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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and Ulsan from March to Ma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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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Self-esteem had a positive relation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r=0.487,

p<0.001) and department satisfaction (r=0.308, p<0.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d influence

on department satisfaction (r=0.347, p<0.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positive relations

with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p<0.001), satisfaction with school facilities(p<0.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p<0.001), choice motive for dental hygiene(p<0.05), self-esteem(p<0.05), and

gender(p<0.05).

Conclusions : To improve the department satisfaction , it is necessary to enha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by group counseling and

active communi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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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대인관계능력 자아존중감 학과만족도: , ,

서론

대학생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이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인 대학문화에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대인관계‘ ’ ,

그리고 사회적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과제를 받게 된다1) 대학.

교육의 목적은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유

능한 인력을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자질을,

충분히 발현하고 유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생활에는 진학할 때.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청년실업률이 높.

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는 사회적인 배경으로 인해 대학 진학

시 취업전망을 가장 우선시 하게 되면서 진학 후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학 문명과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

첨단화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병원간의 경쟁심화 등과 함께, ,

국민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높

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2) 이에 따라 치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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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업무는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치과위생사의 교육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치위생 교육의 목적은 세기에 대비한. 21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

추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소유한 구강보건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3) 치,

위생 교육기관에서는 능력 있는 전문치과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전인교육을 동반하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4)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양.

적 팽창으로 늘어나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

고 학생들의전공분야에대한만족도와적응력을높일수있도,

록 동기부여 및치위생학에 대한 확신을심어주는과정도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재학 중에 전문지식.

및 직업에 대한 프로정신과 자긍심은 물론 완성된 업무수행을

위한자질과인격및원만한대인관계를형성할수있는능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업에 대한 관심도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의

비중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5)
.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내적 평가도구로써

취업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특질이고 사

회적 성취동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6) 자아존중감.

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

계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7)
.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적 해석을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8)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욱 확대 해석하여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것,

은 효율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9)
.

치위생과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는 학과 만족도 및 적응도에 관한 연구10,11) 학과 만족도와,

취업태도에 관한 연구12,13)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학과 만족도,

와 진로방향에 대한 연구14) 및 학제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전문직업관에 대한 연구15)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을 규

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선택

특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1.

본 연구는 년 월부터 월까지 부산지역 개 대학과2013 3 5 3

울산지역 개 대학 내 일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1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편의 추출법에 따라 선정하였다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90

부 를 회수하였고 그 중에서 누락된 항목이 많아468 (95.5%) ,

서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부를 제외하고 총 부 를20 448 (95.7%)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도구2.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문항 학과선택 특성 문7 , 4

항 자아존중감 문항 대인관계능력 문항 학과만족도, 9 , 40 , 2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2.1.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년1965 Rosenberg16)가 개발한 것을

년 전1974 1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 문항과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문항 총5 5 , 10

개의 문항으로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Likert 5 .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1

항 번 을 제거하고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8 ) 9 .

이었다Cronbach` = 0.851 .α

대인관계 능력2.2.
대인관계 능력 측정도구는 년 등1988 Buhrmester 18)이 개발한

대인관계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

를 년 김과 김2001 19)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측정도구.

는처음관계 맺기 타인에대한 권리및불쾌감 주장 자기노출, , ,

정서적 지지 및 조언 대인 갈등 다루기 등 개 영역각 문항, 5 ( 8 )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척도로 구성되어40 , Likert 5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었다. Cronbach` = 0.876 .α

학과 만족도2.3.
학과 만족도 측정도구는 년 하2000 20)의 연구에서 제작사용․

된 질문지에서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을 연,

구자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과 만족도.․
는 교과만족 문항 관계만족 문항 일반만족 문항 인식만6 , 4 , 7 ,

족 문항으로 개의 하위영역이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5 4 22

며 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에 만족, Likert 5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였다. Cronbach` = 0.922 .α

분석방법3.

수집된 자료는 를 사용하여SPSS(SPSS 17.0 for Windows)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학과 선택 특성은 빈도분석 을 실시하(Frequ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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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일반적 특성과 학과 선택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인, ,

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는 와 를 실시하였고 사후, t-test ANOVA

검증은 를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Duncan test . ,

력 학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및학과선택특성1.
본 연구대상자는 총 명으로 여학생이 명 이였448 434 (96.9%)

다 연령은 세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학. 21 155 (34.6%) 2

년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 소득은 만197 (44.0%) . 300

Characteristics Division N %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Aptitude and interesting
Special subject
Get a job ease
Results of exam
Recommend people around
Promising future

24
14
274
19
91
26

5.4
3.1
61.2
4.2
20.3
5.8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Didn't know well
Average
Knew very well

210
165
73

46.9
36.8
16.3

Aptitude for dental hygiene

Unaptitude
Usually
Aptitude

91
241
116

20.3
53.8
25.9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Dissatisfaction
Usually
Satisfaction

163
212
73

36.4
47.3
16.3

Total 448 100.0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choice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Female

14
434

3.1
96.9

Age

Under 20
21
22
Over 23

131
155
120
42

29.2
34.6
26.8
9.4

Grade
1
2
3

128
197
123

28.6
44.0
27.5

Monthly income

Under 200
200~300
300~400
400~500
Over 500

64
107
142
82
53

14.3
23.9
31.7
18.3
11.8

Paying tuition

Parents
Oneself
Loan
The others

363
11
58
16

81.0
2.5
12.9
3.6

Residential type

House
Living on one's own
Dormitory
The others

278
81
78
11

62.1
18.1
17.4
2.5

Commuting time

Under 30 minutes
30 minutes~1 hour
1 hour~2 hours
Over 2 hours

147
94
160
47

32.8
21.0
35.7
10.5

Total 448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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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만 원 미만이 명 로 가장 많았고 학비 부담~400 142 (31.7%)

방법은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의 를 차지하였81.0%

다 거주형태는 자택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통학. 278 (62.1%)

시간은 시간 시간 미만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1 ~2 160 (35.7%)

며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명 이었다2 47 (10.5%) <Table 1>.

치위생과 입학 동기는 취업전망이 좋아서가 명‘ ’ 274 (61.2%)

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과 주위의 권유가 명 장‘ ’ 91 (20.3%), ‘

래 유망성이 명 이였으며 입학 전 치위생과에 대한’ 26 (5.8%)

사전 지식 정도는 잘 모르고 있었다가 명 으로 가‘ ’ 210 (46.9%)

장 많았다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 ’

경우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만241 (53.8%)

족도 보통이다가 명 으로 가장 많았다‘ ’ 212 (47.3%) <Table 2>.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2. , ,

자아존중감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4.02

점으로 여자의 점보다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3.53 (p<0.01),

는 세 이상이 점으로 다른 연령보다 높았다23 3.81 (p<0.05).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t, F

General

feature

Gender
Male

Female

4.02±0.74

3.53±0.56
3.186**

Age

Under 20

21

22

Over 23

3.57±0.61a

3.50±0.48a

3.51±0.50a

3.81±0.58b

3.670*

Grade

1

2

3

3.56±0.58

3.49±0.58

3.62±0.54

2.065

Monthly income

Under 200

200~300

300~400

400~500

Over 500

3.56±0.54ab

3.44±0.56a

3.59±0.54ab

3.50±0.62a

3.72±0.61b

2.512*

Paying tuition

Parents

Oneself

Loan

The others

3.55±0.58

3.93±0.45

3.48±0.56

3.57±0.54

1.885

Residential type

House

Living on one's own

Dormitory

The others

3.58±0.55

3.49±0.57

3.52±0.65

3.45±0.54

0.635

Commuting time

Under 30 minutes

30 minutes~1 hour

1 hour~2 hours

Over 2 hours

3.56±0.65

3.47±0.57

3.59±0.49

3.56±0.58

0.884

Major

choice

feature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Aptitude and interesting

Special subject

Get a job ease

Results of exam

Recommend people around

Promising future

3.59±0.60

3.45±0.47

3.53±0.56

3.40±0.57

3.57±0.62

3.78±0.62

1.236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Didn't know well

Average

Knew very well

3.51±0.61

3.54±0.50

3.68±0.59

2.541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Unaptitude

Usually

Aptitude

3.38±0.62a

3.50±0.51a

3.78±0.60b
15.395***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Dissatisfaction

Usually

Satisfaction

3.50±0.57

3.56±0.55

3.65±0.61

1.671

Total 3.55±0.57
*p<0.05, **p<0.01, ***p<0.001
a,b,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Table 3.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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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점으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3 3.62

았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월 소득에 따라서는 만 원 이상이500

점으로 만 원 만 원 미만 점 과 만 원3.72 200 ~300 (3.44 ) 400 ~500

만 원 미만 점 보다 높았다 학과 선택 특성에(3.50 ) (p<0.05).

따른 자아존중감 중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에 따라서는 맞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점으로 맞지 않는 편이다의’ 3.78 ‘ ’

점 보통이다의 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3.38 , ‘ ’ 3.50 (p<0.001)

<Table 3>.

대인관계 능력2.2.
일반적특성에따른대인관계능력을성별로는남자가 점3.63

으로여자의 점보다높았다 치위생과에대한적성3.43 (p<0.05).

에따른대인관계능력은 맞는편이다가 점으로 맞지않는‘ ’ 3.53 ‘

편이다와 보통이다의 점보다유의하게높았다 그’ ‘ ’ 3.40 (p<0.01).

러나치위생과입학동기에따른대인관계능력은 적성 흥미가‘ , ’

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위생과 사전 지식에 따른 대인관계3.54 ,

능력도 잘 알고 있었다가 점으로 보통이다 점과 잘‘ ’ 3.40 ‘ ’3.16 ‘

모르고있었다 점보다높았고 학교시설만족도에따른대인’ 3.40 ,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t, F

General

Feature

Gender
Male

Female

3.63±0.37

3.43±0.33
2.309*

Age

Under 20

21

22

Over 23

3.47±0.33

3.43±0.32

3.39±0.32

3.49±0.35

1.670

Grade

1

2

3

3.46±0.33

3.43±0.32

3.42±0.33

0.607

Monthly income

Under 200

200~300

300~400

400~500

Over 500

3.38±0.32

3.40±0.34

3.45±0.33

3.46±0.30

3.50±0.35

1.638

Paying tuition

Parents

Oneself

Loan

The others

3.44±0.33

3.38±0.39

3.45±0.33

3.43±0.26

0.114

Residential type

House

Living on one's own

Dormitory

The others

3.45±0.32

3.39±0.34

3.41±0.33

3.52±0.36

1.101

Commuting time

Under 30 minutes

30 minutes~1 hour

1 hour~2 hours

Over 2 hours

3.44±0.36

3.40±0.31

3.46±0.32

3.40±0.30

0.879

Major

choice

feature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Aptitude and interesting

Special subject

Get a job ease

Results of exam

Recommend people around

Promising future

3.54±0.34

3.37±0.29

3.44±0.32

3.27±0.33

3.40±0.34

3.51±0.39

2.053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Didn't know well

Average

Knew very well

3.40±0.33

3.16±0.33

3.48±0.31

2.950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Unaptitude

Usually

Aptitude

3.40±0.37
a

3.40±0.31a

3.53±0.32b
6.941**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Dissatisfaction

Usually

Satisfaction

3.40±0.34

3.44±0.31

3.50±0.35

2.279

Total 3.44±0.33
*p<0.05, **p<0.01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Table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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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능력도 만족한다가 점으로 보통이다 점과 불만‘ ’ 3.50 ‘ ’ 3.44 ‘

족 한다 점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가 없었다’ 3.40 <Table 4>.

학과 만족도2.3.
성별에 따른 학과 만족도는 남자가 점으로 여자의3.83 3.52

점보다 높았으나 연령에 따라서는 세 이상이(p<0.05) 23 3.65

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치위생과 입학 동기.

에 따른 학과 만족도는 적성 흥미에 맞아서가 점으로‘ , ’ 3.87

가장 높았고 점수에 맞추어가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 3.28

치위생과에 대한 사전 지식에 따라서는 잘 알고(p<0.01), ‘

있었다가 점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의 점보다 높게’ 3.62 ‘ ’ 3.48

나타났다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에 따른 학과 만족(p<0.05).

도는 맞는 편이다가 점으로 보통이다와 맞지 않는 편‘ ’ 3.80 ' ‘ ‘

이다 점보다 높았다 학교시설 만족도에 따른’ 3.40 (p<0.001).

학과 만족도는 만족 한다가 점으로 보통이다 점과‘ ’ 3.82 ' ‘ 3.58

불만족한다 점보다 높았다’ ‘ 3.34 (p<0.001)<Table 5>.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t, F

General

feature

Gender
Male

Female

3.83±0.53

3.52±0.49
2.417*

Age

Under 20

21

22

Over 23

3.55±0.56

3.51±0.51

3.49±0.42

3.65±0.54

1.306

Grade

1

2

3

3.62±0.45

3.53±0.50

3.54±0.47

0.089

Monthly income

Under 200

200~300

300~400

400~500

Over 500

3.57±0.49

3.47±0.46

3.60±0.46

3.49±0.48

3.47±0.55

1.545

Paying tuition

Parents

Oneself

Loan

The others

3.53±0.48

3.67±0.25

3.51±0.44

3.48±0.57

0.386

Residential type

House

Living on one's own

Dormitory

The others

3.55±0.43

3.48±0.59

3.48±0.52

3.67±0.43

0.985

Commuting time

Under 30 minutes

30 minutes~1 hour

1 hour~2 hours

Over 2 hours

3.52±0.54

3.51±0.40

3.57±0.53

3.46±0.57

0.740

Major

choice

feature
Choice motive of dental hygienics

Aptitude and interesting

Special subject

Get a job ease

Results of exam

Recommend people around

Promising future

3.87±0.42c

3.46±0.48ab

3.51±0.46ab

3.28±0.44a

3.53±0.48ab

3.67±0.61bc

4.291**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Didn't know well

Average

Knew very well

3.48±0.50a

3.56±0.41ab

3.62±0.52b
3.057*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Unaptitude

Usually

Aptitude

3.21±0.48a

3.52±0.39b

3.80±0.48c
46.845***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Dissatisfaction

Usually

Satisfaction

3.34±0.50a

3.58±0.39b

3.82±0.49c
32.277***

Total 3.53±0.48
*p<0.05, **p<0.01, ***p<0.001
a,b,c,ab,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Table 5. Departm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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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학과만족도의3. , ,
관련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하, ,

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능력 과 학과 만족도 와 유(r=0.487, p<0.001) (r=0.308, p<0.001)

의하게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만족도도

정상관관계 가 있었다 즉 자아존(r=0.347, p<0.001) <Table 6>. ,

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만족도가 높고 대인관

계 능력이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도 높았다.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치

위생과에 대한 적성 학교시설 만족도 대(p<0.001), (p<0.001),

인관계 능력 입학동기 자아존중감(p<0.001), (p<0.05),

성별 의 순이었다 즉 치위생과(p<0.05), (p<0.05) <Table 7>. ,

에 대한 적성이 맞을수록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

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 좋을수록 입학동기가 적성 흥미, , ,

인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남자가 학과 만족, ,

도가 높았고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였다34.6% .

총괄및고안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준비하게 되는 아

주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치위생과 학생들에게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은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활기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졸업 후 사회진출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선택 특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이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은 세 이상 그룹이, 23 ,

월소득 만원 이상 그룹에서 치위생과가 적성에 맞는 편500 , ‘

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높았다 성별과 연령에서 신’ . 6)과

유21)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김, 22)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

리고 학과전공에 대한 적성에서 등Murray 8)은 자아존중감이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도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 능력은 여자보다 남자가 적성이 맞는 편이다라, ‘ ’

independent variable B β t
Gender1)

Age

Grade

Monthly income

Choice motive2)

Prior knowledge about dental hygienics

Aptitude for dental hygienics

Satisfaction of school facilities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0.239

-0.057

0.061

-0.024

0.195

0.005

0.201

0.174

0.084

0.322

-0.087

-0.115

0.096

-0.062

0.092

0.008

0.285

0.254

0.101

0.222

-2.100

-1.781

1.511

-1.566

2.304

0.208

6.707

6.338

2.211

4.935

*

*

***

***

*

***

F=23.152***, R2=0.346
1)Gender[0=Male], [1=Female]
2)Choice motive[0=Above this, 1=Aptitude and Interesting]
*p<0.05, ***p<0.001

Table 7. Effect of factor on department satisfacti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Department
satisfaction

Self-esteem 1.0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0.487 *** 1.000

Department satisfaction 0.308 *** 0.347 *** 1.000
***p<0.001

Table 6.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nd departmen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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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경우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22)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고 하였

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대부분 여학생이지만 최.

근에는 남학생도 관심을 보이면서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입

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전공에 대한 관심은 학습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하고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과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입학 동기에서 적성이나, ‘

흥미가 맞아서라고 응답한 경우 입학시 전공에 대해 알고’ ,

있는 경우에서 학과 만족도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점수 취업전망 경제적인 사정 진로상담 등을, , ,

통해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장 등.
11)과 임14)의 연구를 살펴보

면 적성을 고려한 경우 학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학과 전공 및 적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다면 학교와 대학 간의 체결 다양한MOU ,

전공체험 활동 정보교류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악, ,

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 만족도가 높

고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7)와 고23) 김, 22)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또한 정과 신24)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전

공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을수록,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을,

수록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

높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학교만족도가 높았다 전술한 내, .

용과 같이 장 등11)과 임14)은 입학동기 중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과를 선택한 경우에 학과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공선택에 있어 적성 평가를 긍정적으로 인

지하고 있는 경우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과선택 시 적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치위생과 학생들은 입학 시 학과.

선택 동기로 취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이지만 학습‘ ’

활동 과정에서는 적성을 고려한 경우와 학교시설에 만족한‘

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학과만족도가 높았다 진로지도 시’ .

취업전망보다는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과선택을 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과선택에 있어서 적성의 고려가

가장 중요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반영은 학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 요인으로써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의 밀접한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임의 편의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전체 치위

생과 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 모두 남자가 여자보, ,

다 높아서 남학생의 경우 자신의 소신이 강하고 목표설정이,

분명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남자가 차지하,

는 비율은 에 불과하여 성별비교에는 제한점이 따른다3.1% .

따라서 남자 대상자 확보를 통한 성별비교 연구와 신체건

강 정신건강 직업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 자아존, , ,

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및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학과 만족도 상승효과 입증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년 월부터 월까지 부산 울산에 소재하는 일부 치위2013 3 5 ,

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

을 알아보고자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학과선택 특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는 편1. , ‘

이다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세 이상과 월’ (p<0.01), 23

소득 만 원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대인500 (p<0.05).

관계 능력도 남자가 높았으며 치위생과에 대한(p<0.05),

적성이 맞는 편이다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학‘ ’ (p<0.01).

과 만족도는 남자가 치위생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잘, ‘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높았으며 자신의’ (p<0.05),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입학한 경우에 높았으며‘ ’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이 맞는 편이다와 학교(p<0.01), ‘ ’

시설에 대해 만족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 ’

다(p<0.001).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학과 만족도의 관련성을 파2. , ,

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대인

관계 능력 과 학과 만족도(r=0.487, p<0.001) (r=0.308,

와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 능력과 학과p<0.001)

만족도도 정상관관계 가 있었다(r=0.347, p<0.001) .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3.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치위생과에 대한 적성

학교시설 만족도 대인관계 능력(p<0.001), (p<0.001),

입학동기 자아존중감 성별(p<0.001), (p<0.0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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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영향을 미쳤다(p<0.05)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은 적성 학교시설,

만족도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이 학과 만족도와 밀접한, ,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성을 고려한 학.

과선택 및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

담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의 노력과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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