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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n English 

interest and anxie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1,040 dental hygiene students in 

six universities in Busan and Gyeongnam from April 1 to 30,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foreign language performance anxiety scale, and English interes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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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Those who travelled abroad tended to have a liking for English. English credits 

significantly influenced on English interest. and employment. The period of English study was 

proportional to interest and grade of English.

Conclusions : The interest and anxiety for English was the major factor to improve the mastery 

of English. The dental hygienists must try to improve the mastery of language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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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영어란 모국어가 서로 다른 국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통용

되는 국제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

넷 확산으로 세계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의사소통되고 

있고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선지 오래며 생존의 언어

이자 기회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1).

또한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

과 문화권으로 통합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세계

어 또는 세계 각국의 공용어이다.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가 통용될 수도 있겠지만 국제 언어인 영어가 

대부분 주요 언어로서 의사소통되고 있다2). 현재 한국은 영어 

교육 열풍이 강하여 영어 교육에 막대한 금전과 시간을 투자하

고, 영어 회화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 가능자에

게 능력과 채용의 혜택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영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인식하고 있다3). 산업화되고 생활수준의 향

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의료 산업이 

발달되고, 의료관광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 영어 활용이 요구

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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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English interest and English 

anxiety   

Categories Mean±SD

English interests 

for Employment

English interests 

for school grades
13.23±3.45

English interests 

for Employment
23.10±4.61

Aspiration on English 19.47±5.21

English anxiety

Production anxiety 49.16±11.96

Aural & Evaluation 

Apprehension
19.05±5.39

Literacy anxiety 29.20±6.57

하지만 일부 전문대학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는 4년제 대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우리

나라 전문대학 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전문대 보건 의료학과

에서는 관련 자격증만 취득하게 되면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다

는 이유로 오로지 국가고시에만 취중을 하고 영어 및 개인적 

능력향상을 위한 분야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4)
.  

이에 일부 전문대학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유

발이 낮으며, 영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실천율도 저조한 실정이

다. 영어에 대한 흥미, 동기유발도 없으며 영어 울렁증 및 불안

감, 외국인 공포증으로 영어공부에 대한기피 현상을 보인다5)
.

영어 관심과 흥미는 학습동기와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반면에 영어 

불안감은 언어를 습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한다6)
. 

영어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언어 학습이 상당히 어

려운 과업이라고 하며, 학습자에게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영어 학습을 지속 할 수 있는 결정 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영어 학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영어 학습

과정에서 관심, 흥미, 동기를 잃지 않도록 부여해야한다고 

한다. 또한 확실한 영어 공부의 목적이나 목표의식이 없다면 

중도에 포기 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7)
.

오늘날 병·의원급에서도 영어활용이 가능한 인재가 요구

되고 있으며 취업의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기본이 되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 부문에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비 

치과위생사들이 영어실력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영어 

학습의 동기자극을 하고자 한다. 치위생(학)과 대학생들은 학

습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성공적

인 영어 습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영어 학습 교육환경을 제공

하고자 하며, 학습자들에게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영어에 관심이 있

는지와 영어학습의 불안도에 대한 인식 조사는 현재까지 미비

하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공부

에 대한 관심과 불안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현 

치위생(학)과 교육학습 과정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는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경남, 부산·

울산광역시 소재 6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1,100명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 설문지 가운데 주

요 항목의 결측 값으로 인해 연구에 이용할 수 없는 설문지 

60부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1,04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 

추출법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연구의 취지를 설명

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영어 학습 불안감이란 영어 말하기 및 영작하

기와 결합시켜서 영어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학습자가 느끼

는 불안감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의 관심이란 영

어학습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인으

로 영어학습의 성취력을 높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영어 관심도와 영어 불안도의 하위요소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Table 1>. 

2.1. 불안도 측정도구
영어 불안도 측정도구는 외국어 수행능력 불안(Foreign 

Language Performance Anxiety Scale)의 설문 도구로 1998년 

김8)이 번안한 한국어 버전으로 측정문항을 이 연구에 적합하

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개의 요인으로는 자연발

생영어불안(15문항), 영어듣기 및 평가불안(6문항), 영어정보

활용불안(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세부 요인별 점수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기록된 응답을 바탕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1점, 가장 큰 점수를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

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고유치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의 구조파악을 위해 Varimax 방법으로 요인 분석하였다. 도

구의 신뢰도는 자연발생영어불안 Cronbach’s α=0.934, 영어

듣기 및 평가불안 Cronbach’s α=0.810, 영어정보활용불안  

Cronbach’s α=0.87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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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rade(n=1,025) Freshman 386 37.1

Sophomore 243 23.4

Junior 373 35.9

Senior  23  2.2

Native speaker

(n=1,040)

Yes 157 15.1

No 883 84.9

Visit in overseas

(n=992)

Yes 853 82.0

No 139 13.4

Current studying English

(n=1,040)

Yes 548 52.7

No 492 47.3

TOEIC score

(n=1,040)

Yes 634 61.0

No 406 39.0

Ideal English teacher

(n=1,022)

Native speaker 674 64.8

Korean 348 33.5

Ideal terminology teacher 

(n=1,017)

Native speaker 167 16.1

Korean 850 81.7

English credits

(n=1,004)

Very high  26  2.5

High  88  8.5

Moderate 363 34.9

Low 335 32.2

Very low 192 18.5

Overall school record

(GPA)(n=1,021)

Very high 113 10.9

High 308 29.6

Moderate 364 35.0

Low 170 16.3

Very low  66  6.3

Purpose for studying 

English(n=1,040)

Employment 259 24.9

Self development 409 39.3

Go on to graduate school  92  8.8

Nothing special reasons 280 26.9
*There were missing values.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2.2. 관심도 측정도구
영어 관심도 측정도구는 영어어휘 흥미도 설문지9)를 수정, 

참고하여 설문지를 자체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았

다. 학과영어성적관심(4문항), 취업영어관심(6문항), 영어선망

(6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문항에 대한 점

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가장 낮은 점수를 1점, 가장 큰 점수를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관심도와 불안도

가 낮음을 의미하며, 이 중 부정적 내용을 가진 항목은 역코딩을 

하였다. 이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KMO값 0.940로써 

기준인 0.5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Bartlett의 검정결과 809.84 

(p<0.001), 분산의 누적설명도는 60.49%임을 보여주고 있다. 도

구의 신뢰도는 학과영어성적관심 Cronbach’s α= 0.811, 취업영

어관심 Cronbach’s α= 0.863, 영어선망 Cronbach’s α= 0.726이

었다.

3.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영어 관심도와 불안

도 차이는 t-test와 일변량분산분석법(one-way ANOVA)으로 

검정하였으며,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

의 다중비교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영어 관심도와 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

정하기위해 입력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적 분석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SPSS(SPSS 18.0 

KO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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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English interests English anxiety
English 
interests 
for school 
grades

English 
interests 

for 
Employment

Aspiration 
on English

Production 
anxiety

Aural & 
Evaluation 

Apprehension

Literacy 
anxiet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Native 

speaker

Yes 157 13.55±3.16 23.27±3.84 20.20±4.77 45.83±8.96 18.54±6.18 27.92±4.81

No 883 13.17±3.50 23.07±4.74 19.34±5.28 49.75±12.33 19.14±5.24 29.43±6.82

p 0.208 0.618 0.057 ＜0.001 0.197 0.008

Visit in

overseas

Yes 853 13.23±3.56 22.96±4.75 19.23±5.37 49.55±12.38 19.18±5.59 29.41±6.72

No 139 13.21±2.85 23.95±3.80 20.35±4.118 47.79±10.3 18.60±4.41 28.45±6.12

p 0.941 0.020 0.019 0.113 0.251 0.116

TOEIC  

score

Yes 634 13.19±2.78 22.99±3.60 19.34±4.16 47.78±9.03 18.47±4.09 28.45±4.69

No 406 13.29±4.30 23.27±5.86 19.69±6.53 51.32±15.24 19.97±6.87 30.36±8.62

p 0.681 0.375 0.289 ＜0.001 ＜0.001 ＜0.001

Grade

Freshman 386 13.75±2.81b 23.27±3.82 19.11±4.28ab 49.03±9.87 18.89±4.98ab 29.23±4.80

Sophomore 243 13.42±4.91b 23.44±6.74 20.10±7.55b 50.58±17.69 19.56±7.33b 30.51±10.5

Junior 373 12.67±2.84ab 22.84±3.67 19.60±4.21ab 48.53±9.28 18.98±4.30 28.50±4.58

Senior 23 11.57±2.50a 21.52±3.59 17.13±3.97a 47.39±8.96 17.78±4.27ab 27.83±4.21

p 0.002 0.152 0.035 0.269 0.428 0.002

English 

credits

Very high 26 13.31±3.00bc 22.62±3.62ab 21.62±3.66c 44.54±8.78a 16.88±5.05a 26.35±5.38a

High 88 14.09±2.86c 23.77±4.10b 21.91±4.61c 43.75±10.54a 17.47±4.93a 26.66±4.98a

Moderate 363 13.23±2.44bc 22.82±3.49ab 19.51±3.67b 45.93±7.39a 17.72±3.30a 27.49±3.60a

Low 353 12.90±2.61ab 23.01±3.92ab 18.86±3.73b 50.38±7.92b 19.55±4.64b 29.91±4.53b

Very low 192 12.30±3.19a 22.40±3.60a 17.41±4.35a 52.44±9.94b 20.07±4.35b 30.48±4.35b

p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Overall 

s choo l 

record 

Very high 113 13.13±2.80 23.81±3.42c 19.76±4.31 48.83±10.28ab 19.06±4.48ab 28.67±4.92ab

High 308 13.10±2.77 23.32±3.51bc 19.66±4.29 48.11±8.71ab 18.69±3.88ab 28.71±4.30ab

Moderate 364 12.91±2.64 22.39±3.54a 18.79±3.89 47.60±8.50a 18.19±3.78a 28.31±3.95a

Low 170 13.18±2.71 22.46±3.89ab 18.88±3.89 50.37±8.66b 19.44±3.98b 29.78±5.43b

Very low 66 12.94±3.02 22.52±3.60ab 19.27±4.18 48.26±10.11b 19.79±7.98b 28.97±4.26ab

p 0.801 ＜0.001 0.028 0.019 0.005 0.013

Employ

-ment

Clinics 237 12.79±4.85ab 22.95±6.50ab 19.27±7.27 51.84±17.11b 19.88±7.03b 30.43±9.78b

Hospital 481 13.19±2.82bc 22.92±3.81ab 19.21±4.34 48.42±9.47a 18.98±4.94ab 28.89±4.73a

Researchers 258 13.93±2.99c 23.78±4.05b 20.09±4.61 48.16±10.40a 18.57±4.51a 28.88±6.04a

Non-relative 64 12.33±2.79a 22.20±3.53a 19.66±4.19 48.86±10.18a 18.53±4.76a 28.22±5.31a

p ＜0.001 0.029 .154 0.001 .038 0.010

Values were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cedure 
a,b The same letter deno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p>0.05).

Table 3. English interests and anxie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1,040명 중 학년별로는 3학년이 35.9%였고, 

1학년은 37.1%였다. 원어민 강사유무는 없다가 84.9%가 높

았고, 해외방문유무는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가 82.0%로 나

타났다. 현재 영어공부유무는 52.7%가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익시험유무는 시험경험이 있는 경우가 

61.0%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영어선생님은 원어민이 64.8%

로 나타났고, 희망하는 의학용어 선생님은 한국인이 81.7%로 

나타났다<Table 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어 관심도와 불안도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어 관심도와 불안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먼저 영어 관심도는 취업영어 관심도와 영어선망이 해외방

문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취업영어 관심

도에서는 해외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23.95로 해외방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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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roduction 
anxiety

Aural, 
evaluation 

apprehension

Literacy 
anxiety

English 
interests 
for school 
grades

English 
interests for 
employment

Aspiration 
on 

English

Production

anxiety

1      

Aural, evaluation 

apprehension

0.827**

 

1     

Literacy anxiety 0.882** 0.784** 1    

English interests 

for school grades

0.361** 0.364** 0.424** 1   

English interests 

for employment

0.445** 0.373** 0.492** 0.677** 1  

Aspiration on

English

0.338** 0.377** 0.398** 0.671** 0.697** 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01 

Table 4. The correlation of English interests and anxiety

험이 있는 경우 22.96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0). 영어선망에서도 해외방문이 없는 

경우가 20.35로 해외방문이 있는 경우 19.23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9). 

영어 불안도에서의 하위영역인 자연발생 불안에서 원어민 

강사가 없는 경우에 49.75로 원어민 강사가 있는 경우 45.8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00).

영어정보활용 불안도 역시 원어민 강사가 없는 경우가 

29.43로 원어민 강사가 있는 경우 27.92보다 불안도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8).

 토익시험경험 여부에서 토익시험경험이 없는 경우 토익

시험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자연발생 영어 불안도가 51.32, 

영어듣기 및 평가불안 19.97, 영어정보활용 불안 30.36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00, p=0.000, p=0.000).

 또한 관심도에서는 학년별로 학과영어성적에 관심도와 영

어선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02, p=0.035).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에 관심도가 낮

아지고 있으며 1학년, 2학년과  4학년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영어선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35). 2학년과 4학년 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영어성적에서는 학과영어성적관심도, 취업영어 관심

도, 영어선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0, 

p=0.049, p=.000). 학과영어성적 관심도는 상위권에서도 관

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상위와 하위권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영어 관심도는 중상위권이 하위

권보다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선망에서도 성

적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성적별

로는 취업영어 관심도와 영어선망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0, p=0.028). 취업영어 관심도에서는 

상위권과 중위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취업영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지원에 따라 학과 영어성적관심도와 취업영어 관심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0, p=0.029). 

사후검정 결과 연구원과 공무원 희망직종과 무관직종에서 

연구원과 공무원 희망직종에서 학과 영어성적 관심도와 취업

영어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불안도에서는 학년별 영어정보활용 불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2). 영어성적에 따라 영어성적에서는 

자연발생영어불안, 영어듣기 및 평가불안, 영어정보활용 불

안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0, p=0.000, 

p=0.000). 세 영역 모든 사후검사에서 영어성적이 상위권, 

중상위, 중위권과 중하위, 하위권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

데 성적이 낮을수록 불안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과성적별로는 자연발생영어 불안도와 영어듣기 및 평가불

안, 영어정보활용 불안도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p=0.019, p=0.005. p=0.013). 자연발생 영어 불안도에서

는 중위권과 중하위, 하위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영어정보활용 불안도는 중위권과 중하위권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 취업희망지원에 따라 자연발생영어불안, 영어

듣기 및 평가불안, 영어정보활용 불안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p=0.001, p=0.038, p=0.010). 사후검정 결과 개

인의원 그룹과 종합대학, 연구원, 무관직종 그룹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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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English interests 
for school grades

English interests for 
employment

Aspiration on English Englishinterests(Total)

β t p β t p β t p β t p

Period of

studying  

English

0.073 2.302 0.022* 0.068 2.101 0.036* 0.096 3.086 0.002* 0.099 3.129 0.002
*

English 

credits
-0.151 -4.583 0.000* -0.013 -0.381 0.703 -0.263 -8.218 0.000* -0.182 -5.566 0.000

*

GPA 0.038 1.172 0.242 -0.114 -3.494 0.000 0.003 0.100 0.920 -0.035 -1.084 0.279

R2=0.031,p-value=0.000,

F=10.730

R2=0.019,p-value=0.000,

F=6.471

R2=0.089,p-value=0.000

F=32.257

R2=0.055,p-value=0.000

F=19.263
*
p<0.05, 

**
p<0.01, 

***
p<0.001

Table 5. The effect factors on English interests

Production anxiety
Aural, evaluation 
apprehension

Literacy anxiety
 English 

anxiety(Total)
β t p β t p β t p β t p

Number of

visiting

overseas

-0.014 -0.174 0.862 -0.013 -0.165 0.869 -0.129 -1.604 0.111 -0.048 -0.600 0.550

Period of

studying   

English

-0.272 -3.206 0.002
* -0.076 -0.872 0.384 -0.133 -1.544 0.125 -0.204 -2.400 0.018

*

TOEIC score 0.066 0.806 0.422 0.121 1.1421 0.157 0.062 0.737 0.463 0.094 1.141 0.256

Native 

speakers

-0.112 -1.400 0.164 -0.171 -2.083 0.039
* -0.148 -1.832 0.069 -0.159 -1.996 0.048

*

Frequency

of meeting

with native 

speakers 

0.149 -.149 0.057 0.083 1.038 0.301 0.133 1.683 0.094 0.143 1.839 0.068

R2=0.128, p-value=0.001,

F=4.432

R2=0.072, p-value=0.044,  

F=2.342

R2=0.099, p-value=0.007,  

F=3.320

R2=0.125, p-value=0.001,  

F=4.301
*
p<0.05,

 **
p<0.01, 

***
p<0.001

Table 6. The effect factors of English Anxiety

한 차이가 있었다.  

4. 영어 불안도와 관심도의 상관성

영어 불안도와 관심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모든 상관계수

(r)가 0.3 이상의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영어정보활용불안

과 영어듣기 및 평가 불안의 상관관계가 0.882 이상으로 가장 

강한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영어듣

기 및 평가 불안과 자연발생불안이 0.827로 강한 양의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듣기 및 평가 불안과 영어정보

활용불안도 0.7이상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어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전체 영

어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영어공부기간

(p<0.01)과 영어성적(p<0.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01), 5.5%의 설명

력으로 나타났다. 학과영어성적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로 영어공부기간(p<0.01)과 영어성적(p<0.001)이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p<0.001), 3.1%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공부기간이 

증가하면 학과 영어성적관심도는 증가되고, 영어 성적이 높

을수록 학과 영어성적 관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영어 관심도는 영어공부기간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p<0.001), 1.9%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공

부기간이 길수록 취업 영어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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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영어 선망도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영어공

부기간(p<0.01)과 영어성적(p<0.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01), 8.9%

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공부기간이 증가하면 영어 

선망도는 증가되고, 영어성적이 높을수록 영어 선망도는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영어 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어 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전체 영어 

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영어공부기간(p<0.05)

과 원어민 강사 유무(p<0.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설명

력은 12.5%로 나타났다. 자연발생 영어 불안도에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로는 영어공부기간(p<0.01)으로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1), 설명력은 12.8%로 나타났다. 

영어듣기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원어민 강사 유

무(p<0.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2%로 나타

났다. 반면에 영어정보 활용불안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총괄 및 고안

산업화 발전과 급속하게 성장하는 인터넷 매체 사용과 더

불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웃이 되어 영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가운데 영어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교육

계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 및 치과분야에서 영어 학습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여 정

책적으로도 영어의 관심과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학습에 관심과 영어 불안감을 알아보고 영어 학습의 

불안요인을 파악하여 학습자들에게 영어 관심을 증대할 시킬 

필요가 있다10). 

영어학습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 

관광사업의 활성화로 영어의 관심과 의사소통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적 현상은 치과계에서도 반영되고 있

다. 의료의 질 향상이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서비스를 의미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 외국인 환자 증대로 인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언어

적 의사소통을 손꼽을 수 있다고 본다11).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인식도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고 고객 만

족도가 증가하면 고객 충성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2). 

이에 의료관광으로 영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보건계열 분야

에서도 영어교육 및 영어 수업을 확대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영어란 모국어가 아니기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한계점으로 

문제점이 되기 마련이고 중고등 시절 영어 교과목을 소홀히 

하거나 영어 학습을 게을리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불안감으로 작용한다13)
. 영어에서 불안감이란 영어 학습을 

저하시키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영어 학습의 관심과

도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영어로 의사소

통하는 원어민 강사가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영어공부를 하

고 있으며, 토익시험을 본 경우, 희망영어 선생님을 원어민을 

선호 할수록 영어에 대한 불안도는 낮았음을 보여주었다. 이

에 조와 김7)의 연구에서도 한국인과 원어민 강사의 영어수업

에 대한 초등학생의 불안감 및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원어

민 강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서 의사소통이해의 

불안감이 한국인 강사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보다 영어 학습

의 불안감을 낮춰준다고 보고하였다14)
. 백15)의 연구에서도 

영어 수업을 하지 않는 응답자는 영어시험에 부정적인 반응

을 보이기도 하고 불안 정도가 높았고, 영어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에 비해 영어 학습을 하지 않는 자의 영어 능력이 

더 우려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주였다. 한국인 영어 교수자의 

영어수업을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시험불안이 비교적 높았

다. 서 등16)의 연구에서는 NCLEX-RN(The 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을 준비하는 간호

사들의 영어능력과 불안, 부담감,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

고 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영어에 대한 불안 및 부담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영어를 구사하

는 영어 교사 및 원어민 강사들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영어

의 관심을 높이고 반면에 영어 불안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영어 관심도는 취업영어 관심과 영어선망은 

해외방문여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고, 해외방문경험이 없

는 경우가 해외경험방문이 있는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해외방문경험이 없을 경우에 보다 영어에 대한 호기심

과 해외방문경험의 가능성을 염두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된다. 정 등1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다소 다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는 해

외어학연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해외어학연수가 수

업동기를 높여주고 학습태도를 바뀌게 하며 영어에 대한 관

심과 흥미를 유지하게 하고 해외어학연수가 영어권의 문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영어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아

졌고 원어민과 접촉하면서 학습 불안요소가 해결되어 영어 

학습 태도가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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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영어선망에서는 희망하는 영어선생님이 원어민을 

원할 경우가 한국인을 원할 때보다 영어선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15)의 연구에서도 원어민 교수자의 영어 회화 수

업을 수강하는 응답자들은 학습 필요성과 자아효능감이 그렇

지 않은 집단보다 높았다. 즉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친구가 있는 응답자와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응답

자가 영어 학습 동기유발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습

자들에게 영어를 자주 사용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영어 학습

동기의 관심도는 고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불안도의 경우에서는 자연발생불안의 경우와 영어정

보활용 불안에서 원어민 강사가 없는 경우가 원어민 강사가 

있는 경우 보다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와 토익시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자연발

생 영어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18)의 연구에서

는 원어민과의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과의 접촉은 불안도를 낮

추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김19)의 연구에서도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을 성취도별로 

분석한 결과, 성취 동기 요인은 하위권이 중, 상위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영어 불안도에서는 영어성적이 상위권, 중상

위, 중위권과 중하위, 하위권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불안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백15)의 

연구에서도 영어 능력 상위 집단을 제외한 중하위 집단은 

부정적 평가 불안과 영어시험에 대한 불안 항목이 높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사회의 급속한 발달과 직무수행에 있어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원하며20)
,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어

교육에 적용시켜 자아탄력성을 높여 영어 관심과 학업 성적 

또한 높 일수 있는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하겠다21)
. 

앞으로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으로 차별화 되고 확대되기 위해

서는 창의적이며 기획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며22)
,  또한 해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치과위생

사를 위해 어학능력 향상시키고 한국 치과위생사의 능력 수

준을 국제적으로 발전시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23)
. 따라서 치위생(학)과 프로그램 내에서의 

영어과목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과목에 영어를 접목시켜 

영어의 노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학생들로 제한적인 

표본을 대상으로만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한국 치위생(학) 학생의 영어관심과 불안도를 전체에 대한 

결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기기입식 

설문지 조사로 진행되어 응답자의 이해 부족으로 오류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심층 인터뷰와 관찰법이 병

행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이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불안

도에 대한 요인을 평가하고자 경남, 부산․울산광역시 소재 

6개 대학교의 치위생(학)과 1,040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들에서 해외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해외경험방문이 있는 경우 보다 취업영어 관심도와 영

어선망도가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영어선생님이 원

어민을 원할 경우에서는 취업영어에 관심도와 영어선망

도 높게 나타났다. 원어민 강사가 없는 경우가 원어민 

강사가 있는 경우 보다 자연발생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1학

년, 2학년과 4학년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영어성적에 따라 학과영어성적 관심도, 취업영어 관심

도, 영어선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과

영어성적 관심도는 상위권에서도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선망에서도 성적이 높을수록 관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어 불안도에서는 

학년별 영어정보활용 불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영어성적에 따라 자연발생영어불안, 영어듣기 및 평

가불안, 영어정보활용 불안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불안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전체 영어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영어공

부기간(p<0.01)과 영어성적(p<0.001)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01), 

5.5%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어 불안도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영어공부기간(p<0.05)과 원어민 

강사 유무(p<0.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위생(학)과 학생의 영어

에 대한 관심도와 불안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불안도를 낮추

어 궁극적으로 영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환

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요인과 불안 요인을 인식하여 치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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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학습 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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