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대학생은 생애 주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속하는 

연령으로 부모로부터의 정신적⋅물리적 독립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인식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성인으로서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또한 부모에게서 정서적 분리와 사회생활을 준비하

면서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며 승화되

는 방법을 알아나가는 시기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부모의 통제하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대학입시를 위해 학업 외적인 경험들은 부족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변화된 대학생활을 경험하면서 선⋅후배, 

친구, 교수 등과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을 

경험하게 되며 당황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대학 

생활에 대한 좌절과 부적응을 겪게 된다[3][4].

최근 대학에서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대학생활에 부적응으로 인한 것으로 대학생활에서의 

부적응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어 스트레

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5]. 그 이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고립감과 공허

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6], 대학생

에게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생활의 대부분이 대인

관계에서 시작하게 되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원활한 

소통과 공감능력이 더욱 요구하게 된다[7]. 공감은 타인의 감정 

혹은 경험을 자신의 것처럼 느껴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증가시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 대응을 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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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바탕이 된다[8][9].

치과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성향 파악을 통한 구강건

강관리를 수행하는 예비 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대인관계능력은 주위 사람들과 공감을 통해 신뢰감 및 친근감을 

형성하여 성공적인 관계 맺음을 위한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10]. 

이와 더불어 치과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다양한 질병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괄

적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문제해결능력은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서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지적능력으로[11] 치위생(학)과를 졸업 후 대부

분 치과위생사로 치과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치위생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치위생(학)과 교육은 치과위

생사 국가고시 중심의 교육과정과 최신 치과임상분야의 전문적 

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다양한 대상자와 환경에 

따른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변화하는 치과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은 과거 단순한 업무와 치위생 관리에서 현재는 환자 

및 직원관리등과 같은 대인관계를 절충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8].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자아존중감[7] 

[12][13] 및 사회적지지[14], 비판적 사고[15][16]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융합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중심으

로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 

관계를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수립과 치위생 교육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 대학의 치위생(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

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내용에 동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서명을 한 후 조사하였다. 연구 중 설문참여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단 및 설문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2. 연구방법

대인관계능력의 측정은 박 등[17]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하였으며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능력

의 하위요인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 타인지향, 자기표현, 상호작

용관리, 신뢰감 형성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의 측정은 이[18]가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하였

으며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의 하

위요인은 문제인식,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고, Bartlett

의 단위행렬 점검과 KMO값은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 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287부의 설문지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이다. Cronbach‘s α

는 대인관계능력 0.880,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은 관계에 대한 

자신감 0.913, 타인지향 0.831, 자기표현 0.900, 상호작용관리 

0.870, 신뢰감 형성 0.677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은 0.962, 

문제해결능력 하위요인은 문제인식 0.795, 수행평가 0.861, 원인

분석 0.863, 대안개발 0.870, 계획실행 0.8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고,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문제해결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인 관계에 대한 자신감, 타인지향, 자기표현, 상호작용

관리, 신뢰감 형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와 산출근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독립변수 5개일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230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90명으로 선정하

였고, 그 중 무응답으로 자료처리가 곤란한 설문지는 제외한 

총 28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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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93.0%, 남성은 7.0%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39.4%, 4학년 29.6%, 1학년 19.9%, 2학년 11.1%순으로 나타났

다. 성적은 중 69.0%, 하 18.5%, 상 12.5% 순으로 나타났다.

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정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 점수는 3.33점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3.49점

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은 타인지향 3.75점, 

자기표현 3.74점, 관계에 대한 자신감 3.45점, 신뢰감 형성 3.33

점, 상호작용 관리 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하위요

인은 문제인식 3.68점, 수행평가 3.54점, 원인분석과 대안개발 

각 3.51점, 계획실행 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과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관계에 대한 자신감은 상호작용 관리

1 2 3 4 5 6 7 8 9 10

1 -

2 .328** -

3 .291** .686** -

4 .441** .141* .245** -

5 .225** .145* .132* .060 -

6 .296** .465** .434** .159** .231** -

7 .169** .442** .401** .263** .117* .746** -

8 .255** .421** .426** .074 .209** .736** .759** -

9 .323** .391** .375** .017 .196** .674** .660** .798** -

10 .232** .451** .470** .158** .238** .694** .674** .763** .787** -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0.05, **p<0.01

1: Confidence in Relationship 2: Other-directedness 3: Self-expression 4: Interaction Management 5: Trust Building 6: Problem recognition 7: Cause analysis

8: Decision making 9: Plan execution 10: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ub-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267 93.0

Male 20 7.0

Grade

1 57 19.9

2 32 11.1

3 113 39.4

4 85 29.6

Results

Top 36 12.5

Medium 198 69.0

Lower 53 18.5

Total 287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variables M±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nfidence in Relationship 3.45±0.83

Other-directedness 3.75±0.68

Self-expression 3.74±0.64

Interaction Management 2.74±0.66

Trust Building 3.30±0.68

Average 3.33±0.43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recognition 3.68±0.56

Cause analysis 3.51±0.51

Decision making 3.51±0.54

Plan execution 3.47±0.56

Performance evaluation 3.54±0.57

Average 3.49±0.43

<Table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Problem-olving 

Ability of Subjects N=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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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41, p<0.01), 타인지향(r=.328, p<0.01), 계획실행(r=.323, 

p<0.01), 문제인식(r=.296,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타인지향은 자기표현(r=.686, p<0.01), 수행평가(r=.451, 

p<0.01), 문제인식(r=.465, p<0.01), 원인분석(r=.442,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표현은 수행평가(r=.470, 

p<0.01), 문제인식(r=.434, p<0.01), 대안개발(r=.426, p<0.05)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상호작용 관리는 원인분석

(r=.263, p<0.01), 문제인식(r=.159, p<0.01), 수행평가(r=.158, 

p<0.01)와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신뢰감 형성은 수행평가

(r=.238, p<0.01), 문제인식(r=.231, p<0.01), 대안개발(r=.209,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인식은 원인분

석(r=.746, p<0.01), 대안개발(r=.736, p<0.01), 수행평가(r=.694,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원인분석은 대안개

발(r=.759, p<0.01), 수행평가(r=.674, p<0.01), 계획실행(r=.660, 

p<0.01)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개발은 계획실

행(r=.798, p<0.01)과 수행평가(r=.763, p<0.01)에서 정적상관

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실행은 수행평가(r=787,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4.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제해결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타인지향(p<0.001), 관계에 대한 자신감(p<0.001), 자기표

현(p<0.01), 상호작용 관리(p<0.01), 신뢰감 형성(p<0.05)이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고찰 및 결론

최근 치과의료의 환경은 다각도로 변화하고, 치과임상에서는 

치과위생사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향

의 사람과의 대인관계와 돌발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고, 즉각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핵심역량으로 요구하고 

있다[19]. 이에 본 연구는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 287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적절한 교수전략 수립과 교육과

정 중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시도되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은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3.33점으로 나타났다. 김과 김[8]의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 점수

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7]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능력 점수가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

계능력에 따른 하위요인에서는 타인지향과 자기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감 형성, 상호작용 

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관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

하려는 노력, 상대방의 가치와 태도 인정,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표현, 상대방을 위한 밝은 표정유지,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으로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연령의 시기가 대부분 청소년

과 성인기에 속하는 시기로 대인관계의 폭이 좁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 치과임상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

한 상대에 대한 시뮬레이션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은 전체 평균 5점 만점에 

3.49점으로 나타났다. 전과 김[16]의 연구와 심 등[15]의 연구 

결과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으로는 문제 인식이 3.68

점, 수행평가 3.54점, 원인분석과 대안개발이 3.51점으로 나타났

으며, 계획실행은 다른 요인보다 다소 낮은 3.47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연령상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완벽한 독

립이 안 된 상태로 본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PBL 수업등을 활용한 

사고능력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위생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간의 관

련성을 파악한 결과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정적인 관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EXP(β) p

constant 1.988 .190 <0.001

Confidence in 

Relationship
.118 .032 .227 <0.001

Other-directedness .164 .042 .258 <0.001

Self-expression .144 .046 .214 <0.01

Interaction Management .117 .038 .178 <0.01

Trust Building .080 .031 .125 <0.05

***
p<0.001, **p<0.01, *p<0.05

F=33.902, p<.001, Adj R2=0.376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Table 4> The influential factors of problem solv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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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과 이[20]의 연구결과 대학생의 

대인관계가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실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혼자 

일을 수행하거나 참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고[20], 

문제해결능력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학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하였다[21]. 즉, 학교 내 수업 시 토론을 통해 

학습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높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결

과는 타인지향(p<0.001), 관계에 대한 자신감(p<0.001), 자기표

현(p<0.01), 상호작용 관리(p<0.01), 신뢰감 형성(p<0.05) 순으

로 나타나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다양한 교수법과 문제해

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 타인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치위생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은 치위생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 대학의 치위생(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

가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 및 분석하여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해결능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수립과 치위생 교육⋅비교

과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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