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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389 dental hygiene students in three college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5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10 questions of self-efficacy, 18 questions of major satisfaction, 
and 13 questions of career identity by Likert 5 scale. Cronbach’s alpha was 0.92 in self-efficacy, 0.90 in major satisfaction, and 0.88 
in career identity in the previous studies. Cronbach’s alpha in this study was 0.911 in major satisfaction, 0.840 in self-efficacy, and 0.8090 
in career ident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score was 3.47 in self-esteem, 3.79 in major satisfaction, and 3.03 in career ident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ased on grade,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case of career 
ident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characteristics, motivation for college choi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general satisfaction, awareness satisfaction, curricula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The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identity were aptitude, interest,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in order(p<0.001). 
Conclusions: The career identity is closely related to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It is desirable to open a variety of education 
courses and to develop systematic and practical programs to the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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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령화시대에 국민들의 구강관리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치과의료분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

과위생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실정이다. 이

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역할 증대를 위해 

대학에서의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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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vious resarch Resarch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alpha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alpha

Self-esteem 10 0.92 10 0.911

Major satisfaction 18 0.90 18 0.840

Career identity 14 0.88 13 0.890

Table 1. The reliability of resarch tools

고 졸업생들의 능력과 자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

은 다양한 진로분야에 대한 지식획득을 위한 환경적 탐색과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기탐색 등 

활발한 진로탐색활동을 통해1) 진로정체감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치위생과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은 이미 직업적 선택

을 하고 들어온 상태이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공

을 선택해야 함에도 취업률, 학교 성적, 부모의 권유 등에 

따라 선택되어 학과를 선택하고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

과위생사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채 치위생 

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게 된다2).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전

공학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

와 노력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3).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전공만족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공 만족도가 낮아지면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전공을 포기

하게 된다고 하였다4).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동안 사회화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

성격을 형성해 나가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가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5). 즉 자신이 가족 관계 속

에 속함과 동시에 또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

면서 또래 집단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정체감에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의미 한다5).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4, 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력과 학업적 적응능력이 높게 나타

나고5, 7)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대

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과 개인의 자아실현 성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5).

진로정체감은 직업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서 자

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

확하고 안정된 상(picture)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고 모호한 환경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

합한 결정을 내리는 자기 확신과 관련이 깊다1, 8). 진로정체

감 수준이 높다면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2),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한다고 하였다9). 

일반적으로 치위생(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타 전공에 비

해 직업을 선택하고 들어온 상태이고, 취업률 또한 높아 치

과위생사로서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치위

생 업무를 수행한다면,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이직률과도 관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2, 10).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관련 선행연구로는 자아존중감과 전문직업관 등11-13), 전공만

족도와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3), 전공만족도와 임상

실습만족도의 관련성14),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업성의 비교10), 

진로정체감과 취업준비행동15) 등 관련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지만,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 대학생활 중에 스스

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적 요구

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방향 설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5월 26일부터 2014년 6월 10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3개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395명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였고,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가 설문지에 자기기입방법으

로 작성하였다. 전체 설문지 가운데 결측값이 많은 6부를 

제외시키고 389부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 성격, 임상실습경험, 임

상실습 만족도, 진학동기로 구성된 5문항이었고 자아존중감

은 Rogenberg16)가 개발하고 전17)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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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of question Mean SD

Self-esteem     10 3.47 0.53

  Negative     5 3.25 0.58

  Positive     5 3.68 0.60

Major Satisfaction     18 3.79 0.49

  General satisfaction     6 3.74 0.59

  Recognition satisfaction     6 4.03 0.61

  Course satisfaction     3 3.52 0.60

  Relationship satisfaction     3 3.62 0.68

Career identity     13 3.03 0.62

Table 2. Th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였다. 이는 총 10문항으로 부정 5문항, 긍정 5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전공만족도는 김과 하18)가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

여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관계

만족 3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정체감은 진로

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및 재능 

등에 관한 상을 소유한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Holland 등19)

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의 진로정체감을 김과 

김20)이 번안하고 권과 김21)이 수정 보완한 14문항을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실시 후 치위생(학)과 대학생

에 맞게 13문항으로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를 계산 하였고, 부

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5점 척도를 역환산하여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진로

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자아 존중감 Cronbach's alpha=0.9217), 전공만족도 

Cronbach's alpha=0.9018), 진로정체감 Cronbach's alpha= 

0.882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Cronbach's alpha= 

0.911, 자아 존중감 Cronbach's alpha=0.840, 진로정체감 

Cronbach's alpha=0.890로 나타났다<Table 1>.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8.0(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아

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

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고, Tukey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의 하위항목간의 관련

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였고,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

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수준은 

<Table 2>과 같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전체평균 3.47

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로 부정 3.25점, 긍정 3.68점으로 높

았다.  전공만족도 전체평균은 3.79점이었으며, 하부요인으

로는 교과만족 3.52점, 관계만족 3.62점, 일반만족 3.74점, 

인식만족 4.03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진로정체감 

평균은 3.03점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

체감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에서는 학년에서 1학년 군과 3학년 군이 3.52점으로 같았

고, 2학년 군이 3.37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진

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서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

위권유 3.49점과 취업률 3.41점, 학교 성적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임상실습만족도에서 만족한다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

통이다 3.34점, 만족하지 않는다 3.20점으로 유사하였다

(p<0.001). 성격에서는 긍정적이 3.58점으로 부정적 2.95점

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p<0.00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학년에서 1학년 군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3학년 군 3.75점, 2학년 군 3.71으

로 낮게 나타났다(p<0.01).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

서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위권유 3.77점과 취업률 3.74

점으로 유사하였으며, 학교 성적이 3.58점으로 낮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임상실습만족도

에서는 만족한다 3.97점, 보통이다 3.56점, 만족하지 않는다 

3.48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01). 성격에서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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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p=value*) p=value* p=value*

Grade

  First 115 3.52±0.53 3.582
(0.029)

3.93±0.47a 7.238
(0.001)

3.11±0.61 2.011
(0.135)  Second 149 3.37±0.51 3.71±0.45b 2.95±0.61

  Third 125 3.52±0.53 3.75±0.52b 3.04±0.65

Motivation for entering a college

  Employment rate 220 3.41±0.50b 8.445
(<0.001)

3.74±0.44b 10.448
(<0.001)

2.91±0.54b 25.821
(<0.001)  Advice 72 3.49±0.51ab 3.77±0.45b 3.00±0.57b

  Aptitude and interest 66 3.73±0.56a 4.06±0.54a 3.58±0.67a

  School record 31 3.26±0.56b 3.58±0.51b 2.76±0.57b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57 3.50±0.53 0.899

(0.369)
3.75±0.51 -1.177

(0.240)
3.08±0.67 1.386

(0.167)  No 232 3.45±0.52 3.81±0.47 3.00±0.59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Unsatisfied 26 3.20±0.66b 13.195
(<0.001)

3.48±0.63b 21.442
(<0.001)

2.82±0.51b 9.984
(<0.001)  Moderate 88 3.34±0.49b 3.56±0.41b 2.88±0.59b

  Satisfied 80 3.69±0.49a 3.97±0.43a 3.28±0.69a

Character 　
  Positive 317 3.58±0.47 10.142

(<0.001)
3.83±0.47 3.258 3.11±0.62 6.155

(<0.001)  Negative 72 2.95±0.47 3.62±0.51 (<0.001) 2.68±0.51
a,bdenotes the same subgroup by Tukey test
*by one-way ANOVA or t-test
294 persons, exclusion the case without the clinical training experience

Table 3. Th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subjects (N=389)

적이 3.83점으로 높았고, 부정적이 3.62점으로 낮아 통계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에서는 진학동기에서 적

성과 흥미 3.58점으로 높았고, 주위권유 3.00점, 취업률 

2.91점, 학교성적 2.76점으로 유사하였다(p<0.001). 임상실

습만족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와 보통이다가 2.82점과 2.88

점으로 비슷하였고, 만족한다가 3.28점으로 높게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성격에서는 긍정적이 3.11

점으로 부정적 2.68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p<0.001).

3.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 하위항목 간의 관

련성 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

족, 진로정체감은 상호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수로 대상자의 특성과 자아존중감, 전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F=51.330,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9.0%였

다. 자아존중감(β=0.35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

로 나타났고 적성과 흥미(β=0.265), 전공만족도(β=0.271) 

순이었다.

총괄 및 고안

치의학의 사회적 변화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의 활동과 그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들이 장차 전문직으로

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치위생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14). 이러한 진로정체감을 신장시키기 위한 자아존중감

과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치위생과 교육과정 개

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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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egative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General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Course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Negative 
self-esteem

1

Positive
self-esteem

0.586** 1

General
satisfaction

0.293** 0.508** 1

Recognition
satisfaction

0.164* 0.289** 0.623** 1

Course 
satisfaction

0.162* 0.320** 0.505** 0.383** 1

Relationship 
satisfaction

0.209** 0.331** 0.412** 0.368** 0.573** 1

Career
identity

0.439** 0.400** 0.498** 0.369** 0.226** 0.231** 1

*p<0.01,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N=389)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value*

Aptitude and interest 0.443 0.094 0.265 4.696 <0.001

Self-esteem 0.416 0.076 0.351 5.504 <0.001

Major satisfaction 0.356 0.083 0.271 4.296 <0.001

F=51.330(p<0.001), R2=0.49, adjusted R2=0.440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ls
Dependent variables: Career identity
Excluded variables: Motivation for entering a college 1(Advice=1), Motivation for entering a college 2(School record=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1(Moderate=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2(Satisfied=1), Character(Positive=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lated factors of career identity

도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전체평균 3.47점이었으며, 

임과 윤11)의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평균

이 2.79점으로 본 연구보다도 다소 낮았다. 그러나, 간호학

생을 대상으로 한 최와 하22), 성 등23)의 연구에서는 치위생

과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

전문직 사회화가 확립되고 전문직으로서 위상이 확고함이 

간호학생의 자기의 평가나 판단에 수반되는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존중감은 취업스트레

스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며 직무능력이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24). 그러므로 간호과 

학생 보다 낮게 나타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신

장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전공만족도 수준은 3.79점으로 정과 이14), 정 등26)의 

3.51이나 3.1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중 교과만족이 3.52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식만족이 4.0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정과 이14)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였다. 인식만족의 경우 치위생과의 높은 취업률로 최근 학

생들의 치위생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의 결과로 여겨

지며, 교과만족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업

부담이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환자와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실습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느껴 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3.03점으로 배 등15)의 

연구에서는 3.6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

서는 3년제 대학 전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배 등15)

의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의 3, 4학년으로 연구대상의 차이

에서 오는 결과로 3년제는 임상실습 및 학업부담과 치과위

생사 업무에 대한 다른 직종과의 차별성 결여로 낮고, 4년

제에서 3, 4학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습경험 및 특성화

된 학교수업을 통한 교육의 실시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향후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설명변수를 보완하여 연

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는 1학년과 3학년

이 3.52점으로 같았고, 2학년이 3.37점으로 낮은 결과를 보

였다(p<0.05). 이 등12)의 연구에서 학년은 고학년이 3.61점 

저학년이 3.48점으로 고학년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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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제간, 학교간 교과과정에서 주

어지는 수업이나 임상실습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 나타난 결

과로 생각된다.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서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 성적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1). 

임상실습만족도에서 만족한다 3.6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 

등13)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향

적일수록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학동기를 고려하여 치위생학에 흥미

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학생상담 전략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1학년에서 가장 높

았고, 진학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에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성적은 낮았다. 임상실습만족도에서는 만족할수록 전공만족

도도 높았으며,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선행연구인 정 등3)의 연구에서도 1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았으나, 정 등26)의 연구에서는 학

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이는 학교 간 교과과정 편성표에 따라 학년 별 차이가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전공별로 학년에 따른 전공만족

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치위

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이 등12), 정과 신27)의 연구에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진학한 학생이 학교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한 임상실

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 등26)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

한 기대와 확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공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에서는 진학동기가 적

성과 흥미인 경우 3.58점으로 진로정체감이 가장 높았으며, 

김 등10)의 연구에서는 높은 급여가 2.58(4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3.28점

으로 높았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등2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진로정

체감이 3.11점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

을수록 명확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

였으므로2) 졸업 후 현장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추후 진

로정체감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들을 통해 치

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하위

항목간의 관련성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

중감,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진로정체감은 상호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등12), 정과 신2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였으며 또한 전공만족

도와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정 

등26), 조28), 양과 이29)의 연구와 전공만족도는 장래 진로선

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직업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이 

뚜렷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조와 이30)

의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

고, 전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에 대한 동기를 부

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31).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수로 대상자의 특성,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 등26)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 진

학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양과 이29)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

록, 진로정체감이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

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자아증진 프로그램 

및 진로에 대한 뱡향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0).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을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중요하고, 적성과 흥미, 전공만족도가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영향 요인

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접한 관련성을 규명하

였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편의추출해서 조사한 내용으로 전체 치위생과 학생에게 일

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학제, 

지역 등의 포괄적인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도권에 소재하는 3개 대학 치위생

과에 재학중인 389명을 최종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전체평균 3.47점이었으

며, 전공만족도는 3.79점, 진로정체감은 3.03점이었다.

2.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의 경우 학년, 진학동기, 임상실

습만족도와 성격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진로정

체감에는 진학동기, 임상실습만족도, 성격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3. 부정적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일반만족, 인

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진로정체감간의 상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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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4.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성과 흥미,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

과 전공만족도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로정체감

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미래 치과위생사의 직업

적 역량강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보다 체계적이

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

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긍정적인 견해를 

높이고, 단계별 심층면담 등을 통해 학생 개개별의 적성, 관

심사 등을 파악하여 전공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진료지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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