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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 학은 융합형 교육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학기  많은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시험불안은 생리  정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시험불안과 

자아존 감 간의 계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과, 치 생과 학생 301명을 상으로 시험불안과 자아존

감의 계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의 체 인 평균은 2.98이며 남학생, 나이가 많

은 경우, 고학년일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불안은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 특성  시험불안감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서는 남학생인 경우, 고학년인 경우, 본인이 선택한 경우 자아존 감이 높았으며, 시험

불안감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은 낮은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다 나은 학문  환경을  통해 시험불안을 낮춤

과 동시에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인 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Key Words : 융합교육, 보건계열, 학생, 시험불안, 자아존 감

Abstract   Recent domestic university has emerged need to convergence education. Health related 

department College students must deal with a lot of exams. The test anxiety can cause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This study  Health related department College students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 of 301 students. In general the overall average is 2.98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elf-esteem 

and gender, boys, if older, the older the more self-esteem was higher. Test anxiety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little higher this year. Test anxiety is higher self-esteem was low. The effect 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est anxiety self-esteem, in the case of boys, seniors, if I choose this 

self-esteem was higher, the higher the anxiety test were analyzed by low self-esteem. Therefore, need to 

a systematic curriculum approach and academ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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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융합  교육이 두되고 있는 사회는 개개인에게 

다양한 능력과 이에 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한 끊임없는 경쟁이 증 되고 있다.  이러한 시

 속에 청소년들은 등학교 때부터 학교 졸업할 때

까지 20년 정도를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학업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한 성인이 되어도 취업 비, 자격

시험 등 지속 으로 시험을 치루면서 타인과의 경쟁을 

지속 으로 하고 있다[1]. 학생들은 사춘기의 성향이 

그 로 남아있는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여 여 히 심 으

로 불안한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업, 진로, 취업, 

새로운 환경 응 등에 한 스트 스와 불안을 경험하

게 된다[2]. 특히 학생들은 아직 학업 에 있는 시기로 

타인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한 무한 경쟁 속에서 취업

과 진로결정에 한 향을 미치는 시험을 잘 치루기 

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험에 

한 불안은 학생들에게 스트 스 요인  하나로서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3]. 불안이라 함은 불길한 감으로 

인해 편안하지 않고 정서 으로 긴장되면서 불쾌함을 느

끼는 감정 인 반응을 의미한다. 시험불안도 이런 불안

의 한 형태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 으로 경험하는 정서 , 신체 , 

행동 인 반응을 말한다[4]. 학생들이 느끼는 시험에 

한 불안은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도

하여 시험 비에 도움을  수 있지만 높은 시험불안은 

학업성취와 련된 여러 변수와 련하여 학업에 한 

동기와 신념을 해시키는 요인으로 부정 인 향을  

수 있다[5]. 과도한 시험불안은 교우 계가 축되고, 우

울증, 신경증, 자신감 하, 열등감 등을 경험하여 정신건

강과 높은 상 계를 나타내며[6]. 두통과 소화불량 등 

신체 인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7]. 이런 시험불안은 

단순히 학과 성 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

고 시험실패 원인을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아개념 형성에 향을 주어 학습부진학생인 

경우에는 쉽게 좌 을 함으로서 학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3]. 이런 시험불안 때문에 오는 우울, 

신경증, 자신감 하 등과 같은 부정 인 요인을 감소시

키고 스트 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자아존 감을 들 수 있다[8]. 자아존 감은 인간

의 행동과 응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서 자

신을 어느 정도 존 하고,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신에 한 주 인 평가

로서 자아에 한 정  는 부정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9].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 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스트 스에 

한 처능력이 높으며 스트 스 상황을 정 이고 

극 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기를 표 하는 능력이나, 

자기확신, 잠재 인 지도력,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능

력, 사회 인 기술, 실용  지식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10]. 특히 간호과, 치 생과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한 

많은 학습량을 감당해야 하며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리

인 부담감이 지 않은[3] 반면 보건계열 학과에서 국

가고시 합격률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 교육성과에 있어

서도 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다수의 선

행연구에 따르면 시험불안이나 자아존 감은 신체 , 정

신  건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

나 시험불안을 종속변수로 한 재연구[2,3,11]의 형태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간호과 치 생과 등 보건계열 

학생을 융합 으로 한 시험불안과 자아존 감간의 계

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이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과 치 생과 학생들을 상

으로 시험불안과 자아존 감 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 구체 인 연구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과, 치 생과 학생들의 일반 인 특성에 따

른 시험불안과 자아존 감 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시험불안 정도에 따른 자아존 감은 어떠한 

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자아존 감에 일반 인 특성의 변수와 시험불안

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북지역 

일부 학에 간호과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하 다. 

총 310명을 상으로 조사목 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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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 으며 이  불충분한 응답자 9부을 제외한 남학생 

25명, 여학생 276명을 최종 분석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선행연구[12,13]의 항목을 참조하여 연구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학생들의 특

징에 부합되는 일반 인 특성 8문항, 시험불안 35문항, 

자아존 감 10문항으로 조사목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

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문항을 기재하 으며 본 연구의 

체 인 신뢰도는 Cronbach's α= .717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시험불안
시험불안 척도는 개인 으로 요하다고 느끼는 시험

이나 평가  상황에서 정서 , 생리 으로 느끼는 불안

의 한 형태를 말한다. 본 연구는 Spielberger[14]의 시험

불안검사(Test Anxiecty Invevtory: TAI)를 한국 학생실

정에 맞게 김[15]이 개발한 TAI-K(TestAnxiety 

Inventory-Korea)을 사용하 다. 총 문항은 35문항으로 

인지  요인 15문항, 감정  요인 15문항, 일반  요인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시험불안도 신뢰도

는 Cronbach's α= .858이었다. 본 연구에서 시험불안의 

수분포는 ‘그 다’를 ‘1’로 부여하고 ‘그 지 않다’를 ‘0’

로 부여하여 ‘그 다’의 총 수를 평균 수를 심으로 

하여 3부분으로 구성하 다. 즉 시험불안도 체 인 평

균은 12 으로 분석되어 1-7 은 시험불안도가 낮은 단

계, 3-15 은 보통단계, 16  이상은 높은 단계로 구분하

여 시험불안도를 나타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 감은 인간의 행동  응에 향을 미치는 

부정  는 정  평가와 련된 것으로 임[16]과 박

[17]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본 연

구의 자아존 감 척도는 부정 인 자아존 감 5문항, 

정 인 자아존 감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분포는  ‘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로 Likert 4  척도로 나타냈으며 평균 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자아존

감 신뢰도는 Cronbach's α= .795이었다. 

2.4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기법으로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빈도

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과 시험불안감의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t-test와 One-way ANOVA검증을 하 다. 일반 인 특성

과 시험불안감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하 으며 검정을 한 통계  유의

수 은 0.05로 하 다. 측정도구의 내 일 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체 301명으로 남성 

25(8.3%)명 여성 276(91.7%)명으로 여성이 부분이었

다. 나이는 21-22세가 120(39.9%)명으로 많았으며 학과

는 간호과 203(67.4%)명, 치 생과 98(32.6%)명으로 나

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116(38.6%)명으로 분포되었고 

종교는 129(42.1%)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

는 175(58.1%)명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입학형태

는 169(56.1%)명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입학하 다. 학과

에 입학한 동기는 214(71.1%)명이 본인의 선택으로 나타

났다<Table 1>.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 감의 체 인 평균은 

2.9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16으로 여학생 2.96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나이는 23세 이상에서 3.06으

로 은 나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05). 학과에 한 

자아존 감은 간호과가 2.99. 치 생과가 2.97로 간호과

가 다소 높았다. 학년은 3학년이 3.09로 가장 높았다

(p<.05). 종교의 유무와 거주형태, 입학형태는 큰 차이

이 없었다. 입학 동기는 본인의 선택이 3.03으로 가장 높

았다(p<.05)<Table 2>.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감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감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3단계  높은 단계의 불안감을 기 으로 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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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zation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Gender               
Men    

Female 

25

276

8.3

91.7

Age                  

19-20 

21-22 

23-24

24<

61

120

58

62

20.3

39.9

19.3

20.6

Subject of study       

      

Nursing Department 

Dental Hygiene Department

203

98

67.4

32.6

Grade      

Grade 1

Grade 2

Grade 3

94

91

116

31.2

30.2

38.6

Religion    
Yes

No

129

172

42.9

57.1

Housing type
Parent’s home

Dormitory(Someone else's house)

175

126

58.1

41.9

Admission typ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fter Other school experience

After Social life experience

169

48

84

56.1

5.9

27.9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Oneself intention

Parents intention

High employment rates

214

37

50

71.1

12.3

16.6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Self-Estee

m
M±SD

F P
value

Test anxiety 
Percentage(%) P

valueLow
N(%)

Usually
N(%)

 High
N(%)

Gender            

   

Men    

Female 

3.16±0.51

2.96±0.36
5.808 0.017

* 8(33.3)

83(31.8)

9(37.5)

83(31.8)

7(29.2)

95(36.4)
0.756

Age               

   

19-20 

21-22 

23-24

24<

2.86±0.35

2.96±0.37

3.06±0.43

3.06±0.34

3.892 0.009
**

10(18.9)

37(32.5)

21(37.5)

23(37.1)

23(43.4)

32(28.1)

18(32.1)

19(30.6)

20(37.7)

45(39.5)

17(30.4)

20(32.3)

0.255

Subject of study   

       

Nursing Science Department 

Dental Hygiene Department

2.99±0.41

2.97±0.31
0.186 0.667

56(29.0)

35(38.0)

60(31.1)

32(34.8)

77(39.9)

25(27.2)
0.097

Grade 1      

Grade 1

Grade 2

Grade 3

2.90±0.35

2.91±0.39

3.09±0.37

8.772 0.000
***

16(19.0)

23(26.1)

52(46.0)

36(42.9)

28(31.8)

28(24.8)

32(38.1)

37(42.0)

33(29.2)

0.001**

Religion    
Yes

No

2.96±0.33

2.99±0.41
0.427 0.514

35(28.7)

56(34.4)

38(31.1)

54(33.1)

49(40.2)

53(32.5)
0.382

Housing type
Parent’s home

Dormitory(Someone else's house)

2.97±0.38

3.00±0.38
0.446 0.505

47(28.5)

44(36.7)

53(32.1)

39(32.5)

65(39.4)

37(30.8)
0.237

Admission typ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fter Other school experience

After Social life experience

2.97±0.40

3.03±0.38

2.98±0.33

0.494 0.603

47(30.1)

14(29.8)

30(36.6)

48(30.8)

15(31.9)

29(35.4)

61(39.1)

18(38.3)

23(28.0)

0.546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Oneself intention

Parents intention

High employment rates

3.03±0.39

2.79±0.36

2.91±0.31

7.050 0.001
** 71(34.6)

4(12.5)

16(33.3)

65(31.7)

13(40.6)

14(29.2)

69(33.7)

15(46.9)

18(37.5)

0.163

Total 2.98±0.38

*p<.05  **p<.01 ***p<.001

<Table 2> Self-Esteem and Test anx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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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est anxiety Self-Esteem 
N(%) Measure range M±SD P-value(F)

Test anxiety 

Low 91(33.6) 1-7Point 3.14±0.35
0.000

***

(17.730)
Usually 92(32.5) 8-15Point 3.01±0.34

High 102(33.9) 16≤ Point 2.83±0.38

<Table 3> Self-Este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Test anxiety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B

-The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2.793 .078 36.490 .000

Gender

 (Female:0, Men:1, )
.210 .081 .152 2.597 .010*

Age 

(19-22:0 23<:1)
.121 .066 .155 1.825 .069

Subject of study (Dental Hygiene Department:0, 

Nursing Science Department<:1)
-.043 .048 -.053 -.900 .369

Grade 

(Grade 1-2:: 0, Grade 3: 1)
.131 .046 .167 2.845 .005

**

Religion

(No: 0, Yes: 1)
-.001 .043 -.002 -.033 .974

Housing type

(Parent’s home: 1,

Dormitory(Someone else's house: 0)

.034 .043 .044 .782 .435

Admission type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1, (After Other school experience,After Social 

life experience: 0)

.096 .062 .125 1.560 .120

Motivation of Choose the Department

(Oneself intention: 1, Parents intention,

High employment rates: 0)

.160 .048 .188 3.312 .001**

Test anxiety

(Low, Usually: 0, High: 1)
-201 .045 -.251 -4.482 .000

***

*p<.05  **p<.01 ***p<.001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 subordination variable: Self Esteem  F: 7.406 p: 0.000 R:0. 195 R2: 0.169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est anxiety of Test anxiety

때 여학생이 36.4%, 남학생이 29.2%로 여학생이 불안감

이 더 높았다. 나이는 21-22세에서 39.5%로  높게 나타났

다. 학과는 간호과가 39.9%, 치 생과 27.2%로 간호과의 

시험불안감이 더 높았다. 학년은 3학년이 29.2%로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았다(p<.05). 종교는 있는 경우 

40.2%로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거주 형태는 부모와 함

께 있는 경우 39.4%로 높게 나타났다. 입학형태는 고등

학교 졸업 후 입학한 경우 39.1%로 높았으며 사회생활을 

하다가 입학한 경우는 28.0%로 낮게 나타났다. 입학 동

기는 부모님의 권유인 경우 46.9%로 시험불안감이 높게 

분석되었다<Table 2>.

3.4 시험불안감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시험불안감을 3단계로 구분하여 3단계별로 자아존

감의 차이 을 분석한 결과 시험불안감이 낮은 단계의 

평균은 3.14, 간단계는 3.01, 높은 단계는 2.83으로 나타

내어 시험불안감이 낮을수록 자아존 감은 높게 나타났

다(p<.05)<Table 3>.

3.5 일반적인 특성 및 시험불안감과 자아존중감

과의 회귀분석 

일반 인 특성  시험불안감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 결과  Y(자아존 감)= 

2.793 + 0.210(성별) + 0.131(학년) + 0.160( 학선택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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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시험불안감)로 분석되었다. 즉 성별은 남학생인 

경우, 학년은 높은 경우, 학선택 동기는 본인이 선택한 

경우 자아존 감이 높으며, 시험불안감은 높을수록 자아

존 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Table 4>.

4. 고찰 및 결론
불안은 인 상황이나 스트 스로 인한 정서 으

로 부정 인 반응이며 학생이 겪는 시험에 한 시험

불안도 취업과 진로를 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요하

게 여기는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생리 , 심리 으로 부

정 인 효과를 낳을 수 있어 학업  스트 스를 증가시

키는 요인이 된다[18]. 본 연구는 이러한 시험불안감을 

감소시킬 방안을 악하고자 학업량이 많은 간호과 치

생과 학생들의 시험불안과 자아존 감의 연 성의 연구

를 실시하 다.  

연구 상자는 체 301명으로 남성 25(8.3%)명 여성 

276(91.7%)명으로 여성이 부분이었다. 일반 인 특성

에 따른 자아존 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성을 나타낸 변

수는 성별, 나이, 학년, 입학동기로 나타났으며(p<.05) 

체 인 평균은 4  척도에서 2.98이며 이와 김[19]의 2.82

와 하[20]의 3.00과 비슷한 결과이며 신[21]의 5  척도에

서 3.1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 감

은 남학생이 3.16으로 여학생 2.96보다 높았다. 이는 안과 

정[22]의 결과와 동일하다. 

신[21]은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 스가 여학생이 높았

으며, 취업스트 스와 자아존 감은 부 인 상 계를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즉 취업스트 스가 높은 여학생

인 경우 취업 비를 하는 학평가에 한 스트 스가 

높아 자아존 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나이

에 한 자아존 감은 23세 이상에서 3.06으로 은 나이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남과 이[23]는 나이가 많은 학

생이 은 학생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 으며 높은 

행복지수는 자아존 감을 높여주는 지수라고 보고하

다. 나이가 많은 경우는 학교에 응도나 교우 계가 심

리 으로 안정되어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자아

존 감도 높은 것으로 단된다. 학년는 3학년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은 경우에는 학년보다 

어떠한 스트 스 상황에서 처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13] 자신의 능력에 한 정 인 생각이 자아존 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입학 동기는 본인이 선태한 경우 

자아존 감이 가장 높았다. 남과 이[23]는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성과 흥미 로 선택한 경우 행복지수가 높

다고 보고하 다. 본인이 학을 선택할 경우는 자신의 

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며 이는 자아존 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해석된

다. 따라서 학을 선택할 시 성 에 따라서 는 취업만

을 생각해서 학과를 선택한다면 학생활을 하면서 나아

가 취업을 한 경우에도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낮

다고 생각되므로 자기의 성과 흥미를 잘 고려하여 학

과를 선택하는 것은 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인 특

성에 따른 시험 불안감을 3단계로 구분하 을 때 높은 단

계의 시험불안감을 기 으로 통계  유의성을 나타낸 것

은 학년으로 나타났다(p<.05). 학년은 3학년이 29.2%로 

다른 학년에 비해 시험불안이 가장 낮았다. 이는 유와 양

[2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유[13]는 학년이 낮은 경

우 스트 스 처방안이 낮다고 하 다. 시험불안도 스

트 스의 한 요인이며 시험에 한 스트 스 처능력이 

은 경우는 시험불안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해

결하기 해서는 선후배간의  친화력이 매우 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에 경험이 있는 선배들과 시험이나 

학교생활에 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평가에 한 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험불안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자아존 감과 시험불안감의 계를 알아보고자 시험불

안감을 3단계로 구분하여 3단계별 자아존 감의 차이

을 분석한 결과 시험불안감이 낮을수록 자아존 감은 유

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자아존 감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여기고 스트 스에 한 

처능력이 높으며 스트 스 상황을 정 이고 극 으

로 받아들인다[10]. 그러므로 시험스트 스에 한 처 

능력이 높을 경우 자아존 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해석된다. 일반 인 특성  시험불안감이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회귀분석 

결과 Y(자아존 감)= 2.793 + 0.210(성별) + 0.131(학년) 

+ 0.160( 학선택 동기) - 0.201(시험불안감)로 분석되어 

성별이 남학생인 경우, 학년은 높은 경우, 학선택 동기

는 본인이 선택한 경우 자아존 감이 높으며, 시험불안

감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은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p<.0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시

험불안은 자아존 감과 한 련성이 있으므로 교육

과정에서 보다 나은 학문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와 사

랑으로 친 감 있게 학생지도를 함으로서 시험불안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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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과 동시에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인 

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자아존 감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과 일부 지역에 국한

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한 타당성을 재확인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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