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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분석 한 후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국내 4년제 대
학 3개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3, 4학년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빈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차이도 일부 항목에서 존재하였다.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남성, 연령증가, 고 학점 집단, 희망 월 급여가 가장 낮은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
감은 학교와 성적,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는데 전공에 불만족하는 학생의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았다. 회귀분석 결
과 진로정체감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약 20%로 낮은 편이었다. 치위생
학과 학생들이 취업준비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진출로의 모색이 필요하며,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긍정적 관련성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고민이 필요하다.   

주제어 :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by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he survey was conducted to 243 dental hygiene students in college located in South Korea, analyzed by 
t-test,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between male and femal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was higher with increasing age and 
their credit, but showed the opposite trend in expected salary. Career identity was related to credit and the 
satisfaction in major, students dissatisfied with major recorded higher sense of career identity.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showed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ffect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explanatory power was about 20%. It will be necessary encourage the students social advance in 
many different fields, research to im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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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학생들은 졸업 후 자기 진로에 하여 고

민하고 진로를 모색하기 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수

은 개인  성향이나 본인이 선택할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직업을 찾기 

한 극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비하여 치 생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은 2011년 재 약 87%로 취업에 한 

부담이 비교  은 편이다[1]. 따라서 학생활에서 진

로에 한 고민의 폭이 일반 학생에 비하여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학생활을 능동 이고 극 으로 하기 보

다는 학과의 교육내용을 따르는 일에 열 하고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가치를 높이기 한 자발  활동에 소

극 일 가능성이 높다. 

치 생학과 학생들의 부분은 병원에 취업하게 되는

데[1], 최근 4년제 학부과정이 늘어나고 치과 생사의 사

회  진출분야의 다양성에 한 고민으로 인하여 치 생

학과 학생들은 병원 외에 다양한 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2] 이에 상응하는 취업

비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이다. 치 생과 학생

을 상으로 한 취업 련 연구는 주로 원하는 취업기 , 

연 , 근로조건 등을 설문조사 하거나 취업 련 스트

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스트 스 정도를 악하는 등

[2-5]으로, 취업 비에 한 구체  비행동이나 자신

이 선택한 직업에 한 고민과 확신 등을 알 수 있는 내

용을 다룬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치 생학과 학생들

의 다양한 진출로 진입을 한 취업 비 동향을 악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 비행동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의 취업 비를 

한 정보활용능력과 극  참여의지 등을 주로 평가할 

수 있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취업 비자 스스로 진로

모색을 한 활동과 의사결정능력을 확인하기 한 도구

이다[6].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선택에 한 확신이 있는지 검토하기 한 항

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취업 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비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역량을 측정하기 한 도구로 

활용되는데, 취업 비생의 취업에 한 심리  확신과 

구체  활동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에 한 도구이다

[7]. 최근에는 이러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을 

상으로 한 취업 비행동과 이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8, 9]. 

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그리고 취업

비행동의 상호 련성이 여러 연구[8, 10, 11]를 통하여 

검토된 바 있으나 치 생학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 은 치 생학과 학생들의 일반  특성

에 따른 취업 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

로정체감을 검토한 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

감의 취업 비행동과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수행

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2013년 10월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까지 

국내 4년제 3개 학 치 생학과에 재학 인 학생들로 

3학년과 4학년 이었으며, 본 연구의 목 과 내용을 설명

하고 자료수집에 동의한 243명에 하여 설문지를 배부

하여 작성하고 회수하 다. 

2.2 연구방법

2.1.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성별, 연

령, 학교, 학년, 성 , 희망 월 여, 공만족도를 조사하

다. 연령의 경우 20세 이하와 21-23세 이하, 그리고 24

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성 은 본인의 평량 평균을 기

록하도록 하 으며, 4.0이상, 3.5-4.0미만, 3.5-3.0미만, 3.0

이하로 구분하 다. 희망 월 여는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 다. 공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2), 만족(19), 

보통(125), 불만족(76), 매우 불만족(17)으로 구분하여 조

사 한 후 매우 만족과 만족을 “만족”으로 보통을 “보통”

으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불만족”으로 나 어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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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Range Number %

Sex
male 16 6.58

female 227 93.42

Age(year)

≦20 35 14.46

21-23 185 76.45

≧24 22 9.09

University

A 75 30.86

B 88 36.22

C 80 32.92

Grade(year students)
3rd 129 53.09

4th 114 46.91

Credit(point)

≧4.0 16 3.78

3.6-3.9 64 27.12

3.1-3.5 101 42.80

≦3.0 55 23.31

Expected salary

(10,000won)

≧300 50 21.01

250-299 51 21.43

200-249 105 44.12

≦199 32 13.45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93 38.91

normal 125 52.30

dissatisfaction 21 8.79

Total 243 100

2.1.2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취업 비행동[12]을 알아보기 한 내용은 은 모두 6

개 항목 40개 문항으로 하 요인으로 ‘공식  직업탐색’ 

6문항, ‘비공식  직업탐색’ 10문항, ‘ 비  직업탐색’ 6

문항, ‘ 극  직업탐색’ 10문항, ‘취업 비노력’ 6문항, 

‘취업 비강도’ 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

를 사용하 다. 모든 문항은 6  척도로 평가하 다(1=

 아니다, 6=매우 그 다). 각 하 척도별 Cronbach α 

값은 공식  직업탐색 0.769, 비공식  직업탐색 0.820, 

비  직업탐색 0.797, 극  직업탐색 0.763, 취업 비

노력 0.920, 취업 비강도 0.813이었다.

2.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13]을 알아보기 한 내용은 모

두 5개 항목 25개 문항으로 하 요인으로는 ‘직업정보수

집’ 5문항, ‘목표설정’ 5문항, ‘계획수립’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자기평가’ 5문항으로 6  척도(1=  아니다, 6=

매우 그 다)의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 각 

하 척도별 Cronbach α 값은 직업정보수집 0.779, 목표

설정 0.804, 계획수립 0.710, 문제해결 0.773, 자기평가 

0.784로 나타났다. 

2.1.4 진로정체감(Career Identity)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14]는 모두 3개 항목 18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하 척도는 ‘자신의 이해’ 7문항, ‘능력

자신감’ 2문항, ‘직업정보의 이해’ 9문항으로 총 3개 하

요인에서 18문항으로 역 문항을 나타내어 수가 낮을수

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이 합하게 설정되어 

있어 진로정체감형성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역 코딩하여 수화 하고 분석하 다. 

각 문항은 6  척도(1=  아니다, 6=매우 그 다)의 자

기보고식 설문도구로 하 척도별 Cronbach α 값은 자신

의 이해 0.767, 능력자신감 0.815, 직업정보의 이해 0.799

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의 연구내용에 따라 SPSS 20.0 Ver. 

(SPSS Inc., Chicago)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취업 비

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수 은 각각 평균

과 표 편차를 기술하 으며, 일반 인 특성에 따른 취

업 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의 

련성은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따른 취업

비행동을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본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 따른 취업 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연령, 학년, 성 에서 의미 있는 련성이 검

토되었다. 남성은 모든 역에서 여성에 비해 높은 취업

비행동을 하고 있었으나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령의 증가는 공식  직업탐색, 비공

식  직업탐색, 취업 비노력, 취업 비강도 모두에서 양

의 상 계가 찰되었다(p<0.05). 학년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3학년 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났

으며, 극  직업탐색과 취업 비 노력의 경우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성 이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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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생들은 비  직업탐색(3.13±1.07)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취업 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비공식  직업탐색(3.60±0.70), 극  직업탐색

(3.47±0.94)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찰되었

다<Table 2>.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성별, 연령, 성 , 희망 월 여, 직업만족도에 따른 차

이가 검토되었다. 남성은 모든 역에서 여성보다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악되었고, 특히 자기평가

(3.95±1.17)는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조사되었다

(p<0.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높

아지는데, 특히 계획수립은 타 연령  보다 24세 이상에

서 4.02±0.9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p<0.05). 성 의 경

우 4.0이상으로 가장 높은 평 을 받는 학생집단이 모든 

역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p<0.05). 한편, 희망 월 여의 경우 직업정보 수집 외의 

모든 하부요인에서 150-200만원 미만의 월 여를 희망

하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으며 통

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공만족도

의 경우 모든 하 역에서 음의상 성이 검토되었다

(p<0.05)<Table 3>.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결과 성 , 공만족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성 은 모든 항목에서 4.0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 으며, 직업정보의 이해(4.81±0.96) 한 의미 있

는 차이가 발견되었다(p<0.05). 공에 해 불만족 하는 

집단에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p<0.05) 

<Table 4>.

3.4 취업준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관련성

본 연구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따

른 취업 비행동의 설명력은 약 20.8% (R2=0.208)로 상

계가 미약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취업 비행동에 의

미 있는 향을 미치는 역을 악한 결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p<0.05)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취업 비행동

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악하기 하여 표 화 계

수를 악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0.771)이 높을수

록 취업 비행동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진로정체감은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고찰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의 일반  특성에 따른 

취업 비행동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정체

감을 알아보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이 취

업 비행동과 련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하여 수행하

다.

치 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비행동은 하부요인인 공

식  직업탐색 2.49±0.87, 비공식 직업탐색 3.22±0.92, 

비  직업탐색 2.93±1.00, 극  직업탐색 3.01±0.76, 

취업 비노력 2.05±1.01, 취업 비강도 1.77±0.98로 각각 

6  만 에 하여 간 수인 3 에 미치지 못하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97년 이 에는 우리나라 학생

의 취업 비에 련된 항목의 수가 부분 간 수를 

넘지 못하 으나, 이후로는 취업에 한 요구가 커지고 

취업 장벽이 높아져 간 수를 넘어서 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6 재인용]. 그러나 

치 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재 졸업 후 본인이 원한다

면 부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하여 

취업에 한 기나 취업 비를 한 노력이 부족한 것

으로 여겨진다[1]. 한, 학과에서 제공하는 수업이나 실

습내용만으로 충분한 비가 되는 치과병·의원으로 취업

진로가 정해지는 경우가 부분으로 취업을 한 교외 

활동 등 추가의 노력을 하는 학생이 제한 인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 학생을 상으로 취업스트 스와 취업

비행동에 한 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스트 스가 올

라감에 따라 취업 비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된 바 있다[10]. 우리나라 일부 학에서 학생의 진로

에 한 스트 스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취업스트 스는 차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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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ange

Formal job

exploration

behavior

Informal job

exploration

behavior

Preparatory job

exploration

behavior

Active job

explo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efforts

Career

preparation

intensity

Sex
†

male 2.63±1.01 3.39±0.92 3.01±1.11 2.94±0.93 2.31±1.27 1.84±1.29

female 2.48±0.87 3.21±0.92 2.93±0.99 3.02±0.75 2.03±0.99 1.76±0.95

t 0.62 0.79 0.32 -0.37 1.07 0.33

p-value 0.34 1.00 0.49 0.19 0.40 0.07

Age(year)
‡

≦20 2.28±0.83 3.01±0.94 2.69±1.16 2.95±0.58 1.66±0.67 1.53±0.73

21-23 2.49±0.86 3.20±0.91 2.92±0.94 2.99±0.77 2.06±0.99 1.76±0.97

≧24 2.89±0.92 3.69±0.82 3.46±1.09 3.26±0.89 2.64±1.34 2.20±1.26

F 3.47 3.91 4.18 1.34 6.45 3.31

p-value 0.03
**

0.02
**

0.02
**

0.26 0.00
**

0.04
**

Grade(year 

students)
†

3
rd 

2.46±0.84 3.13±0.92 2.84±0.96 2.91±0.67 1.93±0.90 1.72±0.92

4
th 

2.53±0.92 3.32±0.91 3.04±1.04 3.13±0.84 2.18±1.12 1.82±1.04

t -0.61 -1.57 -1.52 -2.31 -1.88 -0.76

p-value 0.33 0.87 0.41 0.02
*

0.02
*

0.21

Credit(point)
‡

≧4.0 2.58±0.86 3.60±0.70 3.13±1.07 3.47±0.94 2.36±1.14 1.94±0.91

3.6-3.9 2.50±0.82 3.38±1.05 3.17±1.08 3.16±0.70 2.08±1.06 1.60±0.87

3.1-3.5 2.47±0.90 3.14±0.87 2.88±0.93 2.94±0.73 2.00±1.05 1.85±1.05

≦3.0 2.47±0.89 3.01±0.86 2.70±0.98 2.86±0.74 2.02±0.88 1.71±0.93

F 0.08 2.88 2.50 3.98 0.60 1.11

p-value 0.97 0.04
**

0.06
**

0.01
**

0.61 0.35

Expected 

salary
‡

(10,000won)

≧300 2.55±0.98 3.28±1.11 3.27±1.13 3.14±0.89 2.23±1.24 1.82±1.09

250-299 2.51±0.86 3.29±0.91 2.85±1.18 3.05±0.77 2.05±0.89 1.73±0.96

200-249 2.41±0.84 3.16±0.85 2.86±0.83 2.93±0.68 2.01±0.97 1.77±0.95

≦199 2.55±0.98 3.19±0.84 2.88±0.78 3.04±0.70 1.94±0.95 1.75±0.91

F 0.27 0.32 2.25 0.94 0.68 0.08

p-value 0.84 0.81 0.08 0.42 0.56 0.97

Satisfaction 

in major
‡

satisfaction 2.56±0.93 3.37±0.89 2.99±0.98 3.10±0.86 2.08±1.09 1.70±0.89

normal 2.46±0.84 3.10±0.88 2.88±1.02 2.93±0.66 2.01±0.95 1.80±1.03

dissatisfaction 2.43±0.78 3.20±1.17 3.09±0.97 3.01±0.71 2.20±1.05 1.86±0.96

F 0.42 2.36 0.56 1.59 0.36 0.34

p-value 0.66 0.09 0.57 0.21 0.70 0.71

Total 2.49±0.87 3.22±0.92 2.93±1.00 3.01±0.76 2.05±1.01 1.77±0.98
†Independent t-test, *p<0.05
‡
One-way ANOVA, 

**
p<0.05

<Table 2>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6], 3년제 치 생과 졸업반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23세를 기 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령증가에 따른 

취업행동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3]. 우리나라 학생의 

취업목표 설정시기를 조사한 연구에서 문 학 학생들

은 주로 2학년 때, 그리고 4년제 학 학생들은 4학년 때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4년제 

학생의 경우 통계 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검토되었다

[15].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상이 찰되었는데 연령

과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극 으로 취업 비행동을 하

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업이 임박한 고학년일수록 취업과 

련된 고민과 노력이 증가하게 되어 일어나는 당연한 

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취업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구체  취업 비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학생의 취업목표설

정여부에 하여 공계열별로 살펴본 결과 의학계열의 

경우 여학생이 75.3%로 남학생의 24.7% 보다 높게 조사

되어 여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한 비를 남학생에 비

하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한, 취업에 비

하여 학원에 다닌 경험의 경우에도 문 학, 4년제 학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은 것

으로 조사된 바 있다[15]. 그러나 취업 비행동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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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Range
Career relating data 

gathering
Setting an objective Making a plan Solving a problem Self evaluation

Sex†

male 3.61±1.17 3.85±0.89 3.88±1.06 4.03±1.06 3.95±1.17

female 3.63±0.86 3.75±0.85 3.58±0.79 3.84±0.79 3.84±0.84

t -0.09 0.46 1.41 0.87 0.36

p-value 0.07 0.72 0.08 0.07 0.04*

Age
‡

(year)

≦20 3.61±0.93 3.77±0.88 3.53±0.82 3.82±0.75 3.76±0.81

21-23 3.62±0.86 3.71±0.82 3.56±0.79 3.82±0.81 3.81±0.86

≧24 3.78±1.05 4.13±0.95 4.02±0.92 4.17±0.87 4.23±0.90

F 0.38 2.41 3.34 1.93 2.32

p-value 0.68 0.09 0.04* 0.15 0.10

Grade(yea 

students)†

3rd 3.63±0.84 3.71±0.78 3.50±0.74 3.72±0.75 3.72±0.81

4th 3.63±0.93 3.81±0.92 3.71±0.88 4.00±0.84 3.98±0.89

t 1.24 1.36 1.39 1.25 1.22

p-value 0.25 0.09 0.05 0.22 0.29

Credit(point)
‡

≧4.0 3.98±1.22 4.10±0.90 4.01±0.99 4.23±0.85 4.29±0.92

3.6-3.9 3.85±0.85 4.05±0.71 3.91±0.73 4.14±0.78 4.16±0.80

3.1-3.5 3.52±0.76 3.64±0.88 3.42±0.79 3.71±0.75 3.64±0.80

≦3.0 3.46±0.97 3.52±0.86 3.43±0.80 3.68±0.85 3.70±0.92

F 3.29 5.39 7.25 5.85 6.79

p-value 0.02** 0.00** 0.00** 0.00** 0.00**

Expected 

salary‡

(10,000won)

≧300 3.60±0.77 3.73±0.89 3.50±0.82 3.78±0.85 3.80±0.92

250-299 3.57±0.75 3.62±0.74 3.45±0.75 3.77±0.72 3.71±0.79

200-249 3.52±0.84 3.71±0.86 3.58±0.67 3.70±0.82 3.76±0.69

≦199 3.86±1.19 4.10±0.97 3.99±0.97 4.20±0.90 4.20±1.05

F 1.51 3.71 5.27 4.06 3.88

p-value 0.21 0.01** 0.00** 0.01** 0.01**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3.37±0.88 3.70±0.72 3.58±0.51 3.73±0.58 3.82±0.62

normal 3.49±0.77 3.57±0.81 3.47±0.75 3.70±0.77 3.72±0.80

dissatisfaction 3.85±0.97 4.01±0.87 3.75±0.93 4.06±0.86 4.00±0.97

F 5.58 7.63 3.20 5.32 3.05

p-value 0.00** 0.00** 0.04** 0.00** 0.04**

Total 3.63±0.88 3.75±0.85 3.60±0.81 3.86±0.81 3.84±0.86
†Independent t-test, *p<0.05
‡One-way ANOVA, **p<0.05

<Table 3>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학생을 상으로 한 남녀 간 차이는 의미 있거나, 의미 

없는 결과가 혼재하며[6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

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항목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표설정의 항목은 성 이 4.0 

이상으로 최상  학생집단에서 가장 정 으로 평가되

었으나, 희망월 여가 낮은 학생 그리고, 공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부분에 한 고

민과 세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2007년 

수행된 연구결과 치과 생사의 은 1,500-1,700만원

을 받는 경우가 약 55%를 상회하고 있는 수 으로 높지 

않았으며[16], 이와 같은 치과 생사의 낮은 여에 한 

불만족은 업무불만족과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된 바 있다[17].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치과 생사의 월 여에 한 낮은 실  수 을 인식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Table 3>. 

성 이 좋은 학생들은 일반 으로 학교생활에 성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학부성 이 평균 

4.0 이상인 학생들은 취업 비행동  비공식  직업탐

색, 비  직업탐색, 극  직업탐색에서 나머지 학생

들에 비하여 정  차이가 검토되었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 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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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eer Identity of the subject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Range
Self-unders

tanding

Self 

confidence 

level

Understand

ing the job 

information

Sex†

male 3.69±0.66 3.53±1.31 4.19±0.89

female 3.49±0.84 3.20±1.26 4.35±0.86

t 0.93 1.01 -0.70

p-value 0.29 0.74 0.77

Age(year)‡

≦20 3.44±0.75 3.14±1.10 4.18±0.84

21-23 3.50±0.84 3.25±1.28 4.34±0.87

≧24 3.56±0.92 3.11±1.39 4.47±0.93

F 0.16 0.19 0.83

p-value 0.85 0.83 0.44

Grade(year 

students)†

3rd 3.42±0.82 3.24±1.21 4.27±0.85

4th 3.59±0.83 3.21±0.12 4.41±0.88

t -1.58 0.15 -1.30

p-value 0.96 0.32 0.69

Credit

(point)‡

≧4.0 3.72±1.01 3.53±1.51 4.81±0.96

3.6-3.9 3.51±0.90 3.02±1.30 4.47±0.92

3.1-3.5 3.52±0.80 3.25±1.26 4.28±0.79

≦3.0 3.39±0.77 3.25±1.16 4.12±0.86

F 0.72 0.86 3.50

p-value 0.54 0.46 0.02**

Expected 

salary‡

(10,000won)

≧300 3.42±0.90 3.32±1.54 4.40±1.06

250-299 3.46±0.72 3.11±1.15 4.24±0.75

200-249 3.49±0.92 3.42±1.16 4.34±0.81

≦199 3.66±0.93 3.18±1.40 4.47±1.02

F 0.77 0.76 0.80

p-value 0.51 0.52 0.50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3.20±0.85 2.88±1.36 3.84±0.72

normal 3.34±0.78 3.08±1.17 4.15±0.79

dissatisfactio

n
3.79±0.81 3.48±1.32 4.69±0.87

F 9.67 3.59 15.23

p-value 0.00** 0.03** 0.00**

Total 3.50±0.83 3.23±1.26 4.33±0.87
†Independent t-test, *p<0.05
‡
One-way ANOVA, 

**
p<0.05

<Table 5>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Categories B SE t p-value

(Constant) 2.394 0.516 4.64 <.0001*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0.771 0.105 7.32 <.0001*

Career Identity -0.175 0.097 -1.79 0.075

R2=0.208 F=27.57 p=0.0001

Multiple linear regression, *p<0.05

일부 학의 치 생과 학생을 상으로 한 취업가치

과 취업선호도를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

었는데 가장 높은 학 을 가진 학생들이 취업에 한 가

치 을 설명하는 세부 역에 하여 모두 가장 정  

답변을 한 바 있다[5].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모두에서 

높은 학 의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에 비해 정  답변

을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11]. 

본 연구결과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이해, 능력자신감, 

직업정보의 이해로 구성되어 개인이 자신의 특성을 정확

히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 설계를 한 확신을 가지게 하

는 요한 요인이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

로정체감은 공만족도의 차이만이 검토되었을 뿐 연구

상의 다른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가 검토되지 않았

다(p<0.05). 치 생학과 학생들의 경우 일반  특성에 따

라서 비슷한 수 의 진로정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

의 이해(3.50±0.83), 능력 자신감(3.23±1.26)은 간 이상

의 수를 보 고, 특히, 직업정보의 이해(4.33±0.87)는 

높은 수 으로 기록되어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비행동에 하

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련성을 알아

보기 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일부 학 

치 생학과  3학년과 4학년 학생을 상으로 조사한 결

과로 국내 치 생학과 학생 체에 한 내용으로 일반

화하기에는 부 하다. 특히 본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한 

학생들이 학과만족도에 불만족 하는 부분은(p<0.05) 치

생학과와 구조 으로 유사한 간호학과 학생의 공

만족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양의 상

계를 보인 것[11]과는 상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추

후 연구를 통하여 심도 깊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더

불어, 치 생학과 학생들의 사회진출로 모색에 한 구

체  요구와 이를 한 비행동 등을 악하기 한 후

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치 생학과 학생들은 학생 평균에 비

하여 취업 비행동에 극 이지 않은 편이었고[6 재인

용],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비행동에 

집 하는 것으로 단되지만 진로정체감은 취업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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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 생학

과 학생들의 취업 비행동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

회진출로의 모색이 필요하며, 진로정체감과 공만족도

가 정  련성을 갖도록 하기 하여 공에 한 이

해와 구체  방안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치 생학과 학

생들이 궁극 으로 직업  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

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향상에도 정  

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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