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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계청 조사[1]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은 8.4%로 전체 실업

률 3.2% 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

고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교육정책에 있어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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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their major, and their work valu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44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uth Korea from 

November 1 to 30, 2016.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 used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mong others. Results: There wer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2.9), major selection motive (3.1), and their work value (3.8) in subject. The higher 

student’s grade is, the better prepared he or she for employment (p<0.001). Inner work value (p<0.01) and 

outer work value (p<0.05) were higher among females than male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sonal, social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their major, and their inner 

work value. Conclusions: Positive motivation to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leads to major motive to 

select major, and their work val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udy of diversified manners that can be 

fulfilled fo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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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하

여 이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확대에 대한 대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자체평가제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자체평가 및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있어 중요한 평가지표는 학생들의 취업률

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투자, 등록금 부

담 완화지수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평가지표 중 학생들의 취업률은 대학의 경쟁력과 대학 자체평가 

및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있어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 선택 및 전공선택에 있

어서도 중요한 결정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대학의 전공선택, 취업 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2,3]에서도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선택이

나 전공선택에 있어 학문의 심오한 이론보다는 졸업 후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실업 대책뿐

만 아니라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도록 하는 학교 측면의 교육적 노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4].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교육시장 

개방, 대학 선택의 다양화, 청년실업 증가, 대학구조평가를 통한 대학 정원 감축과 최하위 그룹의 퇴

출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뿐만 아니라 직업선

택에 있어 어떤 측면을 중요시하는가와 같은 직업가치관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직업가치관은 개인

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전

공선택이나 직업포부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5-7]. 대학생 시기의 대학생들

은 대학생활 동안에 사회적 독립, 인생관 확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선택과 같은 어려운 

성인기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이 요구된다. 대학 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대학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

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의 취업특강, 취업캠프, 해외취업 등과 같은 각종 취업 지

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전공선택에 대한 부적응, 불만족을 겪으면서 향후 

진로선택의 불안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다[8]. 치위생과 학생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기본적으로 치과위생사라는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확

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9]. 한 등[10]은 치과위생사는 평균 직업 수명이 짧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고 보고하면서 직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최근 시대적, 사회적, 환

경적 요인의 급변화로 인하여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직업

가치관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

정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 관련성 연구[4,11]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치위

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직업가

치관,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진로교육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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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3년제 3개 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구두로 설문조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

생을 선정하였으며, 표본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 (0.02), 검정력 

0.95 (0.90), 유의 수준 0.0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42명이 산출되었으나 450명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미비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6명을 제외한 444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전공선택동기 8문항, 직업가치관 7문항, 취업준비행동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공선택

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선행연구[4,12,13]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

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

행동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각각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문

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0.89, 0.82, 0.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

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각각의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평균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α=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3.6 %, 여자 96.4%, 학년별로는 1학년 

35.1%, 2학년 38.3%, 3학년 26.6%이었다. 종교는 ‘있다’ 25.0%, ‘없다’ 75.0%, 부모 월소득은 ‘200

만원 미만’ 13.7%, ‘200-400만 원 미만’ 59.7%, ‘400만 원 이상’ 26.6%를 나타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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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16 ( 3.6)

Female 428 (96.4)

Grade 1 156 (35.1)

2 170 (38.3)

3 118 (26.6)

Religion Yes 111 (25.0)

No 333 (75.0)

Parents’ month income* < 200 61 (13.7)

200-400 > 265 (59.7)

≥ 400 118 (26.6)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2.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체 평균은 3.14±0.54로 조사되었고, 하부 영역요인으로 개인적 

동기 2.97±0.75, 사회적 동기 3.31±0.63이었다. 개인적 동기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의 장래 

직업에 맞춰 선택했다’ 3.48±0.9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나의 관심에 따라 선택했

다’ 2.87±0.95, ‘나의 적성에 따라 선택했다’ 2.82±0.89, ‘나의 재능에 따라 선택했다’ 2.71±0.84 순

이었다. 사회적 동기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의 성적에 맞추어 선택했다’ 3.50±0.9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나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선택했다’ 3.45±1.05, ‘나는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선택했다’가 각각 3.17±0.83, ‘나는 전공의 인기도를 고려하여 선택했다’ 

3.12±0.84 순이었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major selection motive (N=444)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Major selection motive 3.14±0.54

Personal motive 2.97±0.75

I chose for my aptitude 2.82±0.89

I chose according to my interests 2.87±0.95

I chose according to my talents 2.71±0.84

I chose for my futue career 3.48±0.94

Social motive 3.31±0.63

I chose to consider the popularity of my major. 3.12±0.84

I chose to consider the social awareness of my major. 3.17±0.83

I chose by the invitation around (parents, elder, friends, teacher etc). 3.45±1.05

I chose to match my grades. 3.5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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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전체 평균은 3.86±0.51로 조사되었으며 하부 영역 요인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관 4.04±0.56, 내재적 직업가치관 3.73±0.59이었다. 외재적 직업가치관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근무환경을 중요시한다’ 4.28±0.66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고, 그다음으로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한다’ 4.24±0.66, ‘나는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명예나 지위를 중요시한다’ 3.59±0.74 순이었다.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한다’ 3.99±0.7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능력 발휘를 중요시한다’ 3.84±0.72, ‘나

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성취감을 중요시한다’ 3.84±0.76 순이었으며, 반면에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사회봉사를 중요시한다’ 는 3.24±0.8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work value (N=444)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Work value 3.86±0.51

Outer work value 4.04±0.56

I value economic stability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4.24±0.66

I value honor and status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59±0.74

I value the working environmen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4.28±0.66

Inner work value  3.73±0.59

I value my ability to choose and make decisions.  3.84±0.72

I value my sense of accomplishmen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84±0.76

 I value social service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24±0.89

I value aptitude and interes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99±0.72

4.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전체 평균은 2.90±0.65로 조사되었고,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점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3.29±0.7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고, 그다음으로 ‘나는 전공 관련 면허증 취득 준비를 하고 있다’ 3.26±1.05,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

는 전공 관련 특강을 수강한다’, 2.86±0.90, ‘나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86±0.92, 

‘나는 이력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을 준비하고 있다’ 2.61±0.91 순이었으며, 반면에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 공부를 하고 있다’ 2.50±0.9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 3.00±0.65, 여자 3.15±0.53이었

고, 학년은 1학년 3.10±0.51, 2학년 3.10±0.56, 3학년 3.24±0.53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17±0.59, 

‘없다’ 3.13±0.52,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3.04±0.57, ‘200-400만 원 미만’ 3.14±0.51, ‘400

만 원 이상’ 3.18±0.58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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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N=44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otal 2.90±0.65

I am preparing specific career 

(academic, competition, volunteer, career mileage, etc.) that I can include in my resume

2.61±0.91

I am studying a foreign language to help me find a job 2.50±0.92

I am preparing to obtain my major license 3.26±1.05

I am working hard on credit management to help me get a job 3.29±0.78

I take a special lecture on my major that helps me get a job 2.86±0.90

I am participating in the job preparation program 2.86±0.92

하부영역 요인으로 개인적 동기는 남자 2.82±0.90, 여자 2.97±0.75이었고, 학년은 1학년 

2.93±0.76, 2학년 2.94±0.78, 3학년 3.07±0.70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02±0.83, ‘없다’ 2.95±0.73,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2.90±0.77, ‘200-400만 원 미만’ 2.98±0.74, ‘400만 원 이상’ 

2.97±0.79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동기는 남자 3.17±0.54 , 여자 3.32±0.63 이었고, 학년은 1학년 

3.28±0.61, 2학년 3.27±0.65, 3학년 3.41±0.62 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32±0.64 , ‘없다’ 3.31±0.62,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3.18±0.73, ‘200-400만 원 미만’ 3.31±0.59, ‘400만 원 이상’ 

3.40±0.64를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Major selection motiv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 Division Major selection motive Personal motive Social motive 

Gender Male 3.00±0.65 2.82±0.90 3.17±0.54

Female 3.15±0.53 2.97±0.75 3.32±0.63

F (p*) 2.971 (0.277) 2.837 (0.438) 0.550 (0.351)

Grade 1 3.10±0.51 2.93±0.76 3.28±0.61

2 3.10±0.56 2.94±0.78 3.27±0.65

3 3.24±0.53 3.07±0.70 3.41±0.62

F (p*) 2.643 (0.072) 1.374 (0.254) 1.905 (0.150)

Religion Yes 3.17±0.59 3.02±0.83 3.32±0.64

No 3.13±0.52 2.95±0.73 3.31±0.62

F (p*) 0.610 (0.536) 2.736 (0.449) 0.062 (0.879)

Parents’ month income** < 200 3.04±0.57 2.90±0.77 3.18±0.73

200-400 > 3.14±0.51 2.98±0.74 3.31±0.59

≥400 3.18±0.58 2.97±0.79 3.40±0.64

F (p*) 1.489 (0.227) 0.280 (0.756) 2.493 (0.084)

*by t-test or one-way ANOVA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 3.47±0.87, 여자 

3.88±0.49 (p<0.01)이고 하부영역 요인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남자 3.60±0.93, 여자 4.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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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남자 3.37±0.93, 여자 3.74±0.58 (p<0.05)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유무에서는 종교 있다 3.85±0.54, 종교 없다 3.69±0.61 (p<0.05)로 종교가 있

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부모의 월소득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취업준비행동에 따른 차이의 경우, 학년에서는 1학년 2.78±0.64, 2

학년 2.84±0.67, 3학년 3.13±0.57로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이었고, 사

후 검정으로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이 1,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 성별, 종교, 부모의 월소득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

향이 있었다<Table 6>.

 

Table 6.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Work value Outer work value
Inner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Gender Male 3.47±0.87 3.60±0.93 3.37±0.93 2.96±0.60

Female 3.88±0.49 4.05±0.53 3.74±0.58 2.89±0.65

F (p*) 11.050 (0.002) 8.069 (0.001) 6.980 (0.015) 0.047 (0.675)

Grade 1 3.81±0.59 3.98±0.65 3.69±0.63 2.78±0.64ac

2 3.92±0.43 4.11±0.44 3.77±0.56 2.84±0.67bc

3 3.85±0.52 4.02±0.56 3.72±0.59 3.13±0.57

F (p*) 1.794 (0.167) 2.335 (0.098) 0.918 (0.400) 11.259 (0.001)

Religion Yes 3.91±0.48 4.00±0.55 3.85±0.54 2.88±0.71

No 3.84±0.52 4.05±0.56 3.69±0.61 2.90±0.63

F (p*) 0.349 (0.211) 0.011 (0.474) 1.321 (0.016) 0.878 (0.712)

Parents’ month 

income**
< 200 3.85±0.46 4.05±0.52 3.70±0.61 2.87±0.60

200-400 > 3.84±0.50 4.01±0.54 3.71±0.57 2.86±0.64

≥ 400 3.92±0.57 4.10±0.60 3.78±0.64 2.98±0.70

F (p*) 0.908 (0.404) 1.149 (0.318) 0.534 (0.587) 1.392 (0.250)

*by t-test or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0.05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학년과 취업준비행동(r=0.203)이 상관성이 있었고, 개인적 전공선택동기와 사회적 전공선

택 동기(r=0.207), 외재적 직업가치관(r=0.113), 내재적 직업가치관(r=0.276), 취업준비행동(r=0.313)

과는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전공선택동기와는 외재적 직업가치관(r=0.111), 

취업준비행동(r=0.174)이 유의성이 있었고,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r=0.156)은 양의 상

관성이 검토되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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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 major selection motive,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Grade

Parents’ 

month 

income

Personal 

motive

Social 

motive

Outer 

work value

Inner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Grade 1

Parents’ month income 0.041 1

Personal motive 0.068 -0.007 1

Social motive 0.073 0.066 0.207** 1

Outer work value 0.037 0.080 0.113* 0.111* 1

Inner work value 0.026 0.063 0.276** 0.090 0.574** 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0.203** 0.075 0.313** 0.174** 0.018 0.156** 1

*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7.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p<0.001), 모형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p<0.001), 외재적 직업가치관(p<0.05), 내재적 직업가치관

(p<0.05), 개인적 전공선택동기(p<0.001), 사회적 전공선택동기(p<0.05) 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

록,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았다<Table 8>. 

Table 8. Regression analysis fo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p
*

Grade 0.148 0.037 0.176 3.991 <0.001

Parents’ month income 0.032 0.022 0.063 1.428 0.154

Outer work value -0.127 0.063 -0.109 -2.015 0.045

Inner work value 0.142 0.061 0.130 2.334 0.020

Personal motive 0.221 0.040 0.256 5.484 <0.001

Social motive 0.108 0.047 0.104 2.293 0.022

R2= 0.157, Adjusted R2= 0.146, F= 13.573, p<0.001

*by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총괄 및 고안

직업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아실

현을 성취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이다[14].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학사회까지 파급되어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영

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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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치관과 관련 변인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제시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전공선택동기

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와 자기이해,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15]. 연구대상

자의 전공선택동기 유형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전공선택동기 5점 만점 중 평균 3.1±0.5점이었

고, 하부영역 요인으로 사회적 동기는 3.3±0.6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적 전공선택

동기는 낮게 조사되었고 성별, 학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과 강[2]과 신[11]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맥락을 보였으나 학년이 올라갈

수록 개인적,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높으며 부모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적 동기가 높다는 한[2]

의 연구보고와는 상이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학과특성, 연구도구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진학 자체에만 목표를 두고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인의 미래직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껴 취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진로결정을 한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본인

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진로결정은 향후 직업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행착

오를 초래할 수 있다[16].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 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직업

을 선택하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연

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견해에서는 전체 직업가치관은 평균 3.86점 이었고, 하부영역 요인

으로 외재적 가치관 4.04, 내재적 가치관 3.73으로 외재적 가치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선호 직업 

조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 경찰관, 

간호사, 회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5], 이는 일정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보수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직업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직업가치관, 하부요인으로 외재적 가치관, 내재적 가치관 모

두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경제적 안정, 근무환경, 

능력발휘를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6]와 장[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경제적 안정성, 근무환경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이라는 당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행

동이라고 할 수 있다[17]. 취업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준비행동으로는 학점관리, 면허증 취

득, 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뷰, 직업교육훈련, 인턴체험등 전공에 따라서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은 평균 2.90이었으며 문항별로는 

전공관련 면허증 취득 3.26, 학점관리 3.29로 높게 나타났고 남녀간 집단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

냈으며,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5.853

862 ∙ J Korean Soc Dent Hyg 2017;17(5):853-64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실습과 의료기관 현장실습

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의식 증대와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과제로 취업이 임박한 고학년일수록 취업과 관련된 고민과 

노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과 전공선택동기, 직업가

치관과의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여러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17-20]. 이는 학생 스스로가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직

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나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성취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 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으로 국내외 전공연수를 도입하는 경우에 정부의 예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행동이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

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학년, 내재적 직업가치관,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학과 특성화, 차별화에 따른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진로적성 검사, 개별상담 서비스,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수요자의 필

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부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도구 차이로 

인한 정확성 결여,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요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단면

연구인 점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과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전문

대학 3개 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전

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은 2.9, 전공선택동기 3.1, 직업가치관 3.8이었다.

2.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3. 남자보다 여자에서 외재적 가치관(p<0.01), 내재적 가치관(p<0.05)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취업준비행동은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5. 회귀분석 결과,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내재적 직업가치

관, 개인적 전공선택동기,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학년이 높

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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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학과 특성화, 차별화에 따른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진로적성 검사, 개별상담 서

비스,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수요자의 필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7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http://kosis.kr[Internet].[cited 2017 Apr 20].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

[2] Park JH, Kang SU.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accomplishment related on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in students of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J KAFA 2015;7(2): 

7-12.

[3] Yang SY, Son GY, Cho MS, Oh SH. Awareness towards employment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5;15(4):613-21. https://doi.org/10.13065/jksdh. 2015.15. 

04.613 

[4] Han YJ.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 of Kyungsung, 

2013. 

[5] Lim E, Park BK, Hyun JS. Work value shif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2001 to 

2011. J KRIVET 2012;25(3):19-37.

[6] Jo YS. The analysis of job preparation activities by work value.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 Soc 2013;14(4):1690-8.

[7] Chang GH. A study on the work values of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Clothing Tex 

2007;32(1):139-42.

[8] Kim YH, Kim KE, Choi JH.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maturity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 

1223-33.

[9] Kim SS, Go EK. Factors that affect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6;6(2):139-45.

[10] Han SJ, Lee SM, Lim MH. A survey o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senses of employment. 

J Korean Soc Dent Hyg 2007;7:583-94.

[11] Shin J. The effects of motivations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job preparation 

[Master’s thesis]. Seongnam: Univ. of Gachon, 2012. 

[12] Lee JH. A study on job selection reasons and choice motives of major for college students in 

culinary and food service in Busan. J Regional Studies 2011;19(2):69-85.

[13] Au YK, Kim DI, Lee JY, Chung YJ.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est for college students. J Korea Educational Review 2011;17(3):267-91.

[14] Ahn KH, Lee YH.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J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998;17(1):1-17.

[15] Lee GN, Jyung CY. The development of college major selection program model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09; 

41(1):87-110.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5.853

864 ∙ J Korean Soc Dent Hyg 2017;17(5):853-64

[16] Jung EJ.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aspiring flight attendants in college[Master’s thesis]. Suwon: Univ. of Kyonggi, 

2014. 

[17] Lee JK, Kim DI.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Korea Journal of Counselng 2004;5(4):993-1016. 

[18] Kim JS. The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J Youth Studies 2017;24(2):141-66.

[19] Bea SS.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 leadership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2017;8(1):240-60.

[20] Seo HJ.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 

Youth Counseling 2016;24(1):43-64.

[21] Shin SH. Influence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major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6;16(4):549-57. https://doi.org/10.13065/jksdh.2016. 

16.04.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