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jksdh.or.kr

Original Article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장애인 
인식간의 상관성 분석

조혜은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Hye-Eun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Received: 10 October 2016

Revised: 29 November 2016

Accepted: 1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e-Eun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 Yeodai-gil,

Gwangsan-gu, Gwangju 62396, Korea, Tel: +82-62-950-3796, Fax: +82-62-950-3841, E-mail: cho1995@kwu.ac.kr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521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5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frm June 13 to July 16, 2016.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lf-esteem by Rosenberg (10 items), self-efficacy by Schwarzer (7 items), 

and the negative awareness for disabled person by Siller (24 items) using Likert 5 point scale. Results: 

Those who did volunteer activity for disabled person showed high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an those 

who did not. Students having disability-related training experience had high self-esteem (p<0.05). Higher 

the self-esteem was, higher the self-efficacy was (r=0.655). Higher the self-efficacy was, the lower the 

negative awareness was (r=-0.142). Higher self-esteem enhanced the positive awareness for the disabled 

person (r=-0.206)(p<0.01). Conclusions: The systematic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disabled person 

recognition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hanc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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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활동이 증가 하고,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중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은 인류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단순한 기본적 권리를 넘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인권의 중

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받아왔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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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과 질병 그 차제가 문제이기 보다는 손상과 질병을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배제하는 사회에 의

해 장애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계보건구기구(WHO)에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

든 신체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장애통계연보

[2]에서 등록 장애인 수는 2,494,460명으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장애 인구의 특성으로 장애발생 원인 중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

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 또한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3]. 이러한 

후천적인 장애의 증가를 나타내는 통계에서 보듯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장애인을 

보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2년 간 건강검진 경험 여부는 2011년 

70.4%에서 2014년 72.9%로 증가하는 조사에서 사회복지의 발달에 따라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

용하는 빈도수도 증가하고 있고[2],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더

욱 요구되어진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2015년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였고, 2016년에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의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의 장애인 복지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

완하여 하게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 장애인 통계연

보[2]에 따르면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현황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차별을 많이 받은 분야

는 학교생활 중 또래들로부터가 47.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장애인에게 사회에서 차별

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많다 46.2%, 매우 많다가 26.4%로 조사되어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을 느끼는 인식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결과 모든 장애영역에서, 특히 정신지체 

장애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높다고 하였다[4]. 또한 직업을 가진 집단보다 대학생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고[5], 보건계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간

호학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6] 대학생들, 특히 환자를 응대하는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장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조

사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이라고 하였고[7], 자기효능

감이 높으면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고 하여 관련성을 나타낸 연구도 있으나[8],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Bandura[9]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의 정의는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

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 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 가치 등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

도 믿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 가치판

단이라 하였다[10].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장애인의 관계나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부족하나 여러 선행연구[11-13]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자아존중감 또한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4-17]. 선행 연구의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인관계의 한 부분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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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는 장애인 일상생활

의 질적 향상을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장애인 치과진료 시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장애가 있

는 사람들에게 구강보건지도, 구강관리, 진료협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치과위생사는 전문직

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18]. 박순주 등의 연구[19]에서 

복지관 장애인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 후 인식변화 조사연구에서 일반치과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됨 4.75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장애인들이 일반치과 이용에서 의료 담당자들의 불친절한 태도

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치과 만족도에 있어서 인적 서비스의 중요성과, 치과위생

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에 대한 학

교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곽 등의 연구[20]에서도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교육에 대해 87.5%가 

필요성을 언급하였듯 치위생(학)과도 보건계열 중의 하나로 미래의 치과위생사로 양성될 학생들에 

대한 장애인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체계적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관련 교육이 장애인의 인식과 태도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21-23]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대학 및 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치과 일선에서 장애인 환자를 응대하고 예방처치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로 양성될 치위생

(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의 상관성을 비교 ․ 분석하여 추후 장애

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광주 ․ 전남지역에 위치한 5개 치위생(학)과 학생 556명을 편의표본 추출하여 2016년 

6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충분한 설문지 44부를 제

외한 51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1041485-201606-HR-001-06).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 관련 문항,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 관련 문항을 포함한 일반적인 특성은 7문항으로 구성

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4]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25]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

는 문항은 역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기효능감은 Schwarzer 등[26]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10문항을 이[27]가 수정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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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한 것을 사용하였고,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장애인의 부정적 인식 척도는 Siller[28]가 개발한 DFS (disability factor scale)척도를 번안

하여 사용한 현[29]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2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해 부정

적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자아존중감 Cronbach’s alpha=0.853, 자기효능감 Cronbach’s alpha=0.918, 장애인 부

정적 인식 Cronbach’s alpha=0.750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1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징과 장애인 관련 내용은 frequency analysis

를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은 Mann-whitney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고, Bonferroni’s method post-hoc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자

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총 512명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에서 성별은 여자 499명(97.5%), 남자 13명(2.5%)이었고, 학년

은 1학년 170명(33.2%), 2학년 160명(31.3%), 3학년 137명(26.8%), 4학년 45명(8.8%) 순으로 나타

났다. 종교는 ‘없다’ 286명(55.9%) ‘있다’ 226명(27.5%) 순이었고, 장애인 봉사 경험이 ‘있다’ 301명

(58.5%), ‘없다’ 211명(41.2%)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족, 친척, 친구가 ‘없다’ 413명(80.7%), ‘있

음’ 99명(19.3%) 순으로, 장애체험 경험 ‘없다’ 331명(64.6%), ‘있다’ 181명(35.4%) 순으로 나타났으

며, 장애인 관련 교육 경험 ‘있다’ 296명(57.8%), ‘없다’ 216명(42.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적 특징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 비교

일반적 특징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은 자아

존중감은 남자에서, 자기효능감과 장애인 인식은 여자에서 높았고, 학년은 모든 항목에서 4학년이 높았

으며, 종교가 ‘있다’에서 세 항목 모두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Table 2>.

3.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 비교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

인 봉사 경험이 ‘있다’ 3.63, ‘없다’ 3.51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장애인 봉사 경험 ‘있다’ 3.33, 

‘없다’ 3.21 순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장애인 봉사 경험 ‘없다’ 2.75, ‘있다’ 2.66, 순으로 장애

인 부정적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장애체험 경험이 ‘없다’ 2.75, ‘있다’ 2.65 순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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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12)

Characteristics Division N (%)

Sex Male 13 ( 2.5)

Female 499 (97.5)

Grade 1st grade students 170 (33.2)

2nd grade students 160 (31.3)

3rd grade students 137 (26.8)

4th grade students 45 ( 8.8)

Religion Yes 226 (27.5)

No 286 (55.9)

Volunteer activity for the disabled Yes 301 (58.5)

No 211 (41.2)

Disabled family members, relatives, friends Yes 99 (19.3)

No 413 (80.7)

Experience of disabled injury Yes 181 (35.4)

No 331 (64.6)

Disability-related training experience Yes 296 (57.8)

No 216 (42.2)

Table 2. Comparison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esteem Self-efficacy
Disability negative 

awareness

Sex Male 3.89±0.66 3.63±0.85 2.57±0.47

Female 3.57±0.55 3.27±0.58 2.70±0.39

t/F 2.043 2.175 -1.136

p-value* 0.098 0.199 0.533

Grade 1st grade students 3.64±0.53 3.26±0.55 2.65±0.35

2nd grade students 3.52±0.56 3.30±0.59 2.71±0.42

3rd grade students 3.56±0.58 3.23±0.62
d

2.74±0.40

4th grade students 3.69±0.50 3.45±0.63
c

2.75±0.45

t/F 1.862 1.672 1.623

p-value* 0.137
†

0.069
†

0.117
†

Religion Yes 3.60±0.56 3.30±0.61 2.73±0.38

No 3.57±0.55 3.27±0.58 2.68±0.41

t/F 0.692 10.596 1.535

p-value* 0.367 0.435 0.193

*by Mann-Whitney or 
†

Kruskal-Wallis test
a,b,c,d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 difference post hoc (Bonferroni’s method) p<0.017

인 부정적 인식이 높았고, 장애인 관련 교육 경험 ‘있다’ 3.64, ‘없다’ 3.51 순으로 자아존중감이 유의

하게 높았다(p<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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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by experience with the 

disabled people

Characteristics Division Self-esteem Self-efficacy
Disability negative 

awareness

Disabled volunteer 

experience

Yes 3.63±0.58 3.33±0.63 2.66±0.42

No 3.51±0.49 3.21±0.52 2.75±0.36

t/F 2.436 2.380 -2.418

p-value* 0.010 0.009 0.008

Disabled family 

members, relatives, 

friends

Yes 3.63±0.55 3.34±0.58 2.66±0.35

No 3.57±0.55 3.27±0.59 2.71±0.41

t/F 0.852 1.093 -1.115

p-value* 0.282 0.125 0.163

Experience the 

disabled people

Yes 3.63±0.57 3.29±0.61 2.65±0.40

No 3.56±0.54 3.28±0.58 2.72±0.39

t/F 1.271 0.100 -1.863

p-value* 0.247 0.908 0.024

Disability-related 

training experience

Yes 3.64±0.59 3.32±0.63 2.67±0.41

No 3.51±0.48 3.23±0.52 2.74±0.38

t/F 2.583 1.873 -2.002

p-value* 0.016 0.090 0.060

*by Mann-Whitney or 
†

Kruskal-Wallis test

4.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655, p<0.01). 

자기효능감과 장애인 부정적 인식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0.142, p<0.01), 자아존중감과 

장애인 부정적 인식에서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0.206, p<0.01)<Table 4>.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awareness for disability

Self-esteem Self-efficacy  Awareness for disability

Self-esteem 1

Self-efficacy  0.655** 1

Awareness for disability -0.206** -0.142** 1

**p<0.01, by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장애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분야는 ‘학교생활 중 또래학생으로부터’가 47.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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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0]. 이러한 결과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학교에서의 장애인 

차별문제는 추후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학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

별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직업을 가진 여러 직군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

도보다 낮은 수준으로[5,31-32], 대학생의 위치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장래

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장애

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시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대학생들의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33] 의료인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는[34] 의료 일선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전문가들의 인식개선을 요

구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치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치과위생사 역시 장애인 환자를 응대하고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전문인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기존중감과 자아효능감, 그리고 장애인에 대

한 인식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통해 추후 장애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 특징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 학년, 

종교, 장애인 가족 ․ 친인척 ․ 친구 유무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장애인 봉사 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 3.63, 자기효능감 3.33으로 높았으며 장애인 봉사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이 2.75로 높았다(p<0.05). 이는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경험이 있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

식 및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다수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5-37]. 또한 장애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아존중감 3.64로 높았고, 장애체험 경험이 없는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72로 높았는데, 유[37]의 연구에서 장애체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와 김 등[34]의 연구에서도 교육을 통해

서 자기효능감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에서처

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학교차원의 다양한 봉사경험의 확대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과

정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았고(r=0.655), 자아존중감(r=-0.206)과 자기효능감(r=-0.142)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낮은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p<0.01). 이러한 결과는 간

호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7]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인식도가 긍정

적(r=0.035)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38]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p=0.023)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앞

서 언급했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대학생들

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장애인 인식을 비교한 결과에서 4학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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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37, 39]에서도 저학

년일수록 장애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고 하여 대학생을 위한 장애인 관련 수업의 적절한 시기도 고

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을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더욱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

학년 때보다 저학년 때 교양과목이나 전공수업과의 연계과목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올바른 교육의 결여를 언급한 선행연구

[21]에서처럼 장애인 관련 교육은 직업인으로 사회에 발을 딛게 될 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까지 고려하여 장애인

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하여 시기적절한 교육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애인 관련 체험행사 및 봉사활동 기회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제공할 수 있

는 대학의 의식전환과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로 대학생들의 자

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과의 상관성을 비교였으나, 변수의 다양성과 연관성의 부

족으로 영향요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장애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더욱 다양한 변수들의 비교를 통해 변수 간 상관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많은 변수를 통해 장애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의 인식과의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광주, 전남지역 5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인 부정적 

인식을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하여 총 521부를 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장애인 관련 경험에 따른 비교에서 장애인 봉사 경험이 ‘있다’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장애인 봉사와 장애체험 경험이 ‘없다’에서 장애인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장애인 관련 

교육 경험 ‘있다’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p<0.05).

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았고,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 부정적 인식이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장애인 부정적 인식이 낮았다(p<0.01).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인식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더불어 장

애인 관련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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