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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oluntary activity, sociality, and morality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563 dental hygiene students in Jeonbuk from May 20 to June 20,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olunteer activity, sociality, and morality. The instrument of 
sociality was adapted from Kim and reconstructed. Sociality was scored by Likert 5 scale and consisted of autonomy(4 questions), 
assiduousness(4 questions), sociability(4 questions), stability(4 questions), and leadership(4 questions). Cronbach alpha was 0.655 
in the study. Morality instrument was adapted from Kim and Cho and reconstructed. The instrument was score by Likert 5 scale. 
Morality consisted of altruistic(8 questions) and social responsibility(8 questions). Cronbach alpha was 0.786 in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2.0 program for descriptiv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P value was set at p>0.05. 
Results: Among the dental hygiene students, 50.4% participated in the volunteer activity. 22% of the students tended to help othe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olunteer activity, sociality, and morality. 
Conclusions: The volunteer activity experience and soci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articipation in helping others. Sharing with 
help is the most important attitude toward the positive thinking and the right way of living. So the professors and students must try to 
share knowledge and volunteering mind in clinical practice for th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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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7)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

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생활방식과 의식구조 등이 급격

하게 변화되고, 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물질만능주의 팽

배, 이기주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국가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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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올바른 사회성 및 도덕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 올바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

하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증가하는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노력 가운데 하나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최 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며 이러한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나

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봉사활동이다1). 따라서 사회가 점점 

현 화되고 복잡해 질수록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한 기

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즉, 자원봉사자의 역

할이 사회분위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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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

들 중에 소외된 사람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게 되고 

사회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관한 이해 및 실천 능력을 습득

하게 되며, 이에 기초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개선을 체험

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다3). 또한 다

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한국사회의 공존과 화합에 필요한 핵심적 구심점을 마련하

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정부, 민간단체, 언

론계,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원봉사활

동의 효용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4).

특히, 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이론을 통해 지식을 습득

하고 전공실습을 통해 장차 종사해야 할 직업세계를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에 해 구

체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게 되는 시기이며5), 다른 자원봉

사자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활동을 통해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시간

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

생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활동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1). 또한 초, 중, 고등

학교로부터 실천되기 시작한 자원봉사 제도화의 활성화, 

정착화를 위해서는 학생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

의를 갖는다6).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과 선택 시 자신의 적성이나 장

래를 고려하여 전공하지 않고 취업이나 합격위주로 학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공학과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전공에 

한 만족도가 낮아 자신의 교육적, 직업적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7.8). 그러나, 

의료계열이나 보건⋅간호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자신들

의 전공에 부분 만족하는 편이나9,10)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희박하거나 소극적일 때 전공에 한 불만과 학교생

활에 한 부적응이 높아져 중도 포기할 수 있게 된다11). 더

욱이 학과정을 통해 습득된 이론적 지식만을 가지고 임상

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이

직을 고려하거나 전문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선

택한 직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12,13). 따라서 

의료계열이나 보건⋅간호계열을 전공하는 학생은 자신들이 

추후 가지게 될 자신의 직업에 한 기 정도를 고민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취업이 보장된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타 

전공학생에 비해 미래에 한 부담이나 불안감이 적은 편이

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에 한 배려와 사랑을 경험

하는 것이 필요하다14). 

따라서 전공수업 외에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이나 동

아리 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15). 학의 사회

봉사 기능은 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자기개발을 

실현해 주는 기회가 되면서 1995년 이후 많은 학에서 자

원봉사활동을 선택 혹은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적응을 위해 학생의 자원

봉사를 지원하고 있다16,17).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삶

의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가 증가되며 자원봉사 활동경험

은 삶에 한 느낌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18-20).

더욱이 학생 자원봉사는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

라, 공강이나 수업 후에 빈둥거리며 버리지는 시간을 줄임

으로써, 학이 추구하는 봉사기능과 전공만족도를 향상시

키고 직업존중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봉사활동 

경험은 직업에 한 선행경험과 함께 자신이 배운 지식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전공과 추후 직업세계에 해 구

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15). 

학에서도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정규 강좌로 지정하거나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15). 이는 자원봉

사활동이 그 자체의 의미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가 되었다는 것을 증

명해 준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 고등학교의 제도화된 자원봉사활동에 관련하여 청소년

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교육적 효과

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학생 자원봉

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생의 자원봉

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나 참여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한 

인식에 관한 연구 등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학

생들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성, 도덕성 등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의무적 자원봉

사활동에서 벗어난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성 및 도덕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성, 도덕성의 이론적 개념을 바

탕으로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사회성 및 도덕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봉사활동의 유용성을 증명하고, 보건간호를 양성

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치과 전문인력을 상으로 

적합한 윤리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고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자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치위생과 

1,2,3학년을 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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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Gender
Male
Female

69
494

12.3
87.7

Grade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69
165
329

12.3
29.3
58.4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None
Others

137
48
25

342
11

24.3
8.5
4.4

60.7
2.0

Age

≤20 517 91.8

21-24 45 8.0

26≤ 1 0.2

Total 563 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다. 설문지 60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불

충분한 설문지 37부(6.2%)를 제외한 563(93.8%)명의 자료

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특성 문

항,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문항, 사회성 20문항, 도덕성 16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으로 나타내었다.

2.1. 사회성

사회성과 관련한 문항은 김21)이 제작⋅활용한 설문 문

항들을 참고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

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 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총 20문항으

로 자율성(4문항), 근면성(4문항), 사교성(4문항), 안정성(4

문항), 지도성(4문항)으로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

며, Cronbach’s alpha 값은 0.655이었다.

2.2. 도덕성

도덕성과 관련한 문항은 김과 조22)가 제작⋅활용한 설문 

문항들을 참고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도구를 사

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 체로 그렇지 않

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 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

다’ 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총 16문항으

로 이타성(8문항), 사회적 책임감(8문항)으로 2개의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alpha 값은 0.786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문항은 

기술통계분석 중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자원봉사활

동 참여가 사회성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은 t-test를 실시

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적특성은 여학생이 494명(87.7%), 남

학생 69명(12.3%)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

에 따라서는 무교가 342명(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으로는 만 20세 이하가 517명(91.8%)으로 가장 높

게 조사되었다<Table 1>. 

2. 자원봉사활동 참여 문항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관련한 문항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있는 상자가 284명(50.4%)

으로 없는 상자보다 약간 높았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

게 된 동기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65명(22.9%)으

로 높게 조사되었고,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가 56

명(19.7%), 학점 취득을 위해서와 다양한 삶을 접하기 위해

서가 45명(15.8%)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형태에 해서

는 친구들과 함께 또는 동아리나 소모임을 통해 라고 응답

한 상자가 199명(70%)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학교 자원

봉사활동 과목 수강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34명(12.0%)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기간으로는 부분의 

상자가 6개월 미만으로 응답하였고, 자원봉사활동 내용으

로는 홍보활동(캠페인)이라고 응답한 상자가 102명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력봉사 98명(34.5%),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49명(17.3%)로 조사되었다. 봉사활

동 참여도와 관련해서는 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 132명(46.5%)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3.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사회성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사회성 및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과 같다. 

봉사활동 참여가 있는 그룹의 사회성과 도덕성의 점수가 

2.79, 2.66로 조사되어 미참여 그룹보다 높게 조사되어, 그

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4.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사회적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사회적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봉사활동 참여가 있는 그룹은 참여가 

없는 그룹보다 영역 간의 점수가 모두 높았다. 특히, 지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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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articipate in group service Group did not participate in service

p-value
N Mean±SD N Mean±SD

Autonomy 284 2.93±0.36 279 2.82±0.34 0.000***

Assiduousness 284 2.61±0.34 279 2.54±0.46 0.046*

Sociability 284 2.68±0.54 279 2.42±0.56 0.000***

Stability 284 2.63±0.48 279 2.61±1.20 0.768

Leadership 284 3.12±0.59 279 2.78±0.64 0.000***

*p<0.05, ***p<0.001

Table 4.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in the area of sociality impact

Division
Participate in group service Group did not participate in service

p-value
N Mean±SD N Mean±SD

Sociality 284 2.79±0.34 279 2.63±0.44 0.000***

Morality 284 2.66±0.30 279 2.50±0.38 0.000***

***p<0.001

Table 3. Experience in volunteer activities impact on sociality & morality

Division N %

Volunteering experience
Yes 284 50.4
No 279 49.6

Motivation of volunteering

Order to earn credits 45 15.8
To help other people 65 22.9
In order to contact a variety of life 45 15.8
Because of 23 8.1
Send a rewarding leisure to make 56 19.7
By religious belief 7 2.5
others 43 15.1

Type of volunteer work

Individually 18 6.3
With friends 108 38.0
Through clubs or small groups 91 32.0
Attend school through volunteer subjects 34 12.0
Others 33 11.6

Volunteering period

< 1 month 201 70.8
less than 1< 6 month 59 20.8
less than 6month<1 years 16 5.6
less than 1<2 years 7 2.5
>4 years 1 0.4

Volunteer activities

Volunteer efforts 98 34.5
Tutoring and life guidance 49 17.3
Home help 5 1.8
Public relations (Campaign) 102 35.9
Volunteering abroad 7 2.5
Others 23 8.1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Participate very actively 17 6.0
Generally participate actively 132 46.5
Usually 123 43.3
Not very active 8 2.8
Not very much active 4 1.4

Total 563 100.0

Table 2. Questions regarding volunteer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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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articipate in group service Group did not participate in service

p-value
N Mean±SD N Mean±SD

Altruistically 284 2.86±0.37 279 2.62±0.39 0.000***

Social responsibility 284 2.46±0.38 279 2.37±0.4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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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impact on the morality area

영역은 3.1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봉사활동 미참

여 그룹의 사교성 점수는 2.42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봉

사활동 참여 그룹과 미참여 그룹간의 자율성, 근면성, 사교성, 

지도성 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p<0.001).

5.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봉사활동 참여 그룹의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 

영역의 점수가 미참여의 그룹 점수 2.62, 2.37 보다 높은 

2.46과 2.86으로 조사되었고,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p<0.001).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성, 도덕성을 조사하여 상자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와 경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본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있는 상자가 50.4%로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과 안15)의 연구에서 24.3%가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경우 학교 자원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을 

통해 봉사활동에 한 개념 및 필요성이 어느 정도 정립된 

2, 3학년이 다수 분포된 결과로 사료된다.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있는 그룹의 사회성과 도덕성의 점

수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서1)와 김5)의 연구 결과와 일치

된 결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상자들의 자기존중

과 인간 존엄성에 한 가치를 인식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타인 배려, 사회적 책임감 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 결과로 사료된다.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있는 그룹의 사회성의 지도성 영역

은 3.1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학습의 효과성을 평

가한 윤23)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로서 봉사가 학생의 자기효

능감 이타성,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의사소통기술, 리

더십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현 의 작업 환경에

서 요구하는 주도적이며 독립성을 지닌 리더형 치과의료 인

력을 양성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있는 그룹이 사회성의 모

든 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이 치위생과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발견 혹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보

다 많은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며,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학습 경험으로 많은 경험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율성, 근면성, 사교성, 지도성 영역은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는데(p<.05, p<0.001), 이는 김5)의 사회성 모든 

하위 영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달리, 사교성 영역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차후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그룹에서 도덕성 하위영역의 이타성

이 2.86으로 높게 나타나, 신과 안15)의 연구와 같이 치위생

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가 반의지 혹은 반자율성과 관련

하여 이타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 내에서는 학점과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이 자연스럽게 치위생과 학생들의 이타심을 자극

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그룹에서 도덕성 하위영역인 

이타성과 사회적 책임감 영역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

데(p<.05, p<0.001),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치위생

과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함양하고24), 

각 개인이 스스로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에 따라 능동적 

행동 및 역동적 사고의 개발을 통해 가능한 결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도덕성을 발달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직업윤리는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을 

위한 교육내용이 강화되어야 하고25), 외워서 문자 그 로 

지킬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직업적으

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도덕적 책임에 해 느끼고 

생각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도덕성을 개발하고 되짚어 보

면서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토 로 결론을 제시하면 치위생과 학생들은 자원봉

사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자기개발의 수단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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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와 자원봉사활

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전담 부서 운영 등 활성화 책을 

강구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라북도에 있는 일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 결과가 우리

나라 전체 학생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사회⋅문제적 쟁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보건간호계열 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 경

험을 통한 인성 발달 및 사회봉사정신 계발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학에서 실용화 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

발에 힘써야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그들의 사회성, 도덕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 관련 요인들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3년 5월 20

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학

(교)의 치위생과에 직접 방문하여 개별자기기입에 의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있는 상자가 50.4%로 약

간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동기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서가 22.9%로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있는 그룹에서 사회성과 도

덕성의 점수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있는 그룹에서 사회성 하

위영역의 지도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 근면성, 사교

성, 지도성 영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p<.001)

넷째, 자원봉사활동 참여 그룹에서 도덕성 하위영역의 

이타성이 2.8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p<.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

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약간 높았으며, 자원봉사활동 참

여가 사회성과 도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치과위

생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며 계속적

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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