 결과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냈다. 남궁23)은 개인 내적 임파워먼

트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사

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요인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

요하며, 자아존중감이 임파워먼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은 표본 수집에 있어서 일부 지

역에 한정이 되어 모든 치위생(학)과 학생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치위생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는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다. 향후 좀 더 폭넓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파워먼트 영향 요인이외에 다

른 요인들을 찾는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임파워

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 개발과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고보다 나은 

치위생 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치위생(학)과 학

생을 대상으로 분석에 적합한 399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파워먼트의 총점은 최대 3.61점 중 평균 2.66±0.30점

이었으며, 실습 만족도의 총점은 최대 4.71점 중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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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56점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총점은 최대 

3.80점 중 평균 2.79±0.39점으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는 전공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p<0.001), 평균성적이 높을수

록(p<0.001), 교과과정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

(p<0.05), 임상실습지의 분위기가 좋다고 느낄수록

(p<0.05) 임파워먼트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 만족도는 전공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p<0.001), 교과과정 만족도가 

만족스러울수록(p<0.001), 임상실습지의 분위기가 좋다

고 느낄수록(p<0.001) 실습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p<0.001),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p<0.01), 교과과정 만족도가 높을수록(p<0.05), 임상실

습지의 분위기(p<0.01)가 좋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

은 높게 나타났다.

5.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는 실습 만족도(p<0.001)와 자

아존중감(p<0.001)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실습 만족도는 자아존중감(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실습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임파워먼트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실습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한 결과 전공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

파워먼트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임파워먼트는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요인을 

강화시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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