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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은 피교육자의 인성과 지식함양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

충족과 사회의 이익을 통한 사회전반에 발전을 추구하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1]. 나아가 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배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

우리나라 치위생(학)과에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목적은 올바른 인격형성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술기능

력을 갖추어 전문직업인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3]. 대학의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전문지식과 술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해

결능력 및 소통능력 등을 갖추게 한다[4].

현장실습과 관련된 교육실습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 실제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실습을 강조하

고 있다[5]. 또한 학생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자신의 흥미

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목표를 설정하여 진로동기를 향상

시킬 수 있다[6]. 즉 현장실습의 교육과정은 전문직업인이 되

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실습의 중요도와 만족도는 치과위생사의 취업의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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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an awareness of clinical dental 

field trai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after field train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cities of Busan and Ulsan and who had had field training experience. Career deci-

sion mak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r=0.785, p<0.01) and sat-

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r=0.827, p<0.01). The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at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r=0.817, p<0.01). In the awareness of field training,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making included the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p<0.05) and sat-

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p<0.01). Therefore, education at field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be system-

atically performed through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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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미래 치과위생사의 업무향상과 술기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7]. 또한 현장실습의 만족

도는 병원의 스텝들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8].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만족하게 된다면 

중요전공을 선택하는 진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준비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실습지도자와의 

만족도와 진로의사 및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9]. 이승은[10]의 연구에서도 실습과정을 통해 예

비교사들은 교사직에 대한 밝은 미래상을 가지게 되어 예비

교사들은 실습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발전

되어 유아교사직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갖게 된다고 보

고하였다. 

반면 이러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교생활과 다른 환경변화

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생들

은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불확실성에 부딪히게 되면 현장실

습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현장실습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전공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간호 대학생이 현장실습 중 받는 스트레스

는 평소에 학생들이 생각해 오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직

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11]. 임

상교육실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

론과 실습의 차이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결여, 대

인관계에 있어 소통 및 경험부족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

험한다고 한다[12].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13][14]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 교육 후 현장실습 인식도와 진로의사결정

과의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치위생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의 인식정도와 

진로의사결정 정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치과임상 

현장실습 교육시스템 구축과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중으로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

상으로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7

월 24일까지 설문지를 응답하게 하였고, 최종 196명으로 최

종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현장실습 중요도, 현장

실습 만족도, 진로의사결정으로 구분된다. 현장실습 중요도와 

만족도의 측정변수[9] 진로의사결정변수[15]는 선행연구의 측

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현장실습 중요도 5문항, 

현장실습 만족도 8문항과 진로의사결정 7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작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계수는 현

장실습 중요도 0.926, 현장실습 만족도 0.954, 진로의사결정 

0.862이다. Cronbach‘s α계수는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

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연구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

준은 0.05에서 검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통계처리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현장실습 중요

도, 현장실습 만족도와 진로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장실습 후 진로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

의사결정을 종속변수로 하였고, 현장실습 중요도와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 

95.9%, 남 4.1%로 나타났고, 학년은 3학년 62.2%, 4학년 

26.5%, 2학년 11.2%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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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8 4.1

Female 188 95.9

Grade

2 22 11.2

3 122 62.2

4 52 26.5

Total 196 100.0

3.2 현장실습 중요도, 현장실습 만족도와 진로의사결정의 

인식수준

현장실습 중요도, 현장실습 만족도와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장실습 중요도, 현장실습 만족도

와 진로의사결정의 인식수준은 현장실습 중요도 3.99점, 현장

실습 만족도 3.43점, 진로의사결정 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중요도에서 ‘현장실습 참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와 ‘현장실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장실습 

만족도에서 ‘나는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공지식과 기술을 충

분히 향상시킬 수 있었다’ 라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진로의사결정에서는 ‘실습이후, 실습교과목의 이해도

가 높아지고 흥미가 있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라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진로의사

결정은 현장실습 중요도(r=0.785, p<0.01), 현장실습 만족도

(r=0.827,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현장실습 중

요도는 현장실습 만족도(r=0.817,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

고 있었다. 

<Table 2> Awareness levels of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sat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Variables M±SD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Participation in field work is important 4.16±0.94

I think it is important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through on-the-job training
4.10±0.88

I think it is important to gain new knowledge 

through field practice.
4.16±0.87

I think it is important to get emotional 

satisfaction through on-the-job training
3.88±0.97

I think I spent a good amount of time in field 

practice.
3.67±0.97

Total 3.99±0.81

Sat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I am satisfied with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field practice organization.
3.38±0.98

I am satisfied with the whole field practice. 3.47±0.96

I am satisfied with the on-the-job training 

program.
3.49±0.96

I am satisfied with the staff atmosphere of the 

field training institute.
3.37±1.00

I was able to improve my major knowledge 

and skills sufficiently through field practice.
3.73±0.87

I could get a lot of the information I wanted. 3.64±0.88

I am satisfied with my field experience. 3.63±0.92

I think I was good at doing field work. 3.69±0.97

Total 3.43±0.86

Career 

Decision 

Making

I was able to feel comfortable about my 

current major since I practiced.
3.24±1.07

After the practice, I could think of myself as a 

talented, dental hygienist.
3.30±1.01

After the training, understanding of the course 

was increased and it was interesting and it 

was able to help career choice.

3.57±0.97

After the practice, I was able to choose one of 

the fields I was thinking about (clinical and 

special fields).

3.41±0.93

After the practice, I was confident that my 

major field would provide me with a 

satisfactory course.

3.32±1.01

After the practice, I made a career decision, 

but I was not sure how to carry it out.
3.27±1.01

I have talked with my professors, friends, and 

parents about my aptitude and future career 

(employment) in the past few weeks.

3.53±1.06

Total 3.3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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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실습인식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현장실습인식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현장실습 중요도(p<0.001)와 현장

실습 만족도(p<0.00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급속한 의료산업의 발전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의료수

혜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 전문화되고 다

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도록 치위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최근 산업체 현장중심의 교육이 강화되고 치과임상 현장실습

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치위생(학) 학생들은 

치과임상 현장실습을 통해 구체적인 전공 경험을 하고, 기술

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 연속성 있

는 미래 설계를 이어갈 수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이 실습교

육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임상실습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16]. 그리고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90%의 학생이 치과위생사를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볼 때 대학생활의 기간 중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 진

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17].

그래서 본 연구는 치과임상 현장실습을 다녀온 치위생(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임상 현장실습의 인식과 진로의사결

정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치과임상 현장실습 교육시

스템 구축과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현장실습 중요도, 현장실습 만족

도와 진로의사결정의 인식수준은 현장실습 중요도 3.67점, 현

장실습 만족도 3.43점, 진로의사결정 3.30점 순으로 나타났고, 

진로의사결정은 현장실습 중요도(r=0.785, p<0.01), 현장실습 

만족도(r=0.827,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

장실습 중요도는 현장실습 만족도(r=0.817, p<0.01)와 정적 상

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실습인식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현장실습 중요도(p<0.001)와 현장실습 만

족도(p<0.00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18]등의 연

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3.32점, 치과위생사 이미지가 3.35

점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만족도와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과임

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증가할수록 치과위

생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19]. 또한 치위생(학)

과 학생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문직

에 대한 만족감은 긍정적인 전문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 진로의사결정

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임상현장에서의 만

족도가 높을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정체

성이 확고히 되어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장실습교육이 진로의사결정

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현장실습교육의 중

요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치과임상 현장실습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학습한 전공분야를 임상현장에서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parameters

Variables
Career Decision 

Making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Sat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Career Decision 

Making
-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0.785** -

Sat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0.827** 0.817** -

The data were analys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Table 4> Effects of field training awareness on career decision 

making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EXP(β) p

Constant 0.323 0.138 0.020

Importance of field 

training
0.293 0.059 0.330 <0.001

Satisfaction with field 

training
0.555 0.066 0.557 <0.001

F=247.377, p<0.001, Adjusted R2=0.716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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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하고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교육

기관과 실습지도자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부족함이 있

었으며, 후속 연구에서 현장실습 전과 후에 대한 만족도와 진

로의사결정의 차이를 비교 후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치위생

(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 

인식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후 현장실습기관

의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지역

의 치위생(학)과에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7년 3월 2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설문지를 응답하게 하고, 설문에 응답

한 조사대상자 총 19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현장실습 중요도, 현장실습 만족도와 진로

의사결정의 인식수준은 현장실습 중요도 3.67점, 현장실

습 만족도 3.43점, 진로의사결정 3.30점 순으로 나타났

다.

2. 진로의사결정은 현장실습 중요도(r=0.785, p<0.01), 현장

실습 만족도(r=0.827,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

었다. 현장실습 중요도는 현장실습 만족도(r=0.817,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3. 현장실습인식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현

장실습 중요도(p<0.05)와 현장실습 만족도(p<0.01)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현장실습교육이 진로의사결정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현장실습교육의 중요도와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기관의 슈퍼바이저 교육이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에서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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