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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an association between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composed 

of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urpose in life, 

and personal growth. It was anticipated that these factors would have an effect o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Some 200 college students in Busan, Ulsan and Kyungn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as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3.0 program. In conclusion, we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mean of ego-resilience was 2.66 out of 5. The mean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3.32 out of 5. In terms of sub-domains,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3.63) scored 

highest, followed by purpose in life (3.39), personal growth (3.36) and environmental mastery (3.28). 

Secondly, the influencing factors i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were ego-resilience (β=.215), ad-

justed R2=.042. Thirdly, the influencing factors i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were self-acceptance 

(β=.093), adjusted R2=.055. According to the results, ego-resilience and self-acceptance are ef-

fective in increasing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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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생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주도적

으로 대처해 나갈 능력을 필요로 하며[1],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생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이 대학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학업, 진로 및 취업, 인간관

계, 건강, 대인관계 기술 등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소이다

[2].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상황에 부적응할 수 있다[3]. 적정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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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나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개인의 목표 성취를 가

능케 해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

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파괴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하

기도 한다[4]. 그러하기에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더

라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처하

는 것이 중요하다[5]. 

동일한 환경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덜 보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다[6]. 자아탄력성은 어떠한 

환경과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으며 성공적인 적응을 도

모하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7], 자아탄력적

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성이 있으며 자율적이

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고 충동통제를 잘 조절함으로써 스트

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8]. 또한, 자아탄력성은 건강

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건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9],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

록 본인 스스로 건강증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신념 정도가 

높기에[10], 건강증진행위의 변화와 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은 늘 행복한 삶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 행복감은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물질적 요소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된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측정하기 어

렵고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구 분야에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질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12]. 심리적 안녕감

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데 있어 즐겁고 기쁜지, 얼

마나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지 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13], Ryff[14]는 한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

족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

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well－functioning)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인들은 삶

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에도 단순히 신체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건강과 관련

된 삶의 질 전반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

고 있다[15]. 

특히 구강건강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어 지고 있는데[16][17], 이는 구강건강상태의 경우 일반

적인 전신질환과 비교하였을 때, 생명이나 큰 장애와 같은 신

체적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신체적 건강상

태를 비롯해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8].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는 본인이 인지하는 전반적인 구강건강인식을 의미

하는 것으로[19],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이 건강에 대한 행

동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운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 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20].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다

수 진행되었으나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요인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제시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4일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 중 보건, 비보건 계열 각 100명

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

적 구강건강상태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

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

하게 하였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

감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

령, 학년,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14문항, 심리적 

안녕감 4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매우 좋

지 않음’을 1점으로 ‘매우 건강함’을 5점으로 표시하여 처리

하였다.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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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높음을 의미한다. 

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과 전공계열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2.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는 Block와 Kremen[21]이 개

발하고 유성경, 심혜원[22]이 번안한 뒤 수정, 보완한 자아탄력

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를 

1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를 4점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자아탄력성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760으로 나타났다. 

2.3. 심리적 안녕감

Ryff[14]가 개발하고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3]가 번안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사용

하였다.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식

의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self－

acceptance),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자

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등의 

6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성

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Cronbach’s 

α=.929로 나타났으며, 하부요인별로는 자아수용 .820, 긍정

적 대인관계 .784, 자율성 .728, 환경에 대한 통제력 .732, 삶

의 목적 .802, 개인적 성장 .757으로 나타났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설문지의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for 

windows versio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

으며,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분석으로 산출하였

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구강건강상태인식의 차이는 t－test 검증, 분산분석(ANOVA)

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구강건

강상태의 관계 파악을 위해 선형회귀분석 중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성 12%, 여성 88%이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8.5%, 

2학년 31.5%, 3학년 36.5%, 4학년 3.5%이였다. 전공계열은 

비보건계열 50%, 보건계열 50%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24 12.0

Female 176 88.0

Grade

1  57 28.5

2  63 31.5

3  73 36.5

4   7  3.5

Department
Health－unrelated 100 50.0

Health－related 100 50.0

2.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척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2.66로 나타났고, 심리적 안녕

감은 긍정적 대인관계가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삶

의 목적 3.39, 개인적 성장 3.36, 환경통제력 3.28, 자율성 

3.16, 자아수용 3.1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건강상태인식

은 3.23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ariables Categories Mean±SD

Ego－Resilience 2.66±.32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3.13±.57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3.63±.60

Autonomy 3.16±.50

Environmental mastery 3.28±.49

Purpose in life 3.39±.62

Personal growth 3.36±.56

Total 3.32±.43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3.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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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정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심리

적 안녕감,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정도를 <Table 3>에 제시하

였다.

자아탄력성의 인지정도는 남성 2.95, 여성 2.62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에서도 남성이 

3.58로 여성 3.28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부 요인별 조사에서는 자아수용 요인의 

경우 남성 3.47, 여성 3.09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긍

정적 대인관계에서는 1학년 3.75, 3학년 3.68, 4학년 3.47, 2

학년 3.47 순으로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율성 요인에서는 남성 3.46, 여성 3.11로 남성이, 비보건계열 

3.24, 보건계열 3.07로 비보건계열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환경통제력 요인, 삶의 목적 요인, 개인적 성장 요인

에서도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삶의 목적 요인, 개인

적 성장 요인에서는 비보건계열의 전공자가 보건계열 전공자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Difference of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2.95±.37 4.999

(.000**)

3.47±.55 3.186

(.002**)

3.77±.62 1.244 

(.215)

3.46±.46 3.219 

(.002**)

3.54±.50 2.863 

(.005**)Female 2.62±.30 3.09±.56 3.61±.60 3.11±.50 3.24±.48

Grade

1 2.70±.37

1.542

(.205)

3.22±.59

1.034

(.379)

3.75±.58

2.687 

(.048*)

3.17±.51

1.308 

(.273)

3.42±.49

2.166 

(.093)

2 2.65±.27 3.07±.59 3.47±.64 3.60±.50 3.22±.50

3 2.61±.34 3.10±.54 3.68±.56 3.20±.52 3.22±.47

4 2.83±.22 3.32±.54 3.47±.66 3.36±.32 3.25±.23

Department

Health

－unrelated
2.68±.36

1.092

(.276)

3.17±.58
.961

(.338)

3.64±.58
.420 

(.675)

3.24±.53
2.380 

(.018*)

3.29±.46
.434 

(.665)Health

－related
2.63±.28 3.10±.56 3.61±.62 3.07±.47 3.26±.52

Total 2.66±.32 3.13±.57 3.63±.60 3.16±.50 3.28±.49

Psychological Well－Being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Purpose in life Personal growth Total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3.63±.46 2.043

(.042*)

3.63±.57 2.511

(.013*)

3.58±.43 3.265

(.001**)

3.29±.86 .418

(.676)Female 3.36±.63 3.33±.55 3.28±.42 3.22±.76

Grade

1 3.42±.64

1.570

(.198)

3.35±.60

.654

(.581)

3.38±.43

1.563

(.200)

3.28±.75

2874

(.837)

2 3.26±.58 3.30±.52 3.22±.45 3.16±.77

3 3.47±.62 3.41±.55 3.34±.41 3.25±.78

4 3.51±.65 3.52±.81 3.40±.42 3.29±.95

Department
Health－unrelated 3.48±.59 2.012

(.046*)

3.45±.58 2.095

(.037*)

3.37±.43 1.796

(.074)

3.25±.75 .549

(.586)Health－related 3.30±.64 3.28±.54 3.26±.43 3.14±.79

Total 3.39±.62 3.36±.56 3.32±.43 3.23±.77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or ANOVA.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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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구

강건강상태에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6%였다<Table 4>.

<Table 4>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ariables SE β t(p)

Ego－Resilience .165 .215 3.102(.002)

R²=.046, Adj R²=.042, F=9.620, p＜.002

5.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들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미치

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심리적 안녕감 요인들로 하고 종속변

수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6개의 요인들 중 자아수용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9%였다<Table 5>.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요인

은 주관적 구강건강생태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Ego－Resilience on Subjective Oral Health 

Status 

Variables SE β t(p)

Self－acceptance .093 .243 3.531(.001)

R²=.059, Adj R²=.055, F=12.471, p＜.001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이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증

진행위를 위한 요인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을 제

시하여,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부 요인인 자아수용에서 

남성 3.47, 여성 3.09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대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한 백서연[2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행동, 신

체적 조건, 가치관이나 성격 등을 거부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심리적 안녕감의 하부 요인인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

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학년별 조사에서는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1학년, 3학년, 4학년, 2학년 순으

로 긍정적 대인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사

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순기능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1학년의 경우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인관계에 노력하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

의 경우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가 심화되어 자신의 전공이나 

미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지는 시

기이기에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계열별 조사에서는 자율성에서 비보건계열이 3.24로 

보건계열 3.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진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정에 의

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의 필요성이 비보건계열의 학생들

보다는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부 요인

인 개인적 성장에서도 비보건계열이 3.45로 보건계열 3.28보

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 또한, 자신을 발전시켜 지속적인 성

장과 새로운 도전 및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보건 계열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책

임질 예비 보건의료인인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통한 단점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수연

[25]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장민규[26]의 연구에서도 우울

감 경험률이 있거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집단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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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스트

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축척되어 우울정도가 커지게 되면 

자아탄력성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도 낮

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 강한 사람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자아탄력성은 강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27]. 따라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강

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구강건

강증진행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심리적 안녕감의 6개 하부요인 중 자아수용은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 긍정

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총 

6개 하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자아수용만이 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외 요인은 유의하

지 않았다. 자아수용이란 자기의 수용으로 즉, 자신이 실천한 

행동과 그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수용하는 태도이며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

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와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는 본인이 

인지하는 구강상태에 대해 영향을 주어 자아수용이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이 잠재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심

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부요인

인 자아수용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28].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구

강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형장욱[29]의 연구결과 자아수

용(18.2%), 긍정적 대인관계(20.9%), 자율성(11.1%), 환경통제

력(30.3%), 삶의 목적(19.7%), 개인적 성장(18.9%)으로 심리

적 안녕감의 하부 요인과 모두 유의하다고 밝혀져 본 연구는 

이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부요인인 자아수용은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부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

장 요인은 유의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이 낮아진다는 Vingilis[30]

의 연구 결과처럼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는 있었으나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

이기에, 친밀성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는 내

용의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아수용 능력 향상을 위해 성격유형검사 등

의 자아수용 능력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 인식하

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

여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한계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높은 변

인을 찾아내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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