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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ork values of undergraduates according to major and gende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following. First, undergraduates from engineering and social science department took a very serious view of achievement 
and leasure of body and mind in work values. Second, undergraduates made much of achievement, job stability, leasure of body 
and mind, economic compensation and reputation. And undergraduates thought that internal value orientation was more important 
than external value orientation. Third, two groups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service, knowledge pursuit, patriotism, economic 
compensation, reputation, and indoor activity. Fourth, the result of this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is following. Male undergraduates 
made much of leasure of body and mind, achievement, job stability, knowledge pursuit, and economic compensation in order. But 
female undergrduates made much of economic compesation, leasure of body and mind, achievement, and job stability in order. 
Fifth, that undergraduates make little of domain of service and patriotism gives a suggestion as to improvement of course education. 
As a result, this study is suggestive of instruction and advice in course search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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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는 청년 실업

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대두시켰다.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을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학생 36.7%

가 취업준비를 위해 올해 휴학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

과(이데일리, 2012. 1월 3일자)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과연 국내의 구직자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가치 등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선택에 있

어서 직업가치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직

업 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직업가치관과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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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다(장경혜, 2008).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

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상

의 의미를 지닌다. 개인이 만족할만한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직업가치란 개인이 직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정한 관념 

또는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혹은 종사하려는 직업에 대하여 어

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의미하는 것(홍기형 ․이승우, 1985)

으로 개인이 직업을 가지는 이유와 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업가치관이 중요한 변인

이라는 연구(복월분, 2000; Zunker, 1986)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특히 가치관의 형성은 가정, 교육, 교우관계 등 다양

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



이용길․강경희

공학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201328

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 관련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

져 왔다(권용한, 1996: 박주열, 1993: 김미희 외, 2007: 이은경, 

2003; 이현림 외, 2007: 한국고용정보원, 2008).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의식 성숙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직업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관 조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관 분석은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특히 특수한 전공 영역에 따

라 직업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장경혜, 2008).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직업가치관을 명확히 조사하고 

자료화하는 것은 향후 인적 자원 관리의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

다고 본다. 특히 대학생들인 경우 가까운 미래에 취업 전선에 

나아갈 대상이므로 이들의 직업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

회의 산업 인력 양성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

점이 있다.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 조사를 토대로 이들이 가치

를 부여하고 있는 직업군을 추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 새로운 직종 개발에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공학기술은 현대 과학기술의 대표적 지식 또는 활동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노태천과 이소이, 2009). 공학기술은 인

간의 능력을 자연과 사회의 통제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미래에 공학기술계에 종사할 공학계열 대학생들

의 직업가치관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가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같은 연구의 결과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진로탐색과 지도에 있어서 전공에 따른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공학 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을 조사하고 전공과 성별에 따라 직업가치관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는 대학교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공학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가치관의 정의

직업가치관에 대해 이재창(1988)은 개인이나 집단행동의 기

초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사건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 의

미와 의의를 부여하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구조이며 행동에 대한 

관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일반

인들이 갖게 되는 일종의 사고방식으로, 직무에 종사하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생겨나는 갖가지 사태에 대하여 개인이 

갖게 되는 가치의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 김충기(1989)

는 직업가치관이란 직업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 또는 시각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볼 때 직

업가치관은 개인이 일이나 직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가치관을 내재적 가치지향과 외재적 가

치지향으로 나누기도 한다(Ginzberg, 1951). 일반적으로 내재

적 가치지향은 일 그 자체를 통해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추구하

며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외재적 가치지향은 일을 

소득과 같은 외재적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외재적 가치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 

선택시 수입이나 안정성을 먼저 고려하는 데 비해 내재적 가치

지향을 가진 사람은 명성/명예, 자아성취, 장래성, 적성/흥미 등

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직업가치관의 영역

직업가치의 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에는 다소 차이가 있

다. Super(1953)는 직업가치의 영역을 이타심, 창의성, 독립심, 

지적 자극, 성취, 관리, 완전, 명성, 경제적 보상, 환경, 동료, 감

독관계 및 다양성으로 나누었다. Ginzberg(1972)는 직업 활동 

자체에 존재하는 내발적 형태, 경제 및 위신 등의 외발적 형태, 

사회적, 환경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부수적 형태로 직업가치관

의 영역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비해 백영균(1981)은 봉사성, 

이론성, 자아표현, 만족, 흥미, 독립의 내발적 측면과 보수, 명예, 

안정성, 권력, 생활 양식, 상향성 등의 외발적 측면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임인재(1990)은 탐구성, 실용성, 자유성, 주도성, 질

서정연성, 사회적 인정성, 심미성, 사회봉사성으로 분류했다. 

3. 직업가치관 검사

직업가치관 검사는 성취, 지위, 안정, 창의성 등과 같은 직무 

성공 ․만족과 관련된 가치관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의미한다

(이종범 ․정철영, 2001). 국내에는 기존의 가치관검사가 2003

년 현재 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현주, 2003) 가치관검사 

도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에서도 직업가치관 검사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임인재, 1990; 

임언, 2001; 중앙고용정보원, 2005). 

임인재(1990)의 직업가치관 검사는 중고생과 성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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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된 것으로 직업과 관련한 개인의 가치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 효율적인 직업결정과 직업만족도 제고를 지

향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직업가치관을 8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

누고 각 영역별로 16문항 씩 총 12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지에서는 직업가치관의 하위 영역을 탐구성, 실용성, 자율

성, 주도성, 질서정연성, 사회적 인정성, 심미성, 사회봉사성으

로 설정했다. 

또한 임언(2001)의 직업가치관 검사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것이다. 특히 이 검사는 검사 대상자 자신이 중요시하

는 직업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교사 및 상담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는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이 검사는 11가지의 직업가치관 하

위 요소를 기초로 총 5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검사지에서는 

직업가치관 하위 요소를 능력 발휘, 다양성, 보수, 인정성, 사

회적 인정, 지도려 발휘, 더불어 일함, 사회 봉사, 발전성, 창의

성, 자율성으로 나누었다. 

중앙고용정보원(2005)에서 개발한 직업가치관 검사는 만 15

세부터 2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검사 대

상자들에게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관에 적합한 직업은 무엇인

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직업선택과 경력 설계

를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에 이 검사지를 활용한 것은 이 검사지가 2004년과 2005년 2

차례에 걸쳐 3천 여명의 대상에게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항내용의 타당도

와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만 1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검사지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4. 직업가치관 검사의 의의

가치중심적 접근모형(Brown et al, 1996)에 따르면 가치를 

근거로 해서 흥미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적성 보다 직

업가치가 더 근원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직업가치관을 측정하는 것은 적합한 직업 선택을 지원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태영 

외(2006)는 직업가치관 검사가 진로지도에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은 가치관에서 타인과 

다른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어떤 직종

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가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며 셋째는 개인의 가치관 특성과 직업에서 충족시켜 주는 보

상들이 일치할수록 개인의 직업에 대한 적응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가치관은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케

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에 대한 적응성까지도 예측가

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I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교 1곳(A)과 지방 소재 대학교 2곳

(B, C)의 공학 계열 학생(122명)과 사회과학계열 학생 (116명)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상 대학교들은 모두 학생 수 1만명 

이하의 중소규모이다.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은 110명, 여학생은 

128명이었다. 연구대상들의 지역별 연령별 분포는 Table 1에 

제시했다. 연구대상을 공학계열과 사회 계열 대학생으로 정한 

것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ttp://cesi.kedi.re.kr)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2008년 대학 졸업 후 취업률 조사 결과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면 이과 분야에서는 공학계열

이 71.1%로 가장 높았고, 문과 분야에서는 사회 계열이 64.9%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과와 문과 분야에서 취업률이 높은 이 

두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직업가치관 검사지는 각 대학교별로 100부씩 배부했다. 각 

대학교의 응답 회수율은 A대학 81%, B대학 78%, C대학 79%

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중앙

고용정보원(2005)에서 개발한 청년층을 위한 직업가치관검사를 

활용했다. 이 검사지는 직업가치관을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

업안정,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추구, 

애국, 자율, 금전적 보상, 인정, 실내활동의 13개 범주로 분류

하고 있고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지 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했다.

이 직업가치관 검사는 2011년 10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에 

걸쳐 연구 대상 대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검사 결과는 spss12.0

을 이용해 분석했다. 전공과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

Table 1 Subjects

전공
성별

A B C

1 2 3 4 5 6

남 18 20 20 17 21 14

여 23 20 18 23 22 22

계 41 40 38 40 43 36

전공: 1-식품공학, 2-경영학, 3-검퓨터공학, 4-신문방송, 5-생명공학, 6-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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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iability of test instrument

영역 Cronbach's alpha

성취 .76

봉사 .82

개별활동 .77

직업안정 .76

변화지향 .79

심신의 여유 .70

영향력 발휘 .81

지식 추구 .79

애국 .85

자율 .74

금전적 보상 .81

인정 .79

실내 활동 .70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를 알아보기 위해 전공과 성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

고, 그를 바탕으로 t-test를 실시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 분석했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전공에 따른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 각 하위 범주에 대한 공학계열과 사회

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응답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13개의 하위 

범주 중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것은 

성취영역(평균 4.03점)이었고, 다음으로는 몸과 마음의 여유 영

역(평균 4.02점), 직업안정(평균 3.8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에 비해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은 금전적 보상이 평균 4.12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몸과 마음의 여유(평균 

4.06점), 성취(평균 3.99점)의 순이었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직

업 선택에 있어서 성취와 몸과 마음의 여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일반인과 학생(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직업가

치를 비교한 연구(한태영 외, 2006)에서 학생들이 성취, 직업안

정, 변화추구,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행사, 지식 추구, 금전

적 보상, 인정 차원에서 일반인 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일반인들은 개별활동, 

애국, 자율, 실내활동 영역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두 집단 모두 개별활동 항목

에 가장 낮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선택에 있어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Table 3 The result of work value t-test according to major

영역 전공 평균 표준편차 t sig

성취
공학 4.03 .50

.551 .582
사회과학 3.99 .57

봉사
공학 3.27 .62

2.373 .018*
사회과학 3.08 .55

개별활동
공학 3.04 .58

.922 .357
사회과학 2.98 .53

직업안정
공학 3.83 .58 －1.892 .060

사회과학 3.97 .55

변화지향
공학 3.57 .53

1.916 .057
사회과학 3.41 .67

심신의 여유
공학 4.02 .44 －.654 .514

사회과학 4.06 .42

영향력 발휘
공학 3.23 .68 －1.855 .065

사회과학 3.39 .61

지식 추구
공학 3.79 .57

2.793 .006**

사회과학 3.57 .61

애국
공학 3.22 .67

2.430 .016*

사회과학 3.01 .63

자율
공학 3.53 .55 －.091 .927

사회과학 3.54 .55

금전적 보상
공학 3.76 .56 －4.287 .000***

사회과학 4.12 .72

인정
공학 3.54 1.06 －3.307 .001**

사회과학 3.91 .65

실내활동
공학 3.31 .70 －2.161 .032*

사회과학 3.49 .57

*: p＜.05, **: p＜.01, ***: p＜.001

났다.

대학생들의 응답 중 높은 점수를 나타낸 5개 영역은 성취, 직

업안정, 심신의 여유, 금전적 보상, 인정 영역으로 내재적 가치

로 볼 수 있는 성취, 심신의 여유, 인정과 외재적 가치인 직업

안정, 금전적 보상으로 나눌수 있다. 특히 심신의 여유가 금전

적 보상보다 높게 나타나 여가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직업가치

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내재

적 가치지향이 외재적 가치지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인의 직업의식에 대한 연구(장홍근, 2007)

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직업에 대해 내재적 가치 보다는 외재적 가치 지향의 특성이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외재적 가치 지향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직업 안정에 대한 지향성은 시기별로 큰 폭의 변화가 있

음을 제시했다. 또한 김학성(2007)의 연구에서도 방사선과 대

학생들은 외재적 직업가치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공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분석: 공학 및 사회과학 계열을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1), 2013 31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내재적 가치지

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주5일제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단

축되면서 사회적으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은 지금 현재 학

문적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취에 대한 욕

구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개별활동, 봉사, 애국 영역이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

다. 이들 영역 중 애국과 개별활동은 한태영 외(2006)의 연구에

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생들이 봉사, 애국 등에 대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공고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

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향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될 필

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직장인 786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

치관 검사 결과(한태영 외, 2006)와도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

여준다. 직장인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성취, 심신의 

여유, 직업안정, 지식추구, 인정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를 차

지한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중요하게 인식하는 순위에

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직업 현장

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봉사, 지식 

추구, 애국, 금전적 보상, 인정, 실내활동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봉사, 지식 추구, 애국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사회

과학계열 학생들의 응답이 낮은 점수를 보인데 비해, 금전적 보

상, 인정, 실내활동 영역에서는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낮은 점수

를 나타냈다.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봉사, 지식 추구 등의 면에

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공학기술이 현대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한다고 볼 때 예비 엔지니어들이 봉사와 지식 추구 등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직업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이같은 결과는 동일 검사지로 진행

된 선행 연구(한태영 외, 2006)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계

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로 나누어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서는 자연계열 응답자들이 성취, 봉사, 영향력 행사, 인정 영역

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심신의 여유, 지식추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응답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제시하

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공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만을 대상

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 분류에서의 차이가 결

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

본 연구의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심신의 여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평균 3.99점)

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성취, 직업 안정, 지식추구, 금전적 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경우 금전적 보상이 가장 높

았고(평균 4.11점), 다음으로는 심신의 여유, 성취, 직업 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Wagman, 1965 ; 

Thompson, 1966; Nevill & Super, 1989 ; 양한주, 1998 등)

에서 제시된 결과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Wagman 

(196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여학생들은 사회봉사의 

직업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Thompson, 1966)에서도 남학

생은 리더십, 인정 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여학생은 사회기

Table 4 The result of work value t-test according to 
gender

영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sig

성취
남 3.99 .52 －.577 .565
여 4.02 .55

봉사
남 3.23 .63

1.356 .176
여 3.13 .56

개별활동
남 3.06 .60

1.186 .237
여 2.97 .52

직업안정
남 3.82 .60 －1.790 .075
여 3.96 .54

변화지향
남 3.55 .53

1.359 .176
여 3.45 .65

심신의 여유
남 3.99 .45 －1.527 .128
여 4.07 .41

영향력 발휘
남 3.21 .70 －2.169 .031*

여 3.39 .59

지식 추구
남 3.78 .56

2.378 .018*

여 3.59 .62

애국
남 3.23 .69

2.073 .039*

여 3.04 .63

자율
남 3.51 .57 －.733 .464
여 3.56 .54

금전적 보상
남 3.72 .58 －4.759 .000***

여 4.11 .69

인정
남 3.49 1.12 －3.543 .001**

여 3.91 .61

실내활동
남 3.31 .71 －2.008 .046*

여 3.48 .57

*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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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양

한주, 1998)에서 남학생들은 리더십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들은 대인관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

향성을 보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에서 남학생들은 공통적으

로 리더십, 인정 영역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사회 봉사와 대인관계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

로 불어닥친 경제 불황이라는 상황이 대학생들이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

른 직업가치의 차원 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더 강하게 대학생

들의 직업가치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 보

상, 직업 안정 등이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직업가치의 경향성은 현재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진다. 따

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 대학생들이 균형

잡힌 직업가치관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가치관의 각 영역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금전적 보상, 인정, 실내활동 영역에 있어 남녀학생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식 추구, 애국 영역에서

는 남학생들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나 영향력 발휘, 금전

적 보상, 인정, 실내활동 영역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학생간 차이를 보인 영역들이 금전

적 보상을 제외하고는 직업가치의 측면에서 남녀학생들이 공통

적으로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남녀학

생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직접적으로 직업가치관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적합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들 영역

에서 남녀 대학생들간 차이를 나타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가치관 검사 응답 내용을 전공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각 하위 범주에 대한 공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의 응

답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13개의 하위 범주 중 공학계열 대학생

들은 성취, 몸과 마음의 여유, 직업안정 순으로 높은 가치를 두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은 

금전적 보상, 몸과 마음의 여유, 성취의 순이었는데 두 집단 공

통적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성취와 몸과 마음의 여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두 집단 모두에서 심신의 여

유가 금전적 보상보다 높게 나타나 여가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직업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공별 응답에 대한 t-test 결과를 보면 봉사, 지식추구, 애

국, 금전적 보상, 인정, 실내 활동 면에서 공학계열과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3개 

하위 요소 중 6개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전공

에 따른 직업가치관이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간접적으

로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각 전공의 학생들이 더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있는 직업가치관 요소를 추출해 대학교의 진로탐색 프로그

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봉사, 지식 추구, 

애국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의 응답이 낮

은 점수를 보인데 비해, 금전적 보상, 인정, 실내활동 영역에서

는 공학계열 대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봉사, 애

국 등의 영역이 매우 낮은 가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향

후 진로교육의 방향과 내용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둘째, 대학생들은 성취, 직업안정, 심신의 여유, 금전적 보상, 

인정 영역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들 영역은 내재적 

가치로 볼 수 있는 성취, 심신의 여유, 인정과 외재적 가치인 직

업안정, 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내재적 가치지향이 외재적 가치지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학

생은 심신의 여유, 성취, 직업 안정, 지식추구, 금전적 보상 순

으로 높은 가치를 부였다. 여학생의 경우 금전적 보상, 심신의 

여유, 성취, 직업 안정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남학

생들은 공통적으로 리더십, 인정 영역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은 사회 봉사와 대인관계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연구와는 매우 다

르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불황이

라는 상황이 대학생들이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원 보

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더 강하게 대학생들의 직업가치에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 보상, 직업 안정 등이 중

요한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 대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은 전공별 성별에 따

라 하위 영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가

치를 두고 있는 상위 5개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하위 영역 중 심신의 여유 직업안정, 금전적 보상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주 5일제 근무 등의 근

로 조건의 변화와 경제 불황이라는 환경이 대학생들의 직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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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봉사, 애국 등의 영역이 낮은 가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진로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전공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영

역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과정 중 진로탐색 및 직업능력 개발 

분야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전공 분야의 특성이 직업과 관련한 고정관념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

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프로그램 등과의 연계를 통해 양성

평등적인 진로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

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지도와 조

언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전공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들의 직업가치

관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대학생들은 직업가치 중 

성취와 몸과 마음의 여유를 매우 중시했다. 둘째, 대학생들은 

성취, 직업안정, 심신의 여유, 금전적 보상, 인정 영역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고, 내재적 가치 지향이 외재적 가치 지향보다 높

게 나타났다. 셋째, 두 집단은 봉사, 지식 추구, 애국, 금전적 보

상, 인정, 실내활동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성

별에 따른 직업가치관 분석 결과 남학생은 심신의 여유, 성취, 

직업 안정, 지식추구, 금전적 보상 순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했

다. 여학생은 금전적 보상, 심신의 여유, 성취, 직업 안정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봉사, 애국 등의 영역이 낮은 가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진로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

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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