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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치 생학과 재학생들의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요인을 분석하여 치 생 교육 개발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자 모집 공지를 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를

한 치 생학과 재학생 168명을 상으로 하 다. 2016년 10월 10일～10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

치과 생사의 직업 이미지는 공만족도에 정(+)의 향(β=.43, p<.001)을 미쳤으며, 공만족도는 학업 자아개념에 정

(+)의 향(β=.3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치 생학과 재학생들의 학업 자아개념을 해 공만족도

를 높여야 하며 이를 해 재학생들이 인식하는 치과 생사들의 직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 어 : 직업 이미지, 치 생 교육, 공 만족도, 학업 성취도, 학업 자아개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hygiene education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concept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168 people who explained and agreed on the purpose of the study from October 10 to 

October 21, 2016.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professional image of the dental hygienist had a positive effect(β

=.43, p<.001)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nd the major satisfa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β

=.38, p<.001) on the academic self–concept. Therefore, in order to motivate students' dental hygien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improve the professional image of 

dental hygienists recognized by students.

Key Words : Professional Image, Dental hygiene education, Major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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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목

우리나라의 치과 생사는 면허제도와 윤리강령, 치과

생사 회, 문교육기 등 문직의 속성을 가졌으며

[1], 문직으로서의 치과 생사는 치아 구강질환의

방과 생에 한 지식 기술 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직업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017년 재 3,4년제 치 생(학)과는 모두 82개이다.

이 29개의 4년제치 생학과가 있다. 2002년연세 학

교 치 생학과 개설을 시작으로 4년제 치 생학과가 증

가하면서 치 생 학문이 질 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미

래의 치과 생사인 치 생학과 학생은 장차 문가로서

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시

행하기 해 치 생학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비하여야 한다[2].

보건계열 학생들은 부분 학과를 선택 할 때 본인이

갖게 될 직업을미리 생각하고 공을 선택하게된다. 다

른 공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직업이 결정되어진 채

학생활을 하게 된다. 다양한 연구에서 직업 이미지를

정 으로 인식하여 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시험의 합격이 취업에 필수 이며, 학과 내

에서 받는 학업 련 스트 스 한 상당하다[3]. 엄격한

교육과정에 따른 과 한 학습을하며, 1학년 때부터인체

해부학, 인체생리학 등의 생소한 교과목을 이수하게 되

어[4], 학생활에서 학업에 한 응이 가장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5-7]. 한 공계열에 따른 학업 응 연

구[8,9]에서 간호 보건계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한 만족은 높으나, 공집 은 낮게 나타났다. 즉 문직

이고 취업률이 높아 인기가 높은 간호 보건계열에 입

학하여 진로선택에 한 만족은 높으나, 공학업에 집

하고 수행하는 학업 응 능력은 상 으로낮음을 나

타낸 결과이다[10]. 즉, 공 학업에 한 즐거움을 느끼

지 못하고, 공교과, 학업에 한자기 자신에 한 신뢰

가 낮다는 것이다.

치 생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진행된 윤 외[11]의 연

구에서도 치 생학과 학생들의 생활스트 스 요인 에

서 학업문제가 장래문제에 한 생활스트 스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업에 한 능력을 향상하는 다양

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시기

에 학업 요구를 얼마나 성공 으로성취하고 있는가가

성공 인 학생활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며 이러한 학업

성취는 일종의 성공경험으로서 개인의 자신감을 증진시

키며, 학 졸업 후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12].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수 과의 향 계를 보

이며, 학업 련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 으로 자기 평가와 반성에 기조해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조 학습에 정 인 향을 미

친다[13]. 일반 으로학업 자아개념은 학생의 성별, 연

령, 부모-자녀 계, 소득 수 등의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14], 서 외[15]의 연구에서는 공만족도

가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치며공 외[16]의 간호 학 신

입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만족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인 노

외[17], 함 외[18]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만족도에

간호사의 이미지 변수 간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정[19]의 연구에서도 치과 생사의 업무

이미지와 사회 이미지가 높을수록 치 생 공에

해 정 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생사에 한 정 이미지를 갖고 공을 선

택한 후 심화된 교육을 받게 되고 선후배를 통한 간 경

험 교내외 임상실습을 통해 치과 생사의 이미지가

새롭게 정착이 되었을 것이라 단된다. 공 선택 이후

재학시 의 총체 인 활동을 통해 변화된 치과 생사의

이미지와 공만족도 변수간의 유의한 향 계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공학업에 한 동기부여, 학업

응능력 향상을 해 공만족도, 학업 자아개념 변

수 간의 심층 연구가 더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연구가 학업 자아개념에 향을 미치는 사회 맥락에

서 탐색을 하 다면, 본 연구에서는 공에 한 만족도

변인과의 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재까지 부분

의 연구는주로 역사가긴 3년제 학의재학생을 상으

로 선행되었다. 4년제 치 생학과는 역사가 짧지만 3년

제에 비교해 볼 때, 소수의 인원으로 변화된 교과과정

실습 제도 등을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지역

4년제 치 생학과 재학생에 한 수조사를 통해 재학

생들의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요인에 해 악

하여 공만족도 향상 양질의 치 생 교육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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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2.1 연 대상  료수집

본연구의 상은 경남지역 4년제 학치 생학과 재

학생을 상으로 선정하 다. 자료 수집방법은 상자

모집 공지를 통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자에게 본 연구의 목 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여 이에 동

의를한 자에게자기 기입식으로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한 상자가 설문 작성을 도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

에는 즉시 설문응답을 지할 수 있음을설명하 다. 본

연구는 2016년 10월 10일～10월 21일까지 약 열흘 간 설

문지를 180부 배포하 으며 응답한 조사 상자 168명

설문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7명을 제외한 161명

(95.8%)을 최종분석에 이용하 다.

2.2 연 도

2.2.1 치과 생사  미지

치과 생사의 이미지는 치 생학과 재학생들이 입학

이후 학업수행 교내외 임상실습을 통해 정착된 치과

생사에 한 이미지로 치과 생사에 해서갖는 신념

과 념으로 정의한다. 치과 생사의 이미지 측정을

해 강 외[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해 배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 분석

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하 항목으로 추출이 되었으며,

요인 재치 0.4이하의 항목을 삭제하여 최종 13문항으

로 측정을 시행하 다.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계수는

직업 이미지 0.84, 업무 이미지 0.78, 개인 이미지

0.68, 사회 이미지 0.68이었다. Cronbach‘s α는 설문문

항의 일 성을 나타내는 계수로서 일반 으로 0.6이상이

면 내 일 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2.2.2 공만 도

공만족도는 치 생 공에 한 개인 인 만족도로

서 공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미래에 한 기 ,

희망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산물로서 공학과에

한 평가로 정의한다. 공만족도의 측정은 양 외[21]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양

외[21]의 연구에서 사용된 공만족도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계수는 0.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5이

었다.

2.2.3 학업  아개념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속성,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의해 형성된 교과와 학

교를 련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한 것이다.

즉, 학업성취를 한 개인 인 학습태도로서 학업에

한 자율성 개인의 학업능력에 한 신뢰이다. 학업

자아개념의 측정은 이[2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수

정, 보완하여사용하 다. 이[22]의연구에서 학업 자아

개념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계수는 0.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7이었다.

2.3 연 형  가

2.3.1 연 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Professional

Image

Business

Image

Social

Image

Personal Imag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Concept

Fig. 1. Study Model

2.3.2 연 가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치과 생사의 이미지는 공만족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공만족도는 학업 자아개념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4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해 분

석하 다.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 시행하 으며, 상자의 치과 생사 이미지 하

요인 인 직업 이미지, 업무 이미지, 사회 이미지,

개인 이미지와 공만족도, 학업 자아개념 변인간의

상 계는 Pearson 상 분석을 시행하 다.

치과 생사의 이미지의 각 변인들과 공만족도의

향 계를 분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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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독립변수들 간의 VIF 확인 결과, 10 이하로 다 공선

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와 학

업 자아개념간의 인과 계 분석을 해 단순회귀분석

을 시행하 다.

3. 결과

3.1 사대상   특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상자161명 남학생3명(1.9%), 여학생158명(98.1%)이

며, 1학년 45명(28%), 2학년45명(28%), 3학년35명

(21.7%), 4학년36명(22.4%)이다. 이 임상경험이 있는

학생은 77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나머지 83명(54.6%)

은 임상경험이 없다. 성공 직업생활요건은 문 기

술 자격증이 67명(41.6%)로 가장 높고 실무능력 39명

(24.2%), 원만한 인 계 24명(14.9%), 신용 성실성

12명(7.5%), 좋은 학벌 6명(3.7%), 부모의 배경이 6명

(3.7%), 외모나 뛰어난 조건 4명(2.5%), 기타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변 간 상 계

Pearson 상 분석 결과 치과 생사의 이미지, 공만

족도, 학업 자아개념의 변인간 계는Table 2과같다.

치과 생사의 이미지 직업 이미지(r=.47, p<.01), 업

무 이미지(r=.26, p<.01), 개인 이미지(r=.28, p<.01)

요인이 공 만족도와 양(+)의 상 성을 가지며, 공만

족도와 학업 자아개념(r=.38, p<.01) 요인 간 양(+)의

상 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과 생사의 직

업 이미지, 업무 이미지, 개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공 만족도가 높고 공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

업에 한 재미를 느끼고 학업을 한 능력에 한 신뢰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Variables
Professional

Image

Business

Image

Social

Image

Personal

Image

Major

Satisfacti

on

Academic

Self-

Concept

Professional

Image
1.00

Business

Image
.52** 1.00

Social

Image
.29** .34** 1.00

Personal

Image
.37** .33 .28** 1.00

Major

Satisfaction
.47** .26** .10 .28** 1.00

Academic

Self-Concept
.19* .04 .00 -.02 .38** 1.00

*p<0.05, **p<0.01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3

158

1.9

98.1

Grade

1

2

3

4

45

45

35

36

28

28

21.7

22.3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No

No answer

77

83

1

47.8

51.5

0.7

Successful

Occupational

Requirements

Professional skills

Practical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Credit and integrity

Academic achievement

Background of Parents

Appearance or Condition

Etc

No answer

67

39

24

12

6

6

4

2

1

41.6

24.2

14.9

7.5

3.7

3.7

2.5

1.3

0.6

Professional

Image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0

0

15

98

48

0

0

9.4

60.6

30.0

Business

Image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0

3

55

91

12

0

1.9

34.2

56.5

7.5

Social

Image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3

17

88

48

5

1.9

10.6

54.4

30.0

3.1

Personal

Image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0

14

66

70

11

0

8.7

41.0

43.5

6.8

Major

Satisfaction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2

30

110

19

0

1.2

18.6

68.3

11.8

0

Academic

Self-Concept

Strongly Disagree

Disagree

Average

Agree

Strongly Agree

1

2

65

85

8

0.6

1.3

40.6

52.5

5.0

Total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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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과 생사  미지가 공만 도에 미치는 

향

다 회귀분석 결과, 치과 생사의 이미지가 공만족

도에 미치는 향력은 Table 3와 같다. 치과 생사의 이

미지 직업 이미지가 높을 때 공만족도가 높아졌

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β=.43, p<.001). 즉, 치과

생사가 문직으로 요한 업무를 한다고느낄수록 치

생 공을 재미있어 하며 자랑스럽게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이 가지는 설명력은 22% 다.

Table 3. The Effect of Image of Dental Hygienist

on Major Satisfaction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Professional

Image
.51 .10 .43 5.14 .000

Business

Image
.02 .09 .02 .18 .855

Social

Image
-.05 .06 -.06 -.76 .448

Personal Image .10 .06 .14 1.75 .082

F=12.29, p=0.001, R2=0.222

3.4 공만 도가 학업  아개념에 미치는 향

연구 상자들의 공만족도가 학업 자아개념에 미

치는 향은 Table 4와 같다.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

업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

로 유의미 하 다(β=.38, p<.001). 즉 공에 한 만족감

이 높을수록 공부하는 것이 재 고 좋은 성 을 얻기

해 밤새 공부하는 등의 극 인 학업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변인들 간의 설명력은 14% 다.

Table 4.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Academic Self-concept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Major Satisfaction .36 .06 .38 5.23 .000

F=27.35, p=0.001, R2=0.142

4. 고찰  결론

치과 생사의 이미지는 직업 본질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것으로, 문가로서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 참다

운 모습을 보여주기 한 질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 져

야 한다. 이미지의 질 향상은 환자를 만족 시킬 뿐 아

니라 치과 생사들의 직업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한 앞으로 치과 생사가 될 치 생학과 재학생

들이 임상실습 치과환자로의 내원을 통해 치과 생사

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경험한다면 공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업성취도가 향상하는 등의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남지역 4년제 치 생학과 재학생

을 체를 상으로 자신이 인지한 치과 생사의 이미지

가 공에 한 만족도 학업 자아개념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고, 비치과 생사들의 치 생 교육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과 생사의 이

미지의 4가지 하 요인인 직업 이미지, 업무 이미지,

사회 이미지, 개인 이미지와 공 만족도, 학업성취

도 변인의 상 계 분석 결과Table 2, 치 생학과 재학

생들이 인식한 치과 생사의 직업 이미지, 업무 이

미지, 개인 이미지가 좋을수록 공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과 생사는 문직으로 국

민구강건강향상에 요한 역할을 하며 평생 직업으로

합하다고 느낄수록 공에 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

으로 사료된다. 한 공 만족도와 학업 자아개념 변

인 간 정(+)의 상 성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문직으

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치과 생사의 이미지를 인식할

때 공에 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교과가 재미있고

좋은 성 을 내기 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을 검증하기 한 다 회귀분석 결과Table 3, 치

과 생사의 이미지 하 요인 직업 이미지가 공

만족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

=.43, p<.001). 가 외[23]의 연구결과를 보면, 본 연구와의

연구 상자가 다르지만 유사 직군임을 제로 비교할 때

간호사의 이미지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r=0.66, p=.000). 치과 생사가 문성이 확보되며 구

강건강향상을 해 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어야

공에 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만족

도와 학업 자아개념간의 인과 계 결과를 보면 Table

4, 공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 공부가 재미있고

학업에 열 하려는 학업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38, p<.001).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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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이루기 한 선행요인으로 허[24]의 연구결과인

공만족도가 학업성취와 정(+)의 상 계이며 양[25]의

연구결과 한 학업 자아개념이 학업성취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공에 한만족도가 높을 때원활한학업

수행을 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심으로 고찰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 생사의 이미지 직업 이미지가 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직업

이미지 향상을 해 문가로서의자기 리와 문

지식을 함양하고 무엇보다 직업 에 한교육이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에 한 만족도가 향상되면 학업에 한 동

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에 한 성취는

문성 함양 우수한 업무수행을 한 제이다. 공

에 한 만족도 향상을 해 장에 있는 치과 생사들

의 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한 산업 장

의 지지와 제도 배려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 생 교육에서 학생들의

학업 동기부여를 해 공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교

내외 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에 있는치과 생사의

문 이미지 향상을 해 치과 생사들의 환경 , 심리

개선 을 추출하고 장의 치과 생사들의의식이 변

화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 생사들의

문성이 재학생들의 공만족도와 학업에 향을 미친다

는 결과는 치과 생사 뿐만 아니라 치 생학 공 재학

생들의 학업 동기유발에 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학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상이 국한된 연구

로써 일반화를 해 향후 반복 인 연구 확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상의 다양성 확보를 해 지역간 혹은

학제간 비교 분석하는 보완연구가 계속진행된다면 문

성을 가진 치과 생사를 양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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