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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연구의목 은치 생과학생의몰입경험이진로태도성숙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살펴 으로써

치 생과학생들이 진로에 한합리 인 태도를 갖추게 하고나아가진로결정이나진로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구,경북,충북지역에 소재하는 4개 학 치 생과에 재학 인

최종 425명을 상으로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으로 조사하 고 자료분석은 률상 계분석과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학업성 과 몰입경험도의 역은 진로태도성숙도를 설명하기에 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몰입경험도는 치 생과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진로태

도성숙도의 하부요인 비성,확신성,결정성,목 성,독립성의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치위생과 전공몰입 경험 진로태도성숙

Abstract

Thisstudydentalhygieneandimmersiveexperienceofstudentsaffectsthecareerattitude

maturitybylookingathow dentalhygienistsandstudentsaboutcareersandfurtherrational

attitudeequipcareerdecisionsandthatcanbeusedincareercounselingwastoestablish

baselinedata.Asaresult,theareaofacademicexperienceandcommitmenttoacareerattitude

maturitywasfoundtobeadequatetoexplain,immersiveexperienceinthedentalhygiene

studentsandcareerattitudematuritywasaffected.Careerattitudematurityofthereadinessof

theunderlyingfactors,certainty,determinism,finality,independencewasaffectedbytheorder.

Thus,majorclassesofstudentsindentalhygieneandcanfacilitateanimmersiveexperienceand

takeadvantageofthisbytakingstepsreasonablycareerexplorationandcareerattitudeswill

needtomake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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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치과 생사는 인간을 생명을 다루는 문직으로서

공을 선택하기 에 신 하게 이미 신 하게 고려하

는 과정이 토 가 되어야 하며 공분야에서일체감과

애착을 가지고 몰입하는 경험이 요구된다.이는 졸업

이후 직업생활과도 연 되는 매우 요한 경험이라고

할수있다.‘몰입'은능력개발을넘어진로발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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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요한 향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1].

따라서 이러한 몰입이론은 진로상담에 해서 시사

하는 바가 큰데,몰입이론은 일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진로 상담의 목표를 재능 발달까지 확장,내담자

의흥미 능력간딜 마를극복,진로문제를의식차

원에서 경험 차원으로 환,일상에서의 몰입경험을

강조,진로 비를 한 구체 인 목표를 제시해 다

[2].특히 공몰입이란개념은조직몰입의개념에서도

출되었는데 공분야에 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공과 련된분야에서일할의지를가지는것을의미

한다[3].

이제까지진로선택의문제를진로의식의발달을돕

는 식으로 진행되었다.학생들의 심사 즉 인식상의

선호경향성에머물러있어‘인식’이상의논의를벗어나

지못하는경향이있었다.진로선택의문제는심리 인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경험을통해 도출되어야하

는데[4]몰입의개념은‘인식’차원의논제를삶의경험

과 연결시켜서 악하는데 주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

[2].

일반 인 삶의 경험 뿐만 아니라 공 문 기술

과 필수불가결한 계에 있는 공과목에서 충분한 몰

입경험을 한다면 이후 공 련 직업을 선택하고,직

업에 한 합리 인 태도를 갖는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에 한애착이높다는것은 공을선택하기

에이미신 하게고려하는과정이있었을것임을시사

하며[5],더 나아가 학에서 공에 몰입 할수록 졸업

후 취업률도 높을 것으로 상된다. 공에 한 만족

도는그들의진로의식을 결정하는단계에서 가장 요

한비 을차지하여개인의 학생활뿐만아니라앞

으로의직업선택과장래의삶에도 요한 향을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에 몰입하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즉 자신의 공에

몰입한 학생일수록 진로태도 면에서 바람직한 특성

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6].김[7],Gong[8]은 진로

태도 성숙이란 곧 진로의 발달 수 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을 알아보고, 비하고,자리 잡고,종사하고,직업

에서물러날때까지의발달과정에 처해나가는태도

,인지 인 비도라고 하 고,김[7]은 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계

에서 공수업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 다.

진로성숙이란 동일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상 인

직업 비의정도로개념화할수있는데,진로태도성숙

에 향을주는심리 변인들로는자아개념,자아정체

감,자아 존 감,내외 통제성 등으로 알려져 있다[9].

김[7]은진로와 련하여이론 ,경험 부분을습득

할수있는 공수업에서몰입을경험하게된다면진로

결정과 진로 태도에 정 인 향을 끼칠 수 있을 것

이라고 측했다.

즉 공수업시간에몰입을경험하여자신의진로결

정과 련된과제들을성공 으로해결할수있다는자

신감이 높아지며,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한 보다 명

확한 방향성을가지고구직과 련된바람직한 특성들

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6].

이[10]는 치과기공 공 문 학생을 상으로 몰입

경험 연구를 하 는데 실습수업의 몰입경험과 자아효

능감이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으며 효능감은 주어

진기술과난이도의균형뿐만아니라주어진과제를어

떻게 지각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몰입경험이 진로

태도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때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공의 실습수업

이나 극 활동 주의 공수업시간의 몰입경험을

측정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 성숙에 향을

미치는 공수업 몰입 경험의 하 요인들을 규명하고,

치 생과학생의몰입의경험이진로태도성숙에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 으로써 치 생과 학생들이

진로에 한합리 인태도를갖게하는데도움이되고

자하며나아가치 생과학생의진로결정이나진로상

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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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M SD

몰입경험

정서적요인 3.29 .618

통제감행동요인 3.27 .626

지적호기심요인 3.07 .623

시간흐름변화요인 2.78 .753

합계 3.10 .588

본연구는 구,경북,충북지역에소재하는4개 학

치 생과에 재학 인 학생 450명을 상으로 실시

하 다.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질문지법으로이루어졌으며,2012년5월16일부

터5월31일까지조사를실시하 다. 체설문지가운

데주요항목의결측값으로인해연구에이용할수없

는 설문지 25부를 제외시키고,나머지 425부의 설문지

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 다.

2. 연구도구

2.1 몰입경험

몰입경험 척도는 김[7]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정서 요인,통제감 행동 요인,지 호기심요인,시

간흐름의 변화 요인의 4가지 하 요인들로 구성된 총

34문항으로,‘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

(5 )’의Likert5 척도를사용하 다.본연구에서신

뢰도를 검증한 결과 몰입경험도(Cronbachα=.919)척

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진로태도성숙도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이[15]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5

가지하 요인들로구성된총47문항으로‘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의 Likert5 척도를

사용하 다.본연구에서신뢰도를검증한결과 공만

족도(Cronbachα=.713)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패키지

SPSS18.0(SPSS18.0KO forwindows,SPSSInc,

Chicago,USA)을활용하여통계분석을실시하 다.연

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몰

입정도와진로태도성숙정도는기술통계로평균값을산

출하 다.몰입경험도와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계는

피어슨(Pearson)의 률상 계분석과 다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상자의일반 특성을검증한결과, 체여학

생 가운데 1학년이 17.9%,2학년이 27.5%,3학년이

5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의 25.4%의

학생들이‘문 특성’을고려하여입학동기를선택하

고,19.8%가 ‘가족주변권유’,‘성 ’을 고려하여 6.6%

가입학동기를선택하 다고하 다. 한성 의경우

58.4%가 ‘’으로 27.1%가 ‘상’,19.5%가 ‘하’로 나타났

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학년

1학년 76 17.9

2학년 117 27.5

3학년 232 54.6

입학동기

취업보장 207 48.7

전문적 특성(소명감) 108 25.4

가족주변권유 82 19.3

성적 28 6.6

성적

상 115 27.1

중 227 53.4

하 83 19.5

합계 425 100

2. 연구대상자의 몰입경험, 진로태도성숙정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몰입경험,태도성숙정도(5

리커트척도,1=강한부정,5=강한 정)에 한 상

자의 평균은 몰입경험의 하 역인정서 요인이가

장 높은 편으로 시간흐름변화요인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진로태도성숙의 하 역인 결정성

과 독립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목 성이 상

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들의 몰입경험,진로태도성숙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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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태도
성숙도

결정성 3.37 .638

목적성 3.05 .472

확신성 3.15 .492

준비성 3.54 .506

독립성 3.36 .512

합계 3.30 .360

 5점 리커트척도(최소 1점, 최대 5점)

3. 몰입경험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상관관계

몰입경험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상 계를 검증한

결과,몰입경험의하 역가운데정서 요인과통제

감 행동(r=.831),지 호기심(r=.814)와 시간흐름변화

(r=.679),결정성(r=.30),확신성(r=.331), 비성(r=.471),

독립성(r=.151)과 정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지 호기심요인,시간흐름변화요인과 확신성

(r=-.096,r=-.114)과부 상 계를보이는것으로나

타났으며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확신성(r=.597),목

성과 독립성(r=.443),확신성과 독립성(r=.398), 비

성과 독립성(r=.333)과 정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몰입경험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몰1


몰2


몰3


몰4


태1


태2


태3


태4


태5


1 1

2 .831** 1

3 .814** .766** 1

4 .679** .625** .751** 1

5 .300** .281** .184** .051 1

6 -.042 -.083 -.096* -.114* .305** 1

7 .331** .317** .283** .213** .597** .215* 1

8 .471** .476** .401** .190** .298** -.073 .277** 1

9 .151** .152** .085 -.066 .468** .443** .398** .333** 1

몰 1:정서적 요인, 몰2:통제감 행동, 몰3:지적 호기심,
몰4:시간흐름변화, 태1: 결정성, 태2:목적성,
태3:확신성, 태4:준비성, 태5:독립성

통제감 행동(r=.831),지 호기심(r=.814)와 시간흐름

변화(r=.679),결정성(r=.30),확신성(r=.331), 비성

(r=.471),독립성(r=.151)과 정 상 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지 호기심요인,시간흐름변화요인과

확신성(r=-.096,r=-.114)과 부 상 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확신성

(r=.597),목 성과 독립성(r=.443),확신성과 독립성

(r=.398), 비성과 독립성(r=.333)과 정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몰입경험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회귀분석

몰입경험과진로태도성숙의회귀분석결과는몰입경

험도의 역은 진로태도성숙도를 설명하기에 한

것으로나타났다(진로태도성숙도R=.087).진로태도성

숙도에는몰입경험도(β=.249)가 향을주는것으로나

타났고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즉,몰입

경험도는치 생과학생들의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몰입 경험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회귀분석

종속
변수

B S.E β t p F R Radj

진로
태도
성숙

.191 .037 .249 5.12 .000 20.10 .087 .833

5. 몰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의 하

위요소

몰입경험에 미치는 진로태도성숙의 하부요인은 진

로태도성숙의 하부요인 비성(R=.188,β=.383),

확신성(R=.100,β=.298),결정성(R=.051,β=.201),목

성(R=.012,β=-.111)의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목 성의경우는몰입경험과부 (-)

계로 나타났다.

표 5. 몰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도의 하위요소

종속변수 B S.E β t p F R Radj

결정성 .055 .013 .201 4.060 .000 11.373 .051 .047

목적성 -.022 .010 -.111 -2.198 .028 2.529 .012 .007

확신성 .062 .010 .298 6.163 .000 23.417 .100 .096

준비성 .082 .010 .383 8.349 .000 48.781 .188 .184

독립성 .014 .011 .064 1.256 .210 2.153 .010 .005

Ⅳ. 고찰

진로태도란 개인이 진로선택에 해서 어떤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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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가에 한것으로어느한순간에이루어지는것

이 아니라 인생의 과정을 통해 변화 발 하는 과정

으로 개인의 경험과 문화의 속성에 향을 받는다[11].

진로태도 성숙은 진로선택과정에서 개인의 태도와 진

로결정에 향을미치는성향 반응경향성을의미하

는 것으로 몰입도가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을 수

있다.

특히 재학 의 공몰입은 졸업 후의 취업의 성공

과 련성을 가질 것이며 진로에 한 보다 구체 인

계획 실행과 련할 것을 상한다[12].즉 자신의

공에 몰입한다는것은 공분야에 해애착을가지

고 있으며 나아가 강한 취업의지와 취업 후 문 직종

으로 역할하기 한 노력을 하는 것과 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 생을 공하는 학생을 상

으로 공몰입도 경험이 진로태도성숙과어떠한 련

성이있는지를규명하고자하 다.특히이론과실습수

업을 포함한 공수업에서의 몰입경험을 측정하여 이

는 공 련과목에서의몰입경험과진로태도에미치

는 향을 밝 진로 교육이나 진로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를 둔다.

김[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진로태도

성숙은 공수업에서의 몰입을 경험한 것이 향을 미

친다는 것과 같은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공수업에서

의 몰입척도는 김[7]과 황[13]에서 제시한 몰입경험을

몰입상태를 진,설명하는 변인과 일치한다.

몰입경험도와진로태도성숙의회귀분석결과는몰입

경험도의 역은진로태도성숙도를설명하기에 한

것으로나타났다.즉몰입경험도는치 생과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7]

은 공몰입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와 높게 나

타난 연구와 일치한다.정[14]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디자인,인터넷,조리 공실습수업을통해몰입경험과

진로 결정 효능감은 높은 정 인 상 을 보인다고 한

결과와일치하며,장재윤등의연구와몰입경험이진로

태도 성숙에서 높은 상 계를 보인 이[10]의 연구와

도 일치한다.이로써 공수업에서의 몰입경험이 진로

태도성숙에유의한 향을미치는변인임을확인할수

있었다.

김[7]의 연구에서는 공몰입경험이 공에 한 어

떤요인보다진로태도에 한성숙을가장잘 측할

수있는변인이라고제시하고있다.이는 공수업에서

경험하는 몰입이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한인지 ,정서 태도인진로태도성숙의개념에

향을주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한몰입경험에

미치는진로태도성숙의하부요인 비성,확신성,결

정성,목 성의 순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 이해와 비정도와

심정도를 나타내는것으로진로태도 성숙에 가장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목 성은 목 성의 경

우는 목 성이 높을수록 몰입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개인이 추구하고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

는데 있어서 욕구와 실에 타 하는정도가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도 몰입도 요소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과목에서의 몰입경험은 공에서 필요하는

지식과기술을부분 으로 경험하고습득하여 이에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무엇을 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로 태도에서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뿐만 아니라 학생활 속에서

자신 공에 한고려와함께진로탐색과직업세계탐

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16].

본연구의제한 은첫째,연구 상의일반화문제로

일부 학에서 표집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둘째,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몰입측정도구를 사용하 는데,

보다 치 생과 공을 한 몰입측정도구에 한 자체

의 개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공교과에 한 이론과 실습의 구분에

따른 몰입차이에 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치 생과 학생들의 공몰입경험이 진로

태도 성숙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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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치 생과재학생을 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몰입경험의 하 역인 정서 요인이 가장

높은 편으로 시간흐름변화요인이 상 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진로태도성숙의 하 역인 비성이

가장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목 성이 상 으로 낮

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몰입경험과진로태도성숙간의상 계를검

증한결과,몰입경험의하 역가운데정서 요인과

통제감행동,지 호기심과시간흐름변화,결정성,확신

성, 비성,독립성과정 상 계를보이는것으로나

타났다.지 호기심요인,시간흐름변화요인과확신성과

부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몰입경험도의 역은 진로태도성숙도를 설명

하기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진로태도성숙도에는

몰입경험도가 향을주는것으로나타나,몰입경험도

는 치 생과 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몰입경험에 미치는 진로태도성숙의 하부 요인

비성,확신성,결정성,목 성의순으로 향을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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