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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구강건강의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구강환경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 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며,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전반적으로 기여한다[1]. 최근에는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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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dental hygiene students who hav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final 305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creases with the higher degree of clinical prac-

ti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alysis results about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factors showed the highest factor of preparation behavior, followed by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order. Analysis results about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showed the 

highest factor of preparation behavior, followed by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order.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career, the more positive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it’s recom-

mended to support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to be coherent with dental hygiene student’s career pre-

paration behavior based on reinforcing individual competency by obtaining self-confidence and satis-

faction from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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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 

또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업무능력은 단순한 치과진료 협조업무에서 벗어나 예방, 교육, 대인관계기술, 경영자로서 역할까지 

그 폭이 넓어지면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2]. 이러한 전문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치위생(학)과의 균형 잡힌 교육과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치위

생(학)과 교육 과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학생지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3].

치과위생사가 임상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임상실습교

육과정을 통해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과목이다[4]. 이러한 임상실습 교

육과정은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상적 판단과 학생들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전문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4,5]. 따라

서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학생들의 특성과 임상실습의 현장 특성 요인, 임상실습의 스트레스,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정, 사고과정,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에 위

험적인 영향을 주는 긴장상태로 개인 자신의 욕구충족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

게 하는 반응을 의미한다[6].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 결여나 전공부적합성을 경험하게 된다[4]. 전공만족도는 전공 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욕

구수준이 충족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정의하고[7], 즉, 전공만족도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학습자 본인이 느끼는 성취

감을 말한다. 전공만족은 단일한 개인적인 변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에 속해 있는 사회

구조와 그 구성원들의 인식, 그러한 인식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지각과의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8].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자료수집 등을 통한 노력, 그리고 결정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총칭한다[9]. 이와 같은 진

로준비행동은 갑작스런 준비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과 탐색을 토대로 이루어지

게 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여러 가지 경험과 다양한 요인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과 이[10]의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시에 생

기는 스트레스가 진로결정과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정과 문[9]의 연구

에서는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 수준 및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실습과 관련된 경

험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고유의 특징적 요인이며, 전공만족도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치위생 분야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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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뿐 아니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7년 7월 26일부터 2017년 8월 26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도

에 위치한 각 1개 대학에 다니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 총 310명을 대상으로 연구

의 목적과 작성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작성

하게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15, 검정력 0.95, 변수 13개로 하였을 때 각 군별로 최소 175명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 감안하

여 약 310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입력단계에서 기입불명확, 기입누락 등이 있는 응답자 4명을 

제외한 306명을 본 연구에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신한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승인(SHIRB-201706-HR-042-0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임상실습과 관련된 요인으로 스트레스는 김[11]과 이[12]의 연구에서 사용한 27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문항별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하며, 각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0.890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박[13]의 연구에서 사

용한 3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별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하며, 각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0.934이였다. 전공만족도는 장[14]과 박[15]의 연구에

서 사용한 24문항을 이용하였으며, 문항별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하며, 각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0.936이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

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차원으로 장[14]의 연구에서 사용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별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각 항목에 대

한 Cronbach’s α=0.891이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New York, USA)통계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

습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은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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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

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성이 83.0%로 남성 17.0%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소속된 대학의 지역별로는 서울

이 40.2%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75.2%, 2학년이 14.1%, 4학년이 10.8% 순이었다.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시기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전이 45,1%이 가장 많았다. 치위생(학)과 

선택 동기별로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가 50.0%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기간별로는 3개월 

미만이 65.0% 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 실습기관별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대학병원이 38.1%으로 

가장 많았다. 실습이 만족스러웠던 기관별에 대한 다중응답에서는 대학병원이 42.4%으로 가장 많

았다. 임상실습에서 어려웠던 대인관계별로는 임상 치과위생사와의 관계가 71.6%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여자가 2.92±0.51으로, 남자 2.59±0.76보다 높았다(p<0.01). 소속된 대학

의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이 2.96±0.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강원도권은 서울, 경

기권, 충청권, 경상권과 차이를 보였다(p<0.001). 학년별로는 4학년이 2.95±0.39로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은 3학년, 4학년과 차이를 보였다(p<0.001). 치위생(학)과 선택 시기에 따라서는 수능 후가 

3.02±0.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과 수능 후는 차이를 보였다(p<0.001). 

치위생(학)과 선택 동기에 따라서는 기타가 3.10±0.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졸업 후 취업률이 높

아서 선택한 경우는 기타와 차이를 보였다(p<0.05). 임상실습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이 3.18±0.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이상은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과 차이를 보였다(p<0.05). 

임상실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인관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동료와의 관계가 

3.08±0.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의료인과의 관계는 임상치위생사와의 관계, 임상실습동료와

의 관계, 임상실습지도자와의 관계와 차이를 보였다(p<0.001). 

임상실습 만족도는 여자가 3.20+0.52로 남자보다 높았다(p<0.01). 소속된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

는 경기권이 3.32±0.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은 서울, 경기, 충청권, 경상권과 차이를 보

였다(p<0.001). 학년별로는 3학년이 3.22±0.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은 3학년, 4학년과 차

이를 보였다(p<0.001). 치위생(학)과 선택 동기에 따라서는 고교성적을 고려한 경우가 3.30±0.63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성적을 고려한 경우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기타와 차이를 보였

다(p<0.001). 임상실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인관계에 따라서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가 

3.34±0.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의료인과의 관계는 임상 치위생사와의 관계와 차이를 보였

다(p<0.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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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Female 254 83.0

Male 52 17.0

Region of university Seoul 123 40.2

Gyeonggi 92 30.1

Gangwon 35 11.4

Chungcheong 23 7.5

Gyeongsang 33 10.8

Grade 2 43 14.1

3 230 75.2

4 33 10.8

Period of selection Before highschool 2 grade 36 11.8

Before CSAT† 138 45.1

After CSAT† 132 43.1

Motive of department choice According to the grades 58 19.0

33 10.8Be appropriate to aptitude/hobby

153 50.0Employment opportunity 

Parents and teachers advice 47 15.4

Etc 15 4.9

Less than 3 monthTotal period for clinical practice 199 65.0

3-6 month 83 27.1

More than 6 month 24 7.8

Clinical practice institute Dental clinic in general hospital 51 10.1

Dental college clinic 193 38.1

Dental hospital 79 15.6

Local dental clinic 129 25.5

Public health center 54 10.7

Satisfactory clinical practice institute Dental clinic in general hospital 32 9.4

Dental college clinic 145 42.4

Dental hospital 56 16.4

Local dental clinic 82 24.0

27 7.9Public health center

216 71.6Person with whom they didn’t get along Dental hygienist

Patient/caregiver 26 8.5

Colleague 16 5.2

Practical leader 21 6.9

Other medical specialist 24 7.8

Total 306 100.0

†CSAT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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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Female 2.92±0.51 2.901 0.005 3.20±0.52 3.357 0.001

Male 2.59±0.76 2.90±0.83

Region of university

Seoul 2.96±0.51a 7.287 <0.001 3.16±0.46b 10.718 <0.001

Gyeonggi 2.87±0.51a 3.32±0.54b

Gangwon 2.40±0.74b 2.60±0.92a

Chungcheong 2.94±0.71a 3.21±0.61b

Gyeongsang 2.91±0.44a 3.24±0.39b

Grade

2 2.46±0.77a 13.407 <0.001 2.78±0.93a 10.067 <0.001

3 2.92±0.52b 3.22±0.51b

4 2.95±0.39b 3.19±0.44b

Period of selection

Before highschool 2 grade 2.88±0.52ab 11.255 <0.001 3.25±0.35 1.429 0.241

Before CSAT† 2.70±0.61a 3.09±0.68

After CSAT† 3.02±0.49b 3.19±0.55

Motive of department choice

According to the grades 2.99±0.50ab 2.573 0.038 3.39±0.63a 3.797 0.005

Be appropriate to aptitude/hobby 2.87±0.43ab 3.20±0.52ab

Employment opportunity 2.77±0.65a 3.06±0.62b

Parents and teachers advice 2.93±0.41ab 3.19±0.46ab

Etc 3.10±0.52b 2.99±0.42b

Total period for clinical practice

Less than 3 months 2.83±0.60a 4.163 0.016 3.08±0.60 4.066 0.081

3-6 months 2.85±0.48a 3.30±0.52

More than 6 months 3.18±0.55b 3.23±0.67

Person with whom they didn’t get along

Dental hygienist 2.89±0.52a
5.222 <0.001 3.18±0.53a

4.209 0.002

Patient/caregiver 2.86±0.66ab 3.34±0.53ab

Colleague 3.08±0.48a 3.22±0.36ab

Practical leader 2.94±0.67a 3.03±0.75ab

Other medical specialist 2.38±0.66b 2.73±0.94b

†CSAT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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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

전공만족도는 학년별로 2학년이 3.96±0.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후 분석 결과 3학년 4학년이 

2학년과 차이를 보였다(p<0.001). 치위생(학)과 선택 시기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이 3.70± 

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2학년 전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이 수능 후와 차이를 보였다

(p<0.001). 임상실습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인관계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타 의료인과의 관계가 3.91± 

0.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임상 치위생사와의 관계는 타 의료인과의 관계와 차이를 보였다(p<0.05).

진로준비행동은 성별에서는 남자가 3.21±0.97으로, 여자 2.80±0.69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소속된 대학의 지역에 따라서는 강원권이 3.52±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권은 서울, 경기권, 충청권, 경상권과 차이를 보였다(p<0.001). 학년별로는 2학년이 3.55± 0.8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학년은 3학년,4학년과 차이를 보였다(p<0.001). 치위생(학)과 선택 

시기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이 3.01±0.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은 수능 후와 차이를 보였다(p<0.01). 어려웠던 대인관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타 의료인과의 

관계가 3.49±0.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 치과위생사와의 관계는 타 의료인과의 관계와 차

이를 보였다(p<0.001)<Table 3>.

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공만족도와 실습스트레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406, p<0.001). 실

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는 정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80, p<0.0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실습스트레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12, p< 

0.001). 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05, p<0.001).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

비행동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 0.366, p<0.001).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다고 할 수 있다.

5.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 실습스트레스, 실습만족도, 전공만족

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Table 5>.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1.328,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23.4%

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 (p<0.001), 실습만족도(p< 

0.001), 학년(p<0.05)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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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Female 3.54±0.64 -1.956 0.051 2.80±0.69 -2.854 0.006

Male 3.73±0.64 3.21±0.97

Region of university

Seoul 3.48±0.65 1.419 0.228 2.95±0.66a 13.415 <0.001

Gyeonggi 3.64±0.58 2.53±0.68a

Gangwon 3.72±0.69 3.52±1.03b

Chungcheong 3.49±0.84 2.71±0.72a

Gyeongsang 3.60±0.52 2.94±0.47a

Grade

2 3.96±0.53a 9.432 <0.001 3.55±0.88b 23.315 <0.001

3 3.50±0.65b 2.74±0.70a

4 3.53±0.56b 2.89±0.53a

Period of selection

Before highschool 2 grade 3.69±0.48a 8.452 <0.001 2.99±0.59ab 6.461 0.002

Before CSAT† 3.70±0.59a 3.01±0.82b

After CSAT† 3.40±0.69b 2.69±0.70a

Motive of department choice

According to the grades 3.53±0.66 1.985 0.097 2.60±0.58a 3.647 0.006

Be appropriate to aptitude/hobby 3.80±0.65 3.13±0.75b

Employment opportunity 3.59±0.61 2.95±0.86ab

Parents and teachers advice 3.40±0.59 2.74±0.60a

Etc 3.50±0.84 2.94±0.50ab

Total period for clinical practice

Less than 3 months 3.59±0.60 0.164 0.849 2.87±0.81 0.007 0.993

3-6 months 3.55±0.70 2.87±0.61

More than 6 months 3.53±0.77 2.89±0.80

Person with whom they didn’t get along

Dental hygienist 3.50±0.65a 2.965 0.020 2.76±0.71a 6.663 <0.001

Patient/caregiver 3.69±0.54ab 2.91±0.74ab

Colleague 3.67±0.46ab 2.97±0.77ab

Practical leader 3.71±0.66ab 3.21±0.70ab

Other medical specialist 3.91±0.62b 3.49±0.93b

†CSAT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 (post-test Scheffe) for three or more groups
a,bThe same let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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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v1 v2 v3 v4

Clinical practice stress (v1)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v2) -0.015 1

Major satisfaction (v3) -0.406* 0.280*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4) -0.212* 0.205* 0.366* 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900 0.433 6.691 <0.001

Grade -0.176 0.078 -0.119 -2.250 0.025

Clinical practice stress  -0.025 0.074 -0.019 -0.344 0.73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386 0.069 0.302 5.627 <0.001

Major satisfaction 0.500 0.069 0.422 7.261 <0.001

R2=0.250, adj R2=0.2340, F=25.078, p<0.00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최근 사회․경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구강건강과 삶의 질의 연속적인 관계에 의해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변화와 함께 치과 현장에서는 능숙한 임상실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갖

춘 치과위생사에 대한 요구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16].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치위생(학)과의 이론수업과 실습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이론적 습득뿐만 아니라 현장

임상실습에서 실무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현장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임상실습

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7,18]. 그러나 치위생학 교육에 필수적인 현장임상실습은 학생들에게 심

리적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이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를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9,20].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후 나타나는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임상실

습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

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으로 성별에서는 여자 2.92점으로 남자 2.5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성비가 여성으로 치중되어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유와 김[4]의 연구에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

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요인을 낮추기 위해 좀 더 심층적인 상담과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에서는 21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21세에 실습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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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험하기 때문에 임상 현장 경험 부족과 임상 과목 미 이수 등이 스트레스로 도출된 결과로 사료

된다. 학년에서는 4학년 2.95점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졸

업 후 짧은 시기 안에 직면하게 될 치과위생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이 가중되어 스트레스 정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치위생(학)과 선택시기에서는 수능 후에 선택한 경우가 3.02점

으로 실습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치위생이라는 전공 분야에 대해 잘 모르고 수능 후 성적

결과만을 고려하여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이 시기에 빈번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습

기간에서는 6개월 이상 실습을 한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실습 경력이 높을수록 잘 해야 한다

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습 중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실습동료들과

의 관계가 어려웠던 경우에서 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실습 스트레

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습동료들과의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11점이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높

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는 여성이 절대 다수인 직업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성에 대한 소외감과 부담감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임상실습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경상도, 충청권, 서울, 강원도 지역보다는 경기도 지

역에 위치한 대학이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3학년, 2

학년, 2학년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택 동기에서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치위생(학)과를 

입학한 학생들에게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수행하

면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치위생사에 대한 욕구와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진로선택에 

대한 자기만족감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타 의료인과의 관계가 어려울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융통성 발휘가 어려워 대인관계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

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년, 치위생(학)과 선택 시기, 치위생(학)과 임상

실습 기간, 어려웠던 대인관계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때 실습경험이 3,4학년 

보다는 많지 않고 전공과목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시기이기 때문에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고 생각된다. 임상실습 경험에서는 임상실습기간 3개월 이하가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임상실습 경험이 많지 않아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습기간이 

길수록 학생들은 많은 기관들에서 실습경험을 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실습에 쏟음으로서 임상실습

에 대한 불만사항, 직업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어 전공만족도가 낮아진다고 사료된다. 전 등

[6]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 횟 수로 ‘2회 이하’ 의 실습을 한 학생들이 학과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연령은 24세 이상이 5점 만점의 3.29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에 대한 현실감을 더 가지고 있어, 직업을 얻기 위한 진로준비행

동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에서는 ‘강원권’이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임상실습스

트레스가 적은 것이 3,4학년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치위생(학)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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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인 경우에서 진로준비행동 점수가 3.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

는 수능 전에 진로를 결정한 경우는 원하는 방향으로 진학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대학진학

의 기대감이 진로준비행동을 일으키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는 전공만족도와 실

습스트레스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전공만

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임상실습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던 사람이 치위생(학)과 전공과정에 만족

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와 실습만족도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치위생(학)과 전공과정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이 임상실습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고

도 볼 수 있다. 또한 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임상실습

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실습 매뉴얼 개발과 학생들 자신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아가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게 나타났으며, 우[21]의 연구결과에서 

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게 나타나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

다. 임상실습은 진로에 대해 실전에서 경험해보는 기회이기 때문에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지면 전

공만족도도 높아지고 진로준비행동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학년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

만족도와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년은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임상실습 경험도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변수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가 서울, 경기권에 치우쳐 있어 전 지역의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는 어렵고 임상실습 및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만을 분석하였

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비율이 균일하게 표본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각적으로 진로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체계화된 진로준비행동 탐색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전국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06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로는 여학생, 학교소재지는 서울, 학년은 4학년, 

학과 선택시기는 수능 후, 실습기간은 6개월 이상, 가장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임상실습동료

와의 관계를 선택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로는 여학생, 학교소재지에서는 경기권, 학년은 3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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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치위생(학)과 선택 동기에서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를 선택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에서는 2학년, 학과선택시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에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성별로는 남학생, 학교소재지에서는 강원권, 학년은 2학

년, 학과선택시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전, 학과 선택 동기에서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를 선택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5.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상관관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

아질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p<0.001), 실습만족도(p<0.001), 학년 순

(p<0.05)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해볼 때,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통해 얻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진로

준비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개인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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