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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department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306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department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β=0.609), volunteer activities_dummy 1 (No/
Yes) (β=0.131), and year_dummy 3 (1/4) (β=0.128). The most deterministic factor w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37%. Conclus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thought that research on department satisfaction needs to be actively conducted to develop 
adequate measures and programs to enhance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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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오늘날 대학생들은 대학진학이 목적인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 학과선택에 자신의 적성보다 성적

에 맞추어 진학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1].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 및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
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이로 인한 성적 불량, 학교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대학 부적응으로 인
한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대학 전반적인 학습 분위기 저해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적 가능성 개발의 기회가 박탈됨으로 그에 따른 개인적이며 사회적, 국가적 손실 등이 발생 가능할 것이다
[2].

치위생 교육의 목적은 21세기에 대비한 전문 치과위생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며,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직업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춘 구강보건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에 적응 및 지도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로 교육시키는 것이다[3]. 그리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정을 통해 치위생 전공 학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적응력과 만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동
기부여 하며, 치위생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4].

치과위생사는 환자 및 환자보호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며, 치과 치료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위생 전공 학생은 성인 초기의 발달과제인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임상현장
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알맞게 대처 가능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5]. 치위생 전공 학생은 재학 중
에 전문지식과 직업에 대한 사명감 및 자긍심은 물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인격 및 협조적이며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업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 또한 학업 및 대인관계만족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자기
통제력을 꼽을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현재의 욕구를 지연시키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금 당장의 
충동적인 행동, 정서, 사고 등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7]. 대학생들의 경우 자기통
제력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학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8]. 하지만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
취도,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대인관계, 사회부적응과 문제해결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9].

학과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자기통제력, 회복탄력성, 스트레스, 자
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4,10-12]. 이 등[4]은 자아존중감이 높
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과 학과만족도가 높아지고,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
였다. 김[11]은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일 
경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통제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인관계
만족도와 자기통제력이 학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치위
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통제력과 대인관계만족도가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여 치위생과 교육개선 및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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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 수집은 서울 ·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지역에 위치한 치위생(학)과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

출 하여 2019년 5월에서 6월까지 총 2개월간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및 연구 목적에만 사용함
을 설명하고, 최종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발송하여 온라인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4 에 의거 양측검정 유의 수준 0.05, 검정력 0.95, 
회귀분석에서의 중간 효과크기인 0.15, 예측변수(자기통제력, 대인관계만족도, 학과만족도, 일반적인 특성)
을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 172명이었으며 탈락자를 고려하여 30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00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DKU 2018-10-010)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

2. 연구도구

1)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 34문항은 김과 하[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공 교과내용과 학교, 교수와 학생과의 관

계에 대한 만족,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 따른 만족,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
에 따른 만족, 졸업 후 진로에 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기준은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는 0.954였다.

2) 대인관계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26문항은 은[13]의 인간관계만족도 검사(Tes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를 장과 전[14]이 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만족도, 부
모, 교수, 친구와의 대인관계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기준은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가진단의 결점을 보
완 및 조사 대상자의 편향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11개의 역 문항이 포함되었다. Cronbach’s α는 0.908였다.

3)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 20문항은 Gottfredson과 Hirschi[15]의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16]의 자기통제 평정 척도를 참

고하여, 남[17]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장기적인 만족, 즉각적인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기준
은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고, 이중 즉각적인 만족에 관한 문항은 
역 채점하여 합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Cronbach’s α는 0.784이였
다.

3. 분석방법
자료는 PASW Statistics ver. 22.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과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통제력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학과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통제력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으로 하였다. 분석 후 다중비교
는 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과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고,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α=0.05로 
정하였다.



518 ̇  J Korean Soc Dent Hyg 2020;20(4):515-23 김다희 · 조자원 / 치위생 전공 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와 자기통제력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519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47 https://doi.org/10.13065/jksdh.20200047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에 사용한 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과만족도 점수는 3.75점이었고, 대인관계만족도는 3.84점이었으며, 자기통제력은 3.54점 

이었다<Table 1>.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과만족도 요인을 보면, 학년(p=0.003)은 ‘4학년’에서, 성적(p=0.003)은 ‘3.5점 이상’에

서, 전공 관련 봉사(p=0.001)는 ‘예’에서, 주관적 건강(p<0.001)에서 ‘건강하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차이가 있었
다. 대인관계만족도 요인을 보면, 학제(p=0.013)는 ‘4년제’에서, 학년(p=0.019)은 ‘4학년’에서, 성적(p=0.019)은 
‘3.5점 이상’에서, 전공관련 봉사(p=0.043)는 ‘예’에서, 주관적 건강(p<0.001)은 ‘건강하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통제력 요인을 보면, 학년(p=0.001)은 ‘3학년’에서, 성적(p=0.001)은 ‘3.0점 이상-3.5점 
미만’에서, 주관적 건강(p=0.009)은 ‘보통이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Characteristics N Mean SD Cronbach's α
Department satisfaction 306 3.75 0.62 0.954
Relationship satisfaction 306 3.84 0.54 0.908
Self control 306 3.54 0.42 0.784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N Department 
satisfaction

t or F
(p*) Relationship t or F

(p*) Self control t or F
(p*)

School system 3-year 142 3.79±0.67 1.003
(0.247)

3.76±0.58 -2.499
(0.013)

3.52±0.44 -0.690
(0.491)4-year 164 3.71±0.57 3.93±0.49 3.55±0.41

Year 1 49 3.59±0.67a 4.664
(0.003)

3.75±0.62 3.365
(0.019)

3.37±0.44a 5.458
(0.001)2 85 3.69±0.62ab 3.74±0.51 3.48±0.44ab

3 93 3.71±0.63ab 3.87±0.52 3.64±0.37b

4 79 3.96±0.55b 3.98±0.52 3.59±0.41b

Grade ≤2.5 49 3.59±0.67a 4.664
(0.003)

3.75±0.62 3.365
(0.019)

3.37±0.44a 5.458
(0.001)2.6-3.0 85 3.68±0.62ab 3.74±0.51 3.48±0.44ab

3.1-3.5 93 3.71±0.63ab 3.87±0.52 3.64±0.37b

＞3.5 79 3.96±0.55b 3.98±0.52 3.59±0.41b

Volunteer 
activities

Yes 154 3.87±0.61 3.430
(0.001)

3.91±0.52 2.031
(0.043)

3.52±0.40 -0.751
(0.453)No 163 3.63±0.62 3.78±0.51 3.56±0.44

Health 
condition

Unhealthy 33 3.51±0.48 8.957
(＜0.001)

3.47±0.39 21.519
(＜0.001)

3.36±0.40 4.813
(0.009)Normal 121 3.63±0.63 3.72±0.49 3.51±0.44

Healthy 152 3.89±0.61 4.01±0.54 3.30±0.40
*by t-test or one-way ANOVA
a,b,csame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indifferent by Scheffe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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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과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통제력 상관관계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과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과만족도와 대

인관계만족도(r=0.588), 자기통제력(r=0.331)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
면, 대인관계만족도와 자기통제력(r=0.457)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4.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과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대인관계만족도, 자기 통제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일

반적인 특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708로 자기
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는 1.0이하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F=23.418, p<0.001), VIF는 10을 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만족도(β=0.508, t=9.293, 
p<0.001), 학과관련 자원봉사_더미(아니오/예)(β=0.131, t=2.839, p<0.005), 학년_더미3(1/4)(β=0.128, t=1.986, 
p<0.048), 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만족도였으며, 설명력은 37.0%이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
Department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Self control

Department satisfaction 1.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0.588** 1.000
Self control 0.331** 0.457** 1.000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department satisfaction
Variables B SE B t p* Tolerance VIF
(constants) 0.786 0.275 2.855 0.005
Volunteer activities_dummy1
(No/Yes)

0.163 0.058 0.131 2.839 0.005 0.969 1.032

Health condition_dummy1
(Unhealthy/Nomal)

0.073 0.099 0.036 0.736 0.462 0.853 1.172

Health condition_dummy2
(Unhealthy/Healthy)

0.063 0.063 0.050 0.999 0.319 0.812 1.232

Year_dummy1(1/2) 0.075 0.089 0.054 0.833 0.405 0.499 2.005
Year_dummy2(1/3) -0.004 0.090 -0.003 -0.44 0.965 0.469 2.131
Year_dummy3(1/4) 0.182 0.092 1.986 1.986 0.048 0.497 2.012
Relationship 0.588 0.063 9.293 9.293 0.001 0.690 1.449
Self control 0.147 0.078 1.891 1.891 0.060 0.747 1.338
R2=0.387, Adj. R2=0.370, F=23.418(p<0.001), Durbin-Watson: 1.708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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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학생의 대인관계만족도와 자기통제력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교

육개선 및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학과만족도는 3.75점으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유[18]의 연구에서의 3.78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과 김[19]의 3.4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p=0.003)은 ‘4학년’에
서, 주관적 건강(p<0.001)에서는 ‘건강하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과 임
[20]의 연구에서도 학년과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년에서는 ‘1학년’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
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김[11]
의 연구에서는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과만족도가 연구마다 다
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대학 및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개인의 만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2]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성적(p=0.003)은 ‘3.5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김과 은[21]의 연구에서 성적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과 적응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본인 스스로 그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 학과만족도에 영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만족도는 3.84점으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과 방[22]의 연구에서 3.70점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과 노[23]의 연구에서의 3.40보다 높게 나타나 치위생전공 학
생의 대인관계만족도는 중간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학제(p=0.013)는 ‘4년제’에서, 학년
(p=0.019)은 ‘4학년’에서, 성적(p=0.019)은 ‘3.5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김과 김[24]
은 학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학년’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 적응,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및 학과 구성원간의 관계 형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통제력은 3.5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10]의 연구에서의 3.55점과 비슷하나 일반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김[5]의 연구에서는 3.18로 본 연구결과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년(p=0.001)은 ‘3학년’에서, 
성적(p=0.001)은 ‘3.0점 이상-3.5점 미만’에서, 주관적 건강(p=0.009)은 ‘보통이다’에서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김[10]의 연구에서는 학년, 건강상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학년에서는 4학년에
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다’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았다. 학년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김[10]의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생이 대상이지만, 본 연구는 3, 4
년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최고학년이 3학년인 경우도 있어 다르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만족도(β=0.508, p<0.001), 학과 관련 자원
봉사_더미(예/아니오)(β=0.131, p<0.005), 학년_더미3(1/4)(β=0.128, p<0.048)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
인은 대인관계만족도였으며, 설명력은 37.0%이었다. 이 등[24]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능력과 학과 만족도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허[25]는 봉사활동이 학과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
공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치기공과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와 유[26]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
짐에 따라 학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전공과목과 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학과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인관계만족도와 자기통제력만 연구하여 학과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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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통제력과 대인관계만족도가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치위생과 교육개선 및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19년 5월에
서 6월까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 대상자의 학과만족도는 3.75점이었고, 대인관계만족도는 3.84점이었으며, 자기통제력은 3.54점이
었다.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보면, 학과만족도에서는 학년, 성적, 전공 관련 봉사여부, 주관적 건
강에서 유의한 차이가 이었다(p<0.01). 대인관계만족도는 학제, 학년, 성적, 전공 관련 봉사여부, 주관적 건강
에서 유의한 차이가 이었고, 자기통제력은 학년, 성적, 주관적 건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3.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과만족도, 대인관계만족도, 자기통제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과만족도와 
대인관계만족도(r=0.588), 자기통제력(r=0.331)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치위생과 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인관계만족도(β=0.508), 학과 관련 자원봉사_더
미(아니오/예)(β=0.131), 학년_더미3(1/4)(β=0.128)순이었고,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만족도였으며, 
설명력은 37.0%이었다.

이상의 결과, 치위생 전공 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대인관계만족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과 내에서의 대인관계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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