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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towards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content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82 dental hygiene students of five colleges in Busan, Ulsan, and 
Gyeongsangnam-do from August 20 to September 30, 201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0.0 program for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satisfaction 
towards the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The satisfaction was composed of 44 questions including the general satisfaction, practice contents, 
practice guide, training time of practice, training environment, practice evaluation, and personal relationship by Likert 5 point scale. 
Results: The students were most satisfied with the practice contents of the dental university hospitals. The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s were the most satisfied choice in the personal relationships. Public health center dental clinics bestowed the students with the 
most satisfied practice guidance, time, environment, and evaluation. Practice contents and practice time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dental hygiene department satisfaction to the students. 
Conclusions: In order to enhance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the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The practice satisfaction is influenced by the contents and environment of the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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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9)

치위생교육의 목적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직 치과위생

▶ 본 연구는 2013년도 마산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
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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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가

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

한 구강보건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1). 구강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조화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으며, 이론

적 깊이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실무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

는데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현장 적

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광의로 볼 때 학생들

이 자신들의 미래를 인식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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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

치위생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반드시 이수해야만 하

는 교과목으로서3), 이론과 정보제공을 주로 하는 강의만으

로는 장래 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와 

임상적 판단 등이 부족하므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

하게 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해지는 실습교육은 필수적이다4). 

또한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치과위생사의 역

할 인식 및 학습에 대한 이해력 증진, 의료팀 간의 협조도 

등을 통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진료보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5). 임상실습에 대한 필

요성을 인식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 할 수 있

게 되며6), 임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진료과정과 내용을 습

득하고 다양한 환자를 경험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함

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7).

현재 실시되고 있는 현장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실습에 대한 

명확한 지도방침이나 실습지침서, 지도 치과위생사 확보 등 

제반 여건이 부족하며8), 지도 치과위생사가 배치된 임상실습 

기관에서 학교교육과 연계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실습목표 설정과 임상실습지침서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9). 안10)은 학교의 이론적인 교육과 임상실습

의 차이를 낮추고 임상실습현장에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임상실습에 꼭 필요한 실습내용으로 구성된 표준화

된 임상실습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하

며, 치위생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통해 그들이 만

족할 수 있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최적의 학습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 박과 이12)는 학생을 대상으로 치

과위생사의 업무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한 이론을 실습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13)과 노14)는 임상실습 내용 분석과 

수행실습정도에 따른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임상실습 프로

그램 지향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김 등15)과 한 등16)은 전반

적인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과 학생들의 실습수행

에 대한 만족도와 영향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습기

관별 임상실습내용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실습내용에 대한 실습기관별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임상실습에 관한 교육내용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효율적으

로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8월 20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일부지역에 소재한 5개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설문

지 중 응답이 불분명한 18부를 제외하고 382부를 분석 자

료로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한 등16)과 김과 김17)의 설

문자료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과 임상실습과 관련된 특성 4문항으로 되어 있으

며, 임상실습이 치과대학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소 실습 

등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3개 영역으로 분류

하여 실습기관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실습만족도는 일반

적인 만족도 5문항, 실습내용 11문항, 실습지도 7문항, 실습

시간 5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평가 5문항, 대인관계 4문

항으로서 실습 만족도를 위해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습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매우 만

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실습내용 0.894, 실습

지도 0.906, 실습시간 0.755, 실습환경 0.828, 실습평가 

0.897, 대인관계 0.856이며, 전체 실습만족도 0.856으로 신

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과 관련된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

별 만족도, 임상실습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 임상실습

내용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특성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Pe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업 성적에서는 평점 3.5- 

3.9가 3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3.4에서 36.1%로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이 85.9%로 가장 많았고, 졸업 후 진

학한다는 35.3%이었고, 진학안한다가 64.7%로 많았다. 학

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잘 되어서가 53.4%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의 권유가 28.5%로 다음 순이었으며,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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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 %

Grade Lower than 2.9  58    15.2

3.0-3.4 138    36.1

3.5-3.9 143    37.4

Higher than 4.0  43    11.3

Economic level Low  22     5.8

Middle 328    85.9

High  32     8.4

University after graduation No 247    64.7

Yes 135    35.3

Motivation to choose Easy to work 204    53.4

the department Recommendation of others 109    28.5

Choose for yourself  46    12.0

By the score  28     7.3

Satisfaction with major Much dissatisfaction   5     1.3

Dissatisfaction 105    27.5

 Satisfaction 260    68.1

Much satisfaction  12     3.1

Total 382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Clinical practice period Reduce than the current  89 23.3

Appropriate 268 70.2

Prolong than the current  25  6.5

Satisfaction with practice institution Dental university hospital  80 20.9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s 197 51.6

Public dental clinics 105 27.5

Reason for satisfaction Feeling an interest in practice  87 22.8

Because of environmental education  81 21.2

Because contents of practice  67 17.5

Because human relationships  64 16.8

Because guidance of practice  54 14.1

Others  29  7.6

Satisfaction with Much dissatisfaction   5  1.3

clinical practice Dissatisfaction  70 18.3

Satisfaction 297 77.7

Much satisfaction  10  2.6

 Total 382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clinical practice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경우는 12.0%이었다. 학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68.1%로 많았고 불만족은 

27.5%이었다<Table 1>.

2. 임상실습 특성

임상실습기간은 ‘적당하다’가 70.2%로 많았고, ‘현재보

다 줄였으면 한다’가 23.3%, ‘현재보다 늘렸으면 한다’는 

6.5%이었다. 만족스러웠던 실습기관은 치과병⋅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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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ental university 

hospital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s

Public dental 
clinics

Tot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rade Lower than 2.9 3.09±0.45ab 3.22±0.64 3.24±0.61 3.21±0.60ab

3.0-3.4 3.30±0.39b 3.37±0.50 3.40±0.56 3.37±0.50b

3.5-3.9 3.35±0.54b 3.32±0.55 3.37±0.67 3.35±0.59ab

Higher than 4.0 2.96±0.41a 3.21±0.53 3.34±0.64 3.18±0.55a

F 6.207 1.575 0.824 4.949

p-value* <0.001 0.195 0.481 0.002

Economic Low 3.45±0.35 3.32±0.49 3.11±0.66 3.28±0.53

level Middle 3.23±0.50 3.32±0.54 3.38±0.61 3.32±0.56

High 3.20±0.38 3.26±0.61 3.37±0.65 3.30±0.60

F 1.530 0.175 1.748 0.157

p-value* 0.219 0.839 0.176 0.855

University No 3.22±0.48 3.28±0.53 3.35±0.58 3.30±0.54

after graduation Yes 3.29±0.50 3.36±0.58 3.38±0.68 3.35±0.60

t -1.033 -1.371 -0.401 -1.394

p-value* 0.303  0.171  0.689  0.164

Motivation Easy to work 3.24±0.50 3.30±0.55 3.38±0.60 3.31±0.56

to choose the Recommendation 3.25±0.43 3.33±0.57 3.40±0.65 3.34±0.58

department of others

Voluntary choice 3.30±0.50 3.32±0.50 3.19±0.61 3.27±0.54

By the score 3.19±0.62 3.35±0.48 3.38±0.63 3.33±0.57

F 0.168 0.127 1.236 0.418

p-value* 0.918 0.944 0.296 0.740

Satisfaction Much 2.86±0.25 2.45±0.49a 3.30±0.29 2.84±0.53a

with major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18±0.50 3.17±0.52b 3.35±0.60 3.24±0.55b

 Satisfaction 3.26±0.49 3.38±0.54b 3.37±0.63 3.35±0.57b

Much 3.59±0.36 3.34±0.47b 3.31±0.63 3.39±0.51b

satisfaction

F 1.934   8.357 0.057 5.178

p-value* 0.126 <0.001 0.982 0.001
*by t-test or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at α=0.05

Table 3.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51.6%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가 27.5% 치과대학병원 

20.9%순이었으며, 만족한 이유는 실습에 흥미를 느껴서가 

22.8%로 많았고, 다음은 교육환경이 좋아서 21.2%, 실습내

용이 좋아서 17.5%순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

족이 77.7%이었고 불만족이 18.3%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

실습기관별 만족도는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학업성적이 

3.5-3.9에서 3.35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3.0-3.4는 3.30, 

2.9 이하는 3.09, 4.0 이상은 2.96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

다(p<0.05). 전체 만족도는 학업성적이 3.0-3.4에서 3.37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4.0 이상은 3.18로 만족도가 가장 낮

았다(p<0.05). 학과 선택 만족도는 치과병⋅의원에서 매우 

불만족이 2.45, 불만족 3.17, 만족 3.38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p<0.05), 전체에서도 매우 불만족이 2.84, 불만족 

3.24, 만족 3.35, 매우 만족 3.39로서 학과 만족도에 따라 

실습만족도가 높았다(p<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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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ental university 
hospital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s

Public dental 
clinics 

Total

Mean±SD Mean±SD Mean±SD Mean±SD

Clinical Lower than the current 3.09±0.50a 3.09±0.57a 3.26±0.57a 3.16±0.58

training Appropriate 3.25±0.48ab 3.37±0.49b 3.38±0.49ab 3.35±0.54

period Higher than the current 3.56±0.40b 3.43±0.79b 3.66±0.79b 3.53±0.67

F 4.667 9.750 3.197   12.859

p-value* 0.010 <0.001 0.042 <0.001

Reason for Interest in practice 3.38±0.62 3.32±0.52 3.42±0.52 3.37±0.53

satisfaction Good practice contents 3.25±0.50 3.34±0.57 3.36±0.57 3.33±0.61

Good educational 3.28±0.43 3.25±0.61 3.36±0.61 3.30±0.57

environment

Good personal  3.00±0.50 3.28±0.55 3.29±0.55 3.23±0.58

relationship

Good practice guidance 3.20±0.43 3.46±0.46 3.38±0.46 3.38±0.53

Others 3.34±0.43 3.17±0.48 3.25±0.48 3.24±0.55

F 2.570 1.469 0.434 1.712

p-value* 0.028 0.199 0.825 0.129
*by one-way ANOVA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at α=0.05

Table 4.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by clinic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ental university 
hospital

Dental hospital 
and dental clinics 

Public dental 
clinics Total F p-value*

Mean±SD Mean±SD Mean±SD

Satisfaction with 3.47±0.67 3.38±0.66 3.16±0.76 3.32±0.71 15.121 <0.001

practice contents 

Satisfaction with 3.15±0.80 3.52±0.79 3.55±0.84 3.45±0.82 17.367 <0.001

guidance 

Satisfaction with  3.43±0.71 3.16±0.83 3.44±0.74 3.32±0.78 14.197 <0.001

practice time

Satisfaction with 3.12±0.63 3.04±0.73 3.21±0.77 3.12±0.72  4.458   0.012

practice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3.04±0.71 3.20±0.84 3.30±0.80 3.20±0.80  6.707   0.001

practice evaluation

Satisfaction with 3.20±0.76 3.65±0.76 3.58±0.83 3.53±0.80 21.847  <0.001

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3.24±0.75 3.37±0.71 3.59±0.81 3.42±0.76 15.214 <0.001

clinical practice
*by one-way ANOVA

Table 5.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institution by clinical contents

4. 임상실습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

임상실습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는 실습기간을 

‘현재보다 늘렸으면 한다’에서 치과대학병원 3.56, 치과병⋅
의원 3.43, 보건소 3.66으로 모두 높게 나타나 ‘현재보다 줄

였으면 한다’에서 치과대학병원과 치과병⋅의원 3.09, 보건

소 3.26 보다 유의한 차이로 증가하였다(p<0.05). 실습에 

만족한 이유는 치과대학병원에서 실습에 흥미를 느껴서가 

3.38로 가장 높았고, 기타 3.34, 교육환경이 좋아서는 3.28

로 다음 순으로 높았다(p<0.05). 전체에서는 실습지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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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ractice 
contents

practice
guidance

practice 
time

practice 
environment

practice 
evaluation

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Grade 0.042  -0.044  -0.012  -0.047  -0.051  -0.027  0.007  

Economic level -0.021  0.000  -0.026  0.004  -0.019  0.033  -0.005  

University 0.071* 0.010  0.071*  0.031  -0.016  0.038  0.028  

after graduation

Satisfaction   0.116*** 0.050 0.068* 0.047 0.119*** 0.085* 0.074*

of department

Practice period 0.142*** 0.085* 0.213*** 0.083* 0.145*** 0.088** 0.132***

*p<0.05, **p<0.0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해주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고, 실습에 흥미를 느껴서는 

3.37로 다음 순이었다<Table 4>. 

5. 임상실습내용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

임상실습내용에 따른 만족도는 실습항목 중 대인관계에

서 3.5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실습지도 3.45, 실습내용

과 실습시간은 3.32이었다. 실습기관별 실습내용에 대한 만

족도는 치과대학병원이 3.47로 가장 높았고(p<0.05), 실습

지도 3.55, 실습시간 3.44, 실습환경 3.21, 실습평가 3.30으

로 4가지 항목에서는 보건소가 모두 높았다(p<0.05). 대인

관계에서는 치과병⋅의원이 3.65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가 

3.58로 다음 순이었다(p<0.05). 그리고 전반적인 임상실습

에 대한 만족도는 보건소가 3.59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
의원 3.37, 치과대학병원은  3.24이었다(p<0.05)<Table 5>.

6.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련성

실습내용은 졸업 후 진학, 학과 만족도, 실습기간 연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실습지도는 실습기간 연장에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습시간은 졸업 후 진학, 학과 만

족도, 실습기간 연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실

습환경은 실습기간 연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실습평

가는 학과 만족도, 실습기간 연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대인관계도 학과 만족도, 실습기간 연장과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p<0.05). 그리고 임상실습에 대한 전체 만족

도는 학과 만족도, 실습기간 연장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p<0.05)<Table 6>.

총괄 및 고안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습

을 통한 실무능력 및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식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치과위생사에 대한 자부

심을 갖도록 해주며 학과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다주기도 한

다18). 전공과 관련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실습과정에서 관찰 

수행정도에 따른 만족도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

구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실습기관의 특성을 고

려하여 임상실습내용에 따라 실습기관별 만족도를 비교 분

석하였다.

치위생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가 5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주변사람의 권유 28.5%이었다. 허와 홍8)의 

연구에서 주변 권유, 높은 취업률이 각각 37.4%로 가장 높

았고, 이19)도 취직이 잘 되므로 52.9%, 김 등15)도 51.0%로 

가장 높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임상실습기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70.2%로 가장 많았으며, 현재보다 늘렸으면 좋

겠다는 6.5%이었다. 이는 박과 이12)의 임상실습기간에 대한 

인식에서 실습기간이 비교적 적당하다고 한 68.3%와 비슷

한 결과이다. 만족한 실습기관은 치과의원이 34.8%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 27.5%, 치과대학병원은 20.9%, 종합병원 치

과와 치과병원은 16.8%이었다. 장 등20)의 병원형태별 만

족도에서 치과대학병원은 만족 53.6%, 보통 41.1%, 불만족 

5.4%이었고, 치과의원은 만족 48.8%, 보통 51.2%이었다. 

치과대학병원 만족도가 가장 높았지만 치과의원도 높은 편

이었다. 김과 김17)의 연구에서는 치과대학병원 만족도가 

45.9%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는 2.1%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건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최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구강

보건사업이 많아졌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만족도가 증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77.7%, 

매우 만족은 2.6%이었고 불만족이 18.3%, 매우 불만족은 

1.3%이었다. 한 등16)은 만족 68.2%, 매우 만족 2.4%, 불만

족 28.2%로 비슷하였고, 홍 등3)은 만족한다 32.5%, 보통 

42.2%, 불만족 25.4%로서 본 연구에서 만족도는 높았지만 

불만족은 서로 비슷하였다. 실습지역, 실습기관, 실습 여건 

등이 서로 달라 만족도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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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는 치위생과를 선

택한 동기가 치과대학병원은 본인 스스로 원해서가 3.30, 

치과병⋅의원은 성적에 맞추어서가 3.35, 보건소는 주변사

람의 권유가 3.40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는 주변사

람의 권유로 지원한 경우에서 3.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성적에 맞추어서 3.33, 취업이 잘되어서 3.31 순이었다. 김 

등15)의 연구에서는 가정경제 2.59,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

가 2.33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박11)은 자신의 적성을 고

려해서가 3.12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성적 때문에는 2.87

로 가장 낮았다. 정과 이21)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의 

권유로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이 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과선택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

의 경우 3.39로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

았다. 오18)의 연구에서 전공 선택 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

실습만족도가 3.31로 높았고, 임과 윤22)의 연구에서도 전공 

만족이 3.35로 나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정과 이21)

와 김 등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실습기간에 따른 만족도는 치과대학병원 3.56, 치과병⋅
의원 3.43, 보건소 3.66으로 모두에서 현재보다 늘렸으면 

좋겠다고 한 경우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임상실습에서 

만족을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치과대학병원은 실습에 흥미를 

느껴서 3.38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의원은 실습지도를 잘

해주어서 3.46, 보건소는 실습에 흥미를 느껴서가 3.42로 

가장 높았다.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실습이 학교 교육과 연계

성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실습에 흥

미를 느끼게 된 것으로 생각되며, 치과병⋅의원은 친화력을 

갖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실습지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라 사료된다. 

임상실습내용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는 항목별로 보

았을 때 대인관계에서 3.53으로 가장 높았고, 실습지도 

3.45, 실습내용과 실습시간이 3.32로 다음 순이었다. 실습기

관별 만족도는 실습내용에서 치과대학병원이 3.47로 가장 

높았고, 실습지도, 실습시간, 실습환경, 실습평가에서는 보

건소가 높았으며, 대인관계는 치과병⋅의원이 높았다. 보건

소에서의 실습항목에 따른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만족도도 보건소가 3.59이었고 다음은 치과병⋅의원 

3.37, 치과대학병원은 3.24이었다. 이19)는 실습내용에서 3.23

으로 종합병원이 높았고 전체 만족도는 3.00으로 보건소 및 

구강보건실이 모두 높게 나타나 많은 항목에서 보건소가 높

은 점은 서로 일치하였다. 김과 김17)의 임상실습 장소에 대

한 분야별 만족도에서 실습내용 3.75, 실습환경 3.74, 실습

시간 3.78, 실습지도 3.41로서 치과대학병원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으로 보건소였으며, 대인관계는 보건소가 

3.78로 가장 높았다. 치과대학병원 실습에서 많은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점은 지역에 따라 치과대학병원 실습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정과 이21)의 연구에서는 

실습 환경 만족이 3.44로 높았고, 실습지도 만족은 3.28, 실

습시간 만족은 3.13 이었다. 이는 본 연구과정에서 치과대

학병원과 보건소 실습을 모두 포함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였

기 때문에 만족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련성은 실습내

용과 실습시간에서는 진학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학과에 대

한 만족도가 높으며, 실습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서 관

련성이 높았고, 실습평가와 대인관계 그리고 실습 전체 만

족도에서는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실습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관련성이 높았으며, 실습지도, 실습환경에서는 

실습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서 관련성이 높았다. 조와 

김23)은 학과만족도와 실습내용,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지

도, 대인관계 등 모든 항목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과 이21)의 연구에서도 교과만족은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

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임상실습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 경우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임상실습에서도 높은 만

족도를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겠다.

임상실습내용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에서 치과대학

병원은 실습내용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치과병⋅의원은 대

인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보건소는 실습지도, 실습시

간, 실습환경, 실습평가 등 전체적으로 보건소 실습에서 만

족도가 높았다. 임상실습의 대부분이 치과병원⋅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학기관과 

연계성을 갖고 실무자와 원활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실습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실습여건

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또한 각 실습기관별 만족도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내고 보완하여 더 나은 임상실습여건을 만들어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위

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

의 임상실습만족도 결과로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세부적인 연구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평가 방식 등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실습기관별 임상실습내용에 따른 만족도를 조

사하여 임상실습 교육내용 개선과 교육계획에 도움을 주고

자 하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5개 대학 치위생과 

3학년 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는 학업 성적

에서 치과대학병원이 3.5-3.9가 3.35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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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만족도에서 치과대학병원은 매우 만족이 3.59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의원은 만족이 3.38로 가장 높

았다(p<0.0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는 실습기간을 

현재보다 늘렸으면 한다가 치과대학병원 3.56, 치과

병⋅의원 3.43, 보건소 3.66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

다(p<0.05). 실습에 만족한 이유는 치과대학병원과 

보건소는 실습에 흥미를 느껴서가 3.38, 3.42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병⋅의원은 실습지도를 잘 해주어서가 

3.46로 가장 높았다(p<0.05). 

3. 임상실습내용에 따른 실습기관별 만족도에서 실습내

용은 치과대학병원이 3.47로 가장 높았고, 대인관계

는 치과병⋅의원이 3.65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지도 

3.55, 실습시간 3.44, 실습환경 3.21, 실습평가 3.30

으로 보건소가 만족도가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건소가 3.59로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

다(p<0.05).

4. 일반적인 특성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련성에서 실

습내용과 실습시간은 진학, 학과만족도, 실습기간과 

관련성이 있었고, 실습평가와 대인관계는 학과 만족. 

실습기간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실습지도와 실습환경

은 실습기간과 관련성이 있었다(p<0.05).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임상실습기관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항목에서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실습

환경을 개선하여 전체적인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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