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44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do, Chungcheongdo, and 
Gyeongsangdo from June 2 to 24, 2014,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3 items), choice reason 
of dental hygiene(7 items), educational satisfaction(22 items), and learning participation(11 items).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were assessed by Likert 5 points scale. Data were analyzed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8.0.
Results: Educational satisfaction included educational environments, teaching, educational content and educational effect. Learning 
participation included class flow, class participation and class readiness. Gyeongsangdo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score than other 
areas. The educational effect and teaching effect had more influence on learning participation. 
Conclusion: To improve the better dental hygiene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and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for class immersion.

Key Words: class immersion, educational effect, educational satisfaction, learning participation.
색인: 교육만족도, 교육효과, 수업몰입, 학습참여도

서론17)

대학의 목적과 기능은 그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배

경과 사회 요구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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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대학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의 전문성 신장

을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특성과 자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하는 곳으로 중요하다.

대학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여 학습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삶의 업으로 연결하여 

개인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돕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1).

치과의료분야의 중요한 전문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치위생교육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선택된 직업에 잘 적응하여 계속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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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치위생교육은 활

동분야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활동현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수준과 기술을 보

유하여 직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실한 직업관을 확립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2).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은 전문가로서 임상현장에 적용되는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제

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교육내용은 전문직업인

으로서 활동현장의 요구도에 적합하게 실무중심의 전문성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역점을 두어 현장과

의 연계성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선

택하여 대학에 진학함으로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전

공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 치과위생사에 대한 뚜렷한 정체감

이 형성되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게 될 때 자아만족도는 낮

아진다4). 그러나 전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현

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을 독려하며 미래를 준비하므로 

치위생직무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6).

또한 본인의 특성이나 적성뿐만 아니라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사전지식이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며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긍정적인 사고

가 학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2).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들의 상당수가 치위생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학습을 시작하고, 시행착오 끝에 공부법

을 터득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전공학과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기생각이 분명히 나타난다. 따라서 대학에서

는 다양한 학습전략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7).

치위생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참여에는 교수도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

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교수와의 관계에

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이나 진

로지도, 생활 상담을 통해 학생과 보다 친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8).

이에 따라 치위생 교육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 취업률이

나 학교성적 또는 부모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 선택하게 된 

다양한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아존중

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

육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능, 적성, 선

행학습의 정도, 학생개인의 특성에서부터 학교의 교육조건, 

교수의 역할과 기대 및 학생의 가정환경에 이르기 까지 다

양하다9). 그러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전문가로서의 치

과위생사에 대한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그 대학의 교육환경, 교수요인, 교육내용 등은 학생들의 수

업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의 개선과 방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위생과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치위생교육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

공학과 교육만족도와 학습참여 정도를 알아보고 상호 관련

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교 치위생과 3학년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동

의한 37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350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총 344(93%)부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2014년 6월 2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설문은 선행연구9)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문항, 학과 선택 이유 7문

항, 교육 만족도 22문항, 학습 참여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교육 만족도와 학습 참여도는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만족도와 학습 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교육 만족도에 있어 

교수요인 Cronbach's α=0.910, 교육내용요인 Cronbach's α
=0.901, 교육환경요인 Cronbach's α=0.835, 교육효과요인 

Cronbach's α=0.900이었고, 학습참여도에 있어 수업몰입 

Cronbach's α=0.705, 수업참여 Cronbach's α=0.776, 수업

준비 Cronbach's α=0.839 이었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

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교육만족도 및 학습참여도는 t-test와 one-way ANOVA

를 시행하고,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

였다. 교육만족도와 학습참여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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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만족도가 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치위생과 졸업 

후 진로방향에 대해서는 95.5%가 취업을 한다고 응답하였

고, 취업희망기관으로는 치과병원이 43.3%로 가장 높았으

며, 치과의원 38.5%, 종합병원 치과 6.4%, 보건소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위치는 충청과 경상도 38.0%, 경기 

23.7%의 분포를 보였다.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Course job

enter upon
342(95.5)

16( 4.5)
Hope of job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heal center
other
no answer

138(38.5)
155(43.3)

23( 6.4)
18( 5.0)
8( 2.2)

16( 4.5)
Location Gyeonggi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85(23.7)
136(38.0)
137(38.3)

Total 358(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4가지 요인인 교수요

인,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육효과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교육만족도 각 세부영역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대학위치로 세부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상도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

은 교수요인,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육효과 모두 만족도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진로방향, 취업희망기관은 교육만족도와

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진로방

향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참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참여도 3가지 요인인 수업몰입, 

수업참여. 수업준비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습참여도 각 세부영역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진로방향에서는 수업참여와 전체 학습

참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대학위치는 세

부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진로방향이 진학인 경우가 수업참여와 전체학습참여

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대학위치가 경상도인 경우 

수업몰입, 수업참여. 수업준비 모두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취업희망기관은 학습참여도와의 관계에 

있어 통계적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Variable Division
Teaching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environments

Educational 
effect

Educational 
satisfac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Course Job

Enter upon studies
3.66±0.66
3.91±0.49

3.57±0.65
3.73±0.58

3.39±0.65
3.42±0.64

3.62±0.65
3.75±0.61

3.56±0.59
3.70±0.51

t(p-value*) -1.492(0.137) -0.988(0.324) -0.164(0.870) -0.721(0.471) -0.925(0.356)
Hope of job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Health center
Other
No answer

3.63±0.69
3.67±0.63
3.83±0.57
3.53±0.45
3.87±1.31
3.91±0.49

3.58±0.63
3.54±0.65
3.76±0.46
3.42±0.60
3.79±1.17
3.73±0.58

3.38±0.64
3.40±0.65
3.55±0.65
3.18±0.55
3.50±0.82
3.42±0.64

3.61±0.63
3.61±0.66
3.84±0.55
3.54±0.70
3.75±0.99
3.75±0.61

3.55±0.59
3.55±0.59
3.75±0.51
3.42±0.48
3.72±1.04
3.70±0.51

F(p-value*) 1.121(0.349) 1.030(0.400) 0.694(0.629) 0.740(0.594) 0.950(0.449)
Location Gyeonggi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3.62±0.74a

3.55±0.64a

3.83±0.59b

3.38±0.66a

3.49±0.65a

3.79±0.57b

3.16±0.63a

3.34±0.63b

3.60±0.61c

3.45±0.66a

3.51±0.65a

3.86±0.57b

3.40±0.61a

3.47±0.58a

3.77±0.53b

F(p-value*) 6.704(<0.001) 13.227(<0.001) 13.862(<0.001) 15.145(<0.001) 13.791(<0.001)
*by t-test or one-way ANOVA
a,b,csame symbol represents group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able 2. Educational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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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만족도와 학습참여도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

교육만족도와 학습참여도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수업준비와 교수요인, 수업준비와 수업참여와의 관계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요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참여도 

중 수업몰입과 수업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준

비와 교수요인, 수업준비와 수업참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4>. 

5. 학습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참

여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교육만족도 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 회귀식은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결정계수는 0.196으로 학습참여도를 설명하는 독

립변수의 설명력이 19.6%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는 교육효

과요인과 교수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의 결과로 중회귀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학습참여도 = 2.007 + 0.228*(교육효과) + 0.112*(교수요인)

Teacting
Educational 

content 
Educational 

environments
Educational 

effect
Class flow

Class 
participation

Class 
readiness

Teaching 1.000
Educational content 0.804

(p<0.001*)
1.000

Educational 
environments

0.740
(p<0.001*)

0.788
(p<0.001*)

1.000

Educational effect 0.784
(p<0.001*)

0.806
(p<0.001*)

0.731
(p<0.001*)

1.000

Class flow 0.321
(p<0.001*)

0.344
(p<0.001*)

0.316
(p<0.001*)

0.331
(p<0.001*)

1.000

Class participation 0.423
(p<0.001*)

0.329
(p<0.001*)

0.233
(p<0.001*)

0.408
(p<0.001*)

0.287
(p<0.001*)

1.000

Class readiness 0.042
(p=.432)

0.148
(p=.005*)

0.197
(p<0.001*)

0.125
(p=.018*)

0.361
(p<0.001*)

0.031
(p=.807)

1.000

*by pera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each factor of learning participation

Variable Division
Class flow Class participation Class readiness

Learning 
particip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Course Job

Enter upon
3.15±0.59
3.37±0.61

3.87±0.84
4.27±0.66

2.68±0.65
2.81±0.71

3.23±0.47
3.48±0.48

t(p-value*) -1.438(0.151) -1.875(<0.05) -0.761(0.447) -2.039(<0.05)
Hope of job Dental clinic

D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Health cental
Other
No answer

3.14±0.56
3.12±0.55
3.30±0.66
3.19±0.70
3.34±1.18
3.37±0.61

3.72±0.87
3.95±0.80
4.04±0.71
3.96±0.72
4.08±1.28
4.27±0.66

2.71±0.63
2.62±0.64
2.77±0.68
2.63±0.58
3.15±0.99
2.81±0.71

3.19±0.46
3.23±0.46
3.37±0.49
3.26±0.47
3.52±0.82
3.48±0.48

F(p-value*) 0.953(0.447) 2.168(0.057) 1.320(0.255) 2.028(0.074)
Location Gyeonggi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2.97±0.57a

3.23±0.60b

3.21±0.58b

3.96±0.88b

3.71±0.85a

4.01±0.76b

2.38±0.63a

2.76±0.66b

2.80±0.60b

3.10±0.42a

3.23±0.49b

3.34±0.47b

F(p-value*) 6.158(<0.05) 5.114(<0.05) 13.017(<0.001) 6.595(<0.05)
*by t-test or one-way ANOVA
a,bsame symbol represents group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p>.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Table 3. Learning particip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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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최근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분야가 국제

적인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선진국의 의료인력 

유입으로 취업률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위하락 등이 예상되

는 등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치

위생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인

재 양성이 요구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준비가 필요하다10).

치위생학 교육기관은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추세에 부응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해야 하

나 많은 대학의 치위생학 교육과정은 직무중심보다는 교과

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치과위생사 고유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교육목표와 부합되지 않으며 대학 간 교육내용 

및 이수학점에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11).

치과위생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한 치위생

과 학생들은 치과위생사가 높은 수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전문직으로서 취업률이 비교적 높고,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여 적성이나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진학한 경우도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연

령이 높은 경우와 진로방향이 진학인 경우 교육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으나 정 등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은 학생의 교

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 4가지 요인

인 교수요인,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육효과의 요인별 차이

를 분석한 결과 경상도에 위치한 학교 학생은 교수요인, 교

육내용, 교육환경, 교육효과 만족도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냈다.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의료 

분야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치위생교육은 처음부터 

전공학과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과 진로, 취업 등에 관한 지도

교수와의 끊임없는 상담으로 소통함으로써 교육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김 등12)은 교수와의 원만한 관

계가 지식과 태도수준이 높아지며, 교육 외에 교수와의 관

계 형성도 중요하다고 하였고, 정 등8)은 치과위생사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서는 만족하나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낮

은 만족을 보이므로 학생 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이나 진로지

도 생활상담 등을 통해서 학생과 보다 친밀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과의 만족은 

교육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아 본인의 적성과 교육내

용, 교육환경, 교수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과가 본인의 적성에 

맞고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

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전문성이 뛰어난 교수의 열정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험, 실습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때 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타 지역보다 모든 요

인에서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대상 대학이 위치한 곳

이 소도시로 다양한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

는 치위생과를 선택함에 있어 확실한 진로방향을 설정한 후 

지원한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참여도 3가지 요인인 수

업몰입, 수업참여, 수업준비의 요인별 차이분석 결과는 진로

방향이 진학인 경우가 수업참여와 전체학습참여도가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고, 대학위치가 경상도인 경우 수업몰입, 수

업참여, 수업준비가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진로방향이 진학인 경우는 전공

에 대하여 심화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학

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타 지역보다 경상도 지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에

서 이와 김13)은 적성과 학업성취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강과 이14)는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공에 대해 만족할 때 취업을 

위해 자신의 전공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공영역의 공

부도 가장 많이 하며, 학교기관이나 교수들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 적응이 용이하다고 한 바와 같이 치위생과 

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적성이나 취업률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우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스스로 학습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결과로 생각한다.

셋째, 교육만족도와 학습참여도 각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서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참여도 중 수업몰입과 수업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공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 등15)과 최 등16)의 연구에서는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이 전공과목의 만족도가 높고, 최 등17)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였다, 심과 이18)는 장래직업이나 취업에 대한 보장이 있

어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심과 양19)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전공과 교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조와 김20)은 본

인이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학과만족, 전공만족, 강의만족, 

B SE, Beta  T p-value*

Constant
Eeducational effect
Teaching

2.007
0.228
0.112

0.136
0.056
0.056

0.311
0.154

14.733
4.058
2.014

<0.001
<0.001
0.045

R2  =  0.196 
F   = 43.265
Sig = <0.00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 Factors affecting learning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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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만족이 높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과만족, 전공만

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성적이 좋은 학습자일수록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므로 전공과목이 진로나 

직업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적극적으로 수

업에 참여하여 몰입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학습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에서 

교육만족도는 교육효과요인과 교수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신 등21)의 연구에서 변화하는 보건의료현장

에서 요구되는 수행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임상현장의 

요구가 치위생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22)은 직무수행능력 평가 도구를 근거로 직무수행

을 평가함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및 전문성향상을 위해 치위

생교육과 실무능력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임상 현장의 요구

를 반영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

라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책임감과 전문

성을 갖춘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변화되고 

발전하는 활동현장의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과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환경에서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학습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교육만족도가 학습참여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환경, 교수요인, 교육내용을 분석해 봄으로써 치

위생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본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로는 검

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치위생과 전체를 대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학

습자의 면접과 학습참여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교육만족도가 학습참여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학습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후 치위생교육의 교육환

경, 교수요인, 교육내용 및 학습자의 참여도를 파악한 후 활

동현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과 전문성 있는 교수확보 및 

교육내용으로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기 위하여 경기, 충청, 경상도에 위치한 치위생과 3학년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2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연구

의 목적을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344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는 4가지 요인인 교육

환경, 교수요인, 교육내용, 교육효과의 요인별 차이에

서 경상도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은 교육환경, 교수

요인, 교육내용, 교육효과 만족도가 타 지역학생들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참여도 3가지 요인인 수업몰

입, 수업참여, 수업준비 요인별 차이에서 진로방향이 

진학인 경우가 수업참여와 전체 학습 참여도가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고, 대학위치가 경상도인 경우 학습

자의 참여도 수업몰입, 수업참여, 수업준비가 다른 지

역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교육만족도와 학습참여도 각 요인의 상관관계에서 교

육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수업몰입과 수업참여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습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만족도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에서 교육효과요인과 교수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교육만족도는 교육효과요인과 교수요

인이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진

로방향, 취업지도 등에 대한 교수들의 포괄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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