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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thical type on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657 dental hygiene students in J region from November 10 to December 
10, 2014.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The study instrument consisted of ethical type and self-esteem by Liker 5 scale. 
Ethical type was adapted from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 by Forsyth and self-esteem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Rosenburg 
instrument. Cronbach alpha was 0.850 in ethical type and 0.840 in self-esteem. 
Results: Ethical typ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howed higher idealism of 3.87 and relativism of 3.59. Self-esteem was 3.49. Extroverted 
personality tended to show higher self-esteem. Age, monthly income of parents, family atmosphere had an influence on self-esteem.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study was 35.0%.
Conclusions: The ethical type and self-esteem were the important factors to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n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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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6)

현대의학의 발전은 의료기관 전문화와 함께 경쟁 심화를 

야기하였고,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개인 소유형태를 띤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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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가능한 의료와 수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형

태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필수적 의료서비

스보다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급여 치료 항목에 더욱 주력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의료상황에 맞는 윤리적 기능이나 제도적 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차 

의료기사가 될 치위생과 학생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 물음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올바른 윤리 

가치관의 정립과 윤리적 의사결정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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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고도의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양성해 나

가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시절에 확

립된 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은 임상실습 현장이

나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

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 

즉,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윤리성향을 가지

고 있느냐는 졸업 후 이들이 행하게 될 전문적 치위생 행위

와 직결되며,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

므로 중요하다. 이에 치과의료 현장에서 인간의 구강건강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주체이며, 이들이 옹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

해서는 윤리적 성향의 의식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Schlenker와 Forsyth3)와 Forsyth4)는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을 하는 기본적 요소로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두 가지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주의 성향은 윤리적 판단시에 

결과보다는 행위 그 자체에 따라 판단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상대주의 성향은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반영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을 할때 보

편적인 도덕법칙을 고려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상대주의 성

향은 낮게 측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생명과학과 의

료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절대적 도덕률만으로는 새로이 제기되는 윤리적 난제들에 

대처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최근 대학 교육과정에서 일반적

인 직업윤리와 치위생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치위생 교육과정에 

윤리적 가치관, 윤리이론과 원칙을 포함하는 윤리교육을 강

화하고, 체계적인 윤리적 사고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의료현장에서 타전문직과 협력하면

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신을 신뢰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 자아존

중감과 올바른 윤리성향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

겠다5).

자아존중감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6).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

을 독려하며 미래를 준비하지만,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

를 낮게 평가하므로 주위 사람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되며 

현실과 미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 또한 자아존

중감이 높은 치과위생사는 치위생직무를 효율적이고 바람직

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자신과 환자에 매우 유익할 것

이므로5), 미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는 반

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치

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윤리성향을 연구하고, 복잡해진 보건의료체계 내에

서 윤리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른 윤리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J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었다. 조사 시기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

문조사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657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불충분한 설문지 57부(8.7%)를 

제외한 600(91.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

성 문항 및 윤리적 성향에 관한 문항 20개, 자아존중감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한5)의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나타내

었다.

2.1. 윤리적 성향

윤리적 성향은 Forsyth4)의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 

(EPQ)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문항의 구성은 이상주의 성향 

10문항과 상대주의 성향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주의 

성향은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 시에 결과보다는 행동 자체에 

의해 판단하려는 성향이고, 상대주의 성향은 보편적인 윤리

법칙보다는 상황에 의해 윤리성을 판단하려는 성향이다. 문

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

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

이 높다고 해석하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성향

과 상대주의 성향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연구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850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신

뢰도를 보여주었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urg7)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으며, 문항의 구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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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Age(y) 18～20 312 52.0

21～22 248 41.3
23～25 32 5.3
26≤ 8 1.3

Religion Christianity 160 26.7
Catholic 40 6.7
Buddhism 16 2.7
No religion 376 62.7
Others 8 1.3

GPA(Grade point average) Lower than 2.4 32 5.3
2.5～3.0 96 16.0
3.1～3.5 184 30.7
3.6～4.0 240 40.0
Higher than 4.0 48 8.0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Unit: million won)

<200 144 24.0
200～299 144 24.0
300～399 176 29.3
400～499 72 12.0
≥500 64 10.7

Home atmosphere Not a very harmonious 8 1.3
Not a harmonious 8 1.3
Normally 200 33.3
It is harmonious 240 40.0
It is very harmonious 144 24.0

Personality type Introverte 96 16.0
Normally 296 49.3
Extroverte 176 29.3
It is a very extrovert 32 5.3

Total 600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역 코딩 후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Cronbach's alpha 값은 

0.840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value

를 이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윤리성향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은 윤리성향의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를 시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윤리

성향의 관련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성 판정은 p<0.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연령은 18～20세 52.0%, 

종교는 무교가 62.7%, 성적은 평점 3.6～4.0이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은 300～399 만원미

만이 2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분위기는 

64.0%이 화목하다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격유형은 보통이

다(49.3%), 외향적이다(29.3%), 내향적이다(16.0%), 아주 외

향적이다(5.3%)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윤리성향 및 자아존중감 인지 수준

대상자의 윤리성향 및 자아존중감 인지 수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윤리성향에서는 이상주의 성향이 3.87

점로 상대주의 성향은 3.59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자아존

중감은 3.49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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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elf-esteem

N Mean±SD F(t) p-value*

Age(y) 18～20 312 3.43±0.60b

8.712 <0.001
21～22 248 3.55±0.61b

23～25 32 3.43±0.35b

26≤ 8 4.40±0.00a

Religion Christianity 160 3.61±0.54a

6.466 <0.001
Catholic 40 3.54±0.30a

Buddhism 16 3.60±0.96a

No religion 376 3.45±0.73a

Others 8 2.60±0.56b

GPA
(Grade point average)

Lower than 2.4 32 3.40±0.52b

0.438 <0.001
2.5～3.0 96 3.45±1.82b

3.1～3.5 184 3.50±0.54a

3.6～4.0 240 3.51±0.60a

Higher than 4.0 48 3.55±0.33a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 
(Unit: million won)

<200 144 3.33±0.61b

32.734 <0.001
200～299 144 3.34±0.51b

300～399 176 3.38±0.49b

400～499 72 3.90±0.51a

≥500 64 4.01±0.64a

Home atmosphere Not a very harmonious 8 3.10±0.00bc

25.527 <0.001
Not a harmonious 8 2.90±0.00bc

Normally 200 3.23±0.61c

It is harmonious 240 3.55±0.51a

It is very harmonious 144 3.80±0.59abc

Personality type Introverte 96 3.33±0.41bc

7.375 <0.001
Normally 296 3.47±0.58c

Extroverte 176 3.56±0.68ac

It is a very extrovert 32 3.85±0.68ab

*by the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o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at α=0.05

Table 3. Self-esteem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Mix Max Mean±SD

Ethical type Idealism 600 3.00 5.00 3.87±0.43
Relativism 600 2.70 5.00 3.59±0.51

Self-esteem 600 2.10 5.00 3.49±0.60

Table 2. Subject of ethical type and self esteem cognitive level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Table 3>과 같다. 연령은 26세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

주교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적은 평점

이 4.0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평

점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자아

존중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월평균소득이 높아질수

록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1). 또한, 가정분위기는 매우 화목하다가 

3.80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

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조사되었으며, 성격유형은 외향적일

수록 자아존중감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은 <Table 4>와 같

다.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은 26세 이상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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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Idealism Relativism

N Mean±SD F(t) p-value* N Mean±SD F(t) p-value*

Age(y) 18～20 312 3.88±0.41b

15.818 <0.001

312 3.65±0.56c

11.844 <0.001
21～22 248 3.84±0.43b 248 3.46±0.43bc

23～25 32 3.70±0.33b 32 3.83±0.40a

26≤ 8 4.80±0.00a 8 4.10±0.00ab

Religion Christianity 160 3.97±0.54a

5.563 <0.001

160 3.78±0.64ab

12.719 <0.001

Catholic 40 3.98±0.30a 40 3.70±0.47ab

Buddhism 16 3.60±0.21b 16 3.30±0.21ac

No religion 376 3.83±0.38 376 3.51±0.44a

Others 8 4.00±0.00a 8 3.00±0.00bc

GPA(Grade 
point average)

Lower than 2.4 32 4.20±0.53a

7.837 <0.001

32 3.28±0.53b

3.615 <0.01

2.5～3.0 96 3.78±0.28b 96 3.57±0.37a

3.1～3.5 184 3.80±0.49b 184 3.59±0.64a

3.6～4.0 240 3.91±0.38b 240 3.61±0.48a

Higher than 4.0 48 3.89±0.45b 48 3.68±0.31a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
(Unit: million 
won)

<200 144 3.96±0.34ac

1.146 <0.001

144 3.53±0.48c

12.785 <0.001

200～299 144 3.86±0.41ac 144 3.64±0.54ac

300～399 176 3.71±0.46bc 176 3.46±0.50bc

400～499 72 4.11±0.40ab 72 3.93±0.53ab

≥500 64 3.85±0.41ac 64 3.51±0.33c

Home 
atmosphere

Not a very 
harmonious

8 3.79±0.00b

5.506 <0.001

8 3.80±0.00a

5.778 <0.001

Not a harmonious 8 3.79±0.00a 8 2.90±0.00b

Normally 200 3.86±0.45b 200 3.66±0.54a

It is harmonious 240 3.80±0.38b 240 3.54±0.35a

It is very 
harmonious

144 3.97±0.47b 144 3.58±0.68a

Personality type Introverte 96 3.88±0.35a

4.451 <0.01

96 3.66±0.43

1.258 0.288
Normally 296 3.88±0.44a 296 3.55±0.56

Extroverte 176 3.89±0.42a 176 3.60±0.51

It is a very extrovert 32 3.90±0.52b 32 3.63±0.26
*by the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o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an test at α=0.05

Table 4. Ethical typ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독교와 천주교의 종교를 가진 대상자에게서 이상적 윤리성

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적에서는 평점 2.5미만 대상

자에게서 이상적 윤리성향은 4.20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상

대적 윤리성향은 성적이 높을수록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은 400- 

499 만원에서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이 높게 

조사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가정분위기

에서는 매우 화목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이상적 윤리성

향이 3.97로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상대적 윤리성향은 보

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66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격유형은 아주 외형적이

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이상적 윤리성향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5.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의 하위요인 관련성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의 하위요인 관련성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이상적 윤리성향과 관련

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상적 윤리

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0.01).

6. 자아존중감 관련 요인 분석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윤리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0% 였으며, 연령 및 부모님

의 월평균소득, 가정분위기, 이상적 윤리성향 요인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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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B SD  t p-value*

constant 0.265 0.267 0.992 0.322
Age(y) 0.132 0.030 0.144 4.361 <0.001
GPA(Grade point average) 0.023 0.021 0.038 1.111 0.267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Unit: million 
won)

0.133 0.017 0.280 7.815 <0.001

Home atmosphere 0.174 0.026 0.246 6.684 <0.001
Personality type 0.040 0.029 0.052 1.390 0.165
Idealism 0.525 0.051 0.374 10.356 <0.001
Relativism -0.046 0.044 -0.039 -1.048 0.295

F=41.359,(p<0.001), R2=0.359, Adj R2=0.350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able 6. Factors related to self-esteem

Division Self-esteem Idealism Relativism
Self-esteem 1
Idealism 0.370** 1
Relativism 0.124** 0.381**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able 5. Self-esteem and ethical factors relevant to the type

성이 높게 조사되었다. 

총괄 및 고안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사회현상은 치과의료계에서도 예외

적일수 없으며 자아존중감 증진을 통해 윤리적 상황을 비판적으

로 파악하고,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협력적이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올바른 윤리적 

성향의 확립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윤리적 성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어 Rosenburg7)의 자아존중감 척도와 

Forsyth4)의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EPQ) 척도를 활용

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윤리적 

성향을 근거로 2가지 윤리성향으로 구분하여 이들 유형과 자아

존중감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치위생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윤리성향은 이상주의 성향이 3.87로 

상대주의 성향 3.59보다 높게 조사되어 여러 선행연구8-10)결

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윤리

적 판단 시에 결과보다는 행동 자체에 의해 판단하려는 성

향이 강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이슈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행동을 하게 된 결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49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간호 및 물리치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11,12)와 

일치된 결과로 치위생과 학생들 역시 자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게 평가하는 개념인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낮고 부정적으

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은 

성장의 한 단계에서가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미치

며, 사회에 진출하는 한 성인으로서 독립된 가정을 가져야 

하는 중간단계로서 준비하는 시기이며, 높은 자아존중감 형

성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응을 위해서라도 필수

적일 것이다11). 따라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

문적 교육 접근 방법 연구를 통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용할 

있는 제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와 한의 연구5)

와 유사한 결과로서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성숙되며 자신감 

또한 상승하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사료된다. 성적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장과 이13)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서 성적이 높은 학

생이 낮은 학생보다 자신의 학습 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높고, 가정이 화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홍14)의 연구에서 설명하였듯이 부모님의 

경제적수준, 가정분위기 및 양육방식이 자녀들의 심리사회

적 적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위축감과 

공격성이 낮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

로 사료된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 등15)과 Larsen RJ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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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elaar16)의 연구결과에서 외향성이 강한 개인이 긍정적인 

정서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결과로 사료된다. 치위생 교육기관은 인성을 갖춘 전문 치

과위생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인교육을 동

반하는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17). 따라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나 전공실

습, 실무적 활동 등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외부활동을 통

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하고, 조직의 구성

원임을 확인시킴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전공분야

의 만족도,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치위생학

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과정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이상적 윤리성

향과 가장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 부모님의 월평

균소득, 가정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35.0%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와 한5)의 연구결

과와 일치된 결과로서 이상적 윤리성향이 행위 자체에 따라 

판단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믿고 있는 반면, 상대적 윤리

성향은 개인과 상황에 따라 도덕적 행위가 달라지는 보편적 

가치관을 믿지 않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상주의 성향

이 높을수록 보다 윤리적이며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결

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

고 재충전하는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데, 홍14)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정보다는 사회가, 사회보다는 학교가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내적 평가도구로써 중요한 심리적 특질이고 사회

적 성취동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18), 상황에 대

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치위생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 관계의 성공경험률을 높일 수 있

는 방안과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지지하며, 졸업 후 신규 치과위생사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잘 적응하며 자신의 잠재

력을 발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횡단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모든 치위생과 학생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을 파악하

고, 윤리적 성향과의 관련성 연구가 미흡했던 치위생 분야

에 새롭게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6,11,12,18)

에서 연관성이 제시되었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

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

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치위생 교육 및 직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과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J지역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600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과 윤리성향을 조사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성향은 이상주의 성향이 3.87

로 상대주의 성향 3.59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자아

존중감은 3.49로 조사되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높고,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 및 부모님의 월평균소득은 높고, 가정분위

기는 화목하고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

게 조사되었다. 

3. 자아존중감은 이상적 윤리성향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

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상적 윤리성향과 

상대적 윤리성향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p<.0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이

상적 윤리성향, 연령, 부모님의 월평균소득, 가정분위

기와 관련성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

은 35.0% 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올바른 윤리의 가치관 정립과 윤리적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치위생 교육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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