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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studywasaimedatexploringcareer-relatedcharacteristicsofpremedicalstudentsin

KoreanMedicinecollegeandthoserelationshipswithcareerdevelopmentreadinessandvocationalvalue.

Methods : Atotalof140premedicalstudentsparticipatedinthesurvey.Thequestionnaireconsistedof

demographiccharacteristicsandcareer-relatedcharacteristicssuchasmotiveforcareerchoice,specialty

preferenceaftercollegegraduation,andschoollifeadaptation.Alsotheyrespondedintheweb-surveyof

careerdevelopmentreadinessinventoryandvocationalvalueinventorydevelopedbyKoreaResearch

InstituteforVocationalEducation& Training.Eightitemsofmotiveforcareerchoicewerecollected

fromthepilotstudyfrom70premedicalstudents.

Results : ‘Jobstability’wasthetopmotiveforcareerchoice(25.5%).Theaveragecollegelifeadaptation

scorewasrelativelylow(13.7):higherinmale(14.3)andtheearlycareerdecisiongroup(14.2)thanfemale

(12.9)andlatedecisiongroup(12.9),whichwasstatisticallysignificant(p=0.019andp=0.036,respectively)

inthesubgroupanalyses.Theresultofcareerdevelopmentreadinessinventoryshowedthat‘self-knowledge’

(79.3)and‘confidenceoncareerdecision’(78.6)werethetwohighest,whichissimilartotheresultofthe

vocationalvalueinventory(‘fulfillingabilities’and‘self-improvement’).Morecharacteristicswerealso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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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 TheresultsshowedthatKoreanMedicinepremedicalstudentshavehighvocational

identity.Thisstudysuggestedthatmorespecifiedstudiesforidentifyingcareer-relatedcharacteristicsfor

KoreanMedicalstudentsshouldbeconductedinordertodesignsystematicandprofessionalmedical

educationprograms.

Keywords：KoreanMedicinecollege,motiveforcareerchoice,collegelifeadaptation,career

developmentreadiness,vocationalvalue

I. 서 론

문직 양성 교육의 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양질의교육을제공하기 한 학의 노

력은 계속되고 있다.특히 의료계열 문직은

교육 기간이 길고 교육 비용이 크며 업무가 복

잡하고 복합 으로 이루어지는
1)
에서 다른

계열과는 큰차이가있으므로별도의교육과 지

도체계가필요하다
2)
.실제로의학교육의‘의학

문 직업성 (Medicalprofessionalism)’에 하

여 외국에서는 Swick
3),4)
과 Stephenson

5)
등은

오래 부터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해 왔으며,국

외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역시 합

한 의학교육을 정립하기 하여 지속 인 노력

을 기울여왔다
2),6)
.

한의과 학은의과 학과교육체계,교육과정,

교육 기간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한의과 학

에 합한 한의학 문교육의필요성이 두되

고있는 실정이지만이에 한연구는김재우의

연구
7)
외에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하지만 의

학교육의핵심인의학 문직업성의내용은일

치하므로 의과 학의 의학 문 직업성 교육의

선행연구와 목표를 바탕으로 한의과 학 특성

에 기 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이 연

구를 기획하 다.의학 문 직업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어렵지만,미국의경우‘의과 학목

표 로젝트’
8)
에서의사들의덕목 4가지로이타

심(altruism),지식(knowledge),기술(skill)과 책

무(duty)를 제시하 으며,이 의과 학에서

는 ‘의학 문직업성’의주요내용으로는‘이타

심’과 ‘책무’를 꼽고
2)
,한의과 학 역시 이 가치

의 요성은 동일하다. 문 교육에는 가치

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응도와 공과목

선택 등의 문제도 모두 포함하므로 한의과 학

학생들의특성에 한 체계 인사 조사가필

요하다 단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 다.

한의과 학학생들의진로 련특성은학생들

의 진로선택의 동기,이 경험,학교생활 응

도, 공과목 선택,진로개발 비 정도,직업 가

치 등 여러 분야에 한 내용을 포함한다.사

회경제 인 상황에 따라 의료계열 선호 상을

보이고,의과 학생의 응도와 공과목 선택,

졸업 후 진로 선택 졸업 이후 의료인으로 활

동할 때 지원 동기가 향을 미친다는 김형

외
9)
,김민강 외

10)
,김지 외

11)
등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한의과 학 지원 동기에 한 조사도

실시하 다. 한 한의과 학 학생들에게 의료

문직의 성격을 명확히 악하게 하고,개인

인 특성에 기반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하여이 연구에서는기본 인진

로 특성 조사와 졸업 후 향후 선호하는 공 선

택과의 계 진로개발 비도와 직업가치

과의 계를 악하여 차후한의학교육에필요

한 기 자료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개발 비도 검사와

직업가치 검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

발한 온라인 검사로,청소년 학생이 진로

를계획하고 비하는 과정에서본인의 진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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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측정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기 로 진로 지

도를 한자료로활용가능한검사이다.진로개

발 비도 검사는 학생 개인의 진로 탐색, 비

응과정에서본인이어느정도갖추고있는

지를 악하여,비교 이른시기부터자기주도

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게 개발한 검사이다
12)
.한편,직업가치란직업생활을통하여충족하

고자 하는 욕구 는 상 으로 요시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 개인의 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가장 큰 만족과 성취를 느낀다.개인

특성 ,흥미와 성보다는가치가오히려개인

의진로선택과 한 련이있다는연구결과

에 근거하여
13)
직업가치 검사

14)
도 실시하 다.

이 연구는 한의과 학 학생들의 진로 특성에

한 기 연구로서 한의과 학에 입학한 학생

들의진로 특성과한의과 학 과학생들의 학

교생활 응도와 졸업 후 공과목 선택,진로

개발 비도 직업가치 과의 연 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며,이에 따라 향

후 한의과 학의 체계 이고 문 인 교육 방

향에 한 시사 을 악하고자 하 다.

II. 연구방법

1.연구 상

이연구는 소재한의과 학 과 1학년생

79명, 과 2학년생 60명과 서울 소재 한의과

학 과2학년생90명 ,연구자에게연구에

한 설명을 듣고,자발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을 상으로 하 다.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체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한국직업능

력개발원에서개발한진로개발 비도와직업가치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 다.설문응답 소요 시

간은총30～40분이었다.설문에응답한총176명

불완 한응답을한36부를제외한140명을최

종분석하 다.이연구는기 윤리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쳤다(refNo:KHSIRB-13-051)

2.연구 도구

한의과 학 학생들의 진로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자체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

여사용하 고설문은 자기기입방식으로진행

하 다.설문지는 5개의 항목과 2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개인식별 정보를 제외

한 기본 인구사회학 정보와 학 입학 후의

진로특성,진로 선택시기 동기,자가 인식

응도와 한의과 학졸업 이후희망 공과결정

시기 항목으로 구성하 다.

1)지원동기

의과 학 지원동기를 조사하는 연구는 오래

부터시행되었으나,설문도구는연구마다다르게

개발되어10-11),15)공통된 양식은 없었으며,한의과

학의지원동기를조사한 설문지는 개발되어 있

지 않았고,한의과 학은 졸업 이후의 진로와 지

원자들의다양성때문에의과 학의지원동기자

료를 사용하기에는 부 합하다고 단하여 지원

동기 항목은 새로 수집하여 사용하기로 하 다.

설문지항목 지원동기항목을구성하기 하여

D 학 과1학년생70명을 상으로사 비조

사를실시하 다.이 비조사에서학생들은익명

으로본인이한의과 학을지원하게된동기를자

유롭게기술하 으며,연구자들은이자료를내용

분석하기 해1차코딩을통해각지원동기에

한코드들을수집한후,각코드들의특징에따라

범주화하여 지원동기에 한 주제들을 확인하

다.이조사 결과최종 으로① 학문 흥미,②

능력과 성에 맞아서,③ 소명의식,④ 직업의

안정성,⑤ 직업의 사회 지 ,⑥ 직업의 발

가능성,⑦ 주변 향,⑧ 기타 8개 항목으로 지

원동기 문항들을 구성하 으며,설문 참여자들

은 이 가장 우선시한 동기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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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활 응도

학생활 응에 한 선행 연구들
16)
이 크게

학생의 학생활 응을학업에 한 응,교우

계나교수와의 계에 한사회 응,개인의

심리 응에 한 개인 정서 응,그리고

학환경에 한 응등의4개 역을구분한것

에기 하여,이연구에서는 의4개 역에

한 학생들의 자기가 인식한 응 정도를 Likert

5 척도로측정하 다. 수가높을수록스스로

인식한 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

인 응도는 역별 합계 수를 사용하 다.

이에 따라 최종 으로 구성한 설문지는 다음

과 같다.

기본 인 사항으로는 성별,출생년도,입학년

도,혼인여부,고교 공,고교졸업후한의과

학에 입학한 시기,과거 타 학 학 유무,과

거 직장생활 경험 유무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된

다.진로 련 사항으로는 한의 진로 결정 시

기,한의과 학 진학 동기,본인이 인식한 학

생활 응도,한의과 학 졸업 이후 희망하는

공 등 4문항으로 구성하 다.그리고 진로개

발 비도와 직업가치 을 확인하기 하여,이

에 한 측정도구로서 리 사용하고있으며 타

당도 검사를거친검사로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개발하여온라인에서제공하고있는두검사

(http://www.career.go.kr/)를 사용하 다.

3)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개발 비도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학생용 진

로개발 비도검사는 자기이해 5문항(내 일치

도 0.75), 공 직업에 한 지식 6문항(내

일치도0.76),진로결정확신도5문항(내 일치

도 0.76),의사결정 자신감 6항목(내 일치도

0.78), 계활용효능감6항목(내 일치도0.75),

구직기술7문항(내 일치도0.91)로총6개하

항목(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문

항은5 만 으로,항목수에따라원 수가산

출되며 검사결과는각 역별 로 일 수를

산출하는 검사이다
12)
.

4)한국직업능력평가원 직업가치 검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개발한 학생용 직업

가치 검사는 직업과 연 된 다양한 가치들

응답자가 자신의 직업에 있어 상 으로 어떤

가치를얼마나더 요하게여기는가를알아보는

형식으로 되어있으며,총검사 문항수는28문항

이다.검사항목으로는능력발휘,자율성,보수,안

정성,사회 인정,사회 사,자기계발,창의성으

로 8개 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항목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0.49～0.77에 걸쳐 있다
14)
.

3.자료 분석방법

연구참여 상자들의개인 특성과조사항

목이범주형자료인경우는빈도와백분율로,수

치형 자료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 편차로 기술

하 다.범주형 자료의 군간 차이는 chi-square

test를하 고,수치형자료인경우정규분포가정

을 만족하면,두 군의 군간 차이는 independent

t-test,세 군간 차이는 ANOVA를 실시하고 사

후 분석을 시행하 다.IBM SPSS
®
Statistics

ver21.0으로통계분석을실시하 으며,유의수

이 0.05미만인 경우 통계학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III. 결 과

1.연구 상의 특성

과 서울 소재 한의과 학 과 재학생들

의기본인구사회학 특성과진로특성을분석

하면 와 같다(Table1).10 의비율이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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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School&grade

Daejeon1st 66 47.1

DaeJeon2nd 7 5.0

KyungHee2nd 67 47.9

Agegroup

10s 83 59.3

20s 55 39.3

30sormore 2 1.4

Gender

Male 76 54.3

Female 64 45.7

Maritalstatus

Married 3 2.1

Single 137 97.9

Highschool(HS)specialty

Sciences 90 64.3

Humanities/socialstudies 50 35.7

Others 0

Timeofentrance

AfterHSgraduationoroneormoreyearstudy 104 74.3

Afterothercollegeexperiences 33 23.6

Afterworklife 3 2.1

Others 0 0

TimeofcareerdecisionforKoreanmedicinecollege

Elementaryschool 13 9.3

Middleschool 10 7.1

Highschool 55 39.3

Others(Aftergraduatinghighschool) 62 44.3

Specialtypreferenceaftercollegegraduation

Specialty(consideringatpresent)

Clinicalbase 117 83.6

Basicmedicalcourse 11 7.9

Others 11 7.9

Timeofdecision

Beforeentrance 62 44.3

Afterentrance 50 35.7

Notdecidedyet 28 20.0

Reasonforchoosingspecificspecialty

Matchingwithone’saptitudesandabilities 108 77.1

Other’srecommendations 19 13.6

Fearfortheothermajor 3 2.1

Others 10 7.1

Table1.GeneralcharacteristicsofpremedicalstudentsinKoreanmedicinecollege(N=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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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rawscore)

No.of

sub-items†
Convertedto100

mean±SD‡

Self-reportedcollegelifeadaptation*

Academicadaptation 3.3±1.1 - -

Socialadaptation 3.6±1.0 - -

Individualemotionadaptation 3.5±1.1 - -

Collegesystemadaptation 3.3±1.1 - -

Totalscore(0～20) 13.7±3.6 - -

Careerdevelopmentreadiness

Self-knowledge 19.8±2.7 5 79.3±10.6

Informationonoccupations&majors 22.7±3.4 6 75.8±11.2

ConfidenceonCareerdecision 19.6±3.3 5 78.6±12.7

Efficacyondecision-making 21.1±4.6 6 70.4±15.2

Efficacyonnetworking 22.9±3.5 6 76.4±11.8

Employabilityskills 23.4±4.3 7 66.9±12.4

Vocationalvalue

Fulfillingabilities 4.7±1.5 - -

Autonomy 3.8±1.8 - -

Economicreward 3.4±2.3 - -

Stability 3.1±2.2 - -

Socialrecognition 4.1±2.0 - -

Servicetosociety 2.8±2.3 - -

Self-improvement 4.3±1.9 - -

Creativity 2.5±2.3 - -

Categoricaldataweredescribedasn(%)andcontinuousdataweredescribedasmean±SD.
*:Self-reportedcollegelifeadaptationwasmeasuredby5-pointLikertscale(Highscoremeanshigh

satisfaction)
†:Numbersofsub-itemsthatcompriseeachitemofcareerdevelopmentreadinessinventory,andmaximum

scoreofeachsub-itemsis5.
‡:Conversionscoreswerecalculatedbytheformulaasfollows:eachitemscore*100/{(No.ofsub-items)

*5}.(scorerange:0～100).

SD:standarddeviation

Table1.GeneralcharacteristicsofpremedicalstudentsinKoreanmedicinecollege(continued)

고교졸업이후고등학교경험만있는학생의비

율은 74.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의 비율은남,녀 각각54.3%,45.7%로 유사

하 다.한의과 학으로진로를선택하는시기는

고등학교 시기와 고교 졸업 이후(39.3%,44.3%)

으며,한의과 학졸업이후의 공은임상분

야를 부분 선호하는 상을 보 다(83.6%).

44.3%의한의과 학 과생은 학졸업이후의

공을 결정하고 입학하는 경향도 보 다(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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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DistributionsofcareerchoicemotivesforKoreanmedicinecollege

2.한의과 학 지원동기

과생70명을 상으로실시한 비연구에서

한의과 학지원동기는총8가지로분류되었으며,

지원 동기는 직업 안정성25.5%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 으며,학문 흥미21.9%,능력

성 일치 19.0%가 그 뒤를 이었다(Figure1).

3. 학 생활 응도

학생활 응도는학업 응도(공 응도),

사회 응도(교우,교수 계 응도),개인 정서

응도(심리 응도), 학환경 응도 네

역에서 각각 Likert5 척도로 측정하 으며,

반 인 응도 총합은 다음과 같다(Table3).

분석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해 고교 졸

업 후 한의과 학에 입학한 시기에서 ‘졸업 직

후 혹은 재수(삼수)’를 ‘오직 고교 경험만’으로,

‘타 학 재학하다,혹은 타 학 졸업 후’,‘타

학 졸업 후 직장생활 한 이후’,‘기타’세 항목

을 ‘고교 졸업 이후 타 경험’두 군으로 묶었다.

한의 진로를 결정한 시기에서 ‘등학교’,‘

학교’,‘고등학교’를 한 군으로 묶고,기타(고교

졸업 이후)는 ‘고교 졸업 이후’로 두 군으로 나

어분석하 다.입학 에한의과 학졸업이

후희망 공결정시기에서‘입학 부터’는‘이

정()’,‘입학 이후에’와 ‘아직 결정하지 못함’은

‘미정(아니오)’로 구분하 다.지원 동기의 경우,

통계 검정력을 유지하기 하여,‘학문 흥

미’,‘능력 성 일치’와 ‘소명의식’은 ‘개인특

성요인’으로,‘직업 안정성’,‘직업 사회 지 ’,

‘직업 발 가능성’은 ‘직업특성요인’으로,‘주변

향’과 ‘기타’는 ‘주변 향요인’으로 크게 3 역

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반 인 응도에서는성별, 과학년,지역,

한의과 학진로선택 시기간에통계학 인유

의한 차이를 보 다.성별에서는 남학생의 응

도가14.3으로여학생12.9보다 반 인총합

수가 높았으며,서울 지역의 과 2학년생의

응도가 14 으로 더 높았다.고교 졸업 이후에

한의과 학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보다(12.9 ),

고시 진로를 비교 일 결정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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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ean±SD p-value

Gender Male 76 14.3±3.3
0.019*

Female 64 12.9±3.9

Premedicalcourse(PMC)

grade

PMC1 66 12.9±3.4
0.027*

PMC2 74 14.3±3.8

Region Daejeon 73 13.0±3.4
0.026*

Seoul 67 14.4±3.8

Agegroup 10s 83 13.7±3.6
0.848

20sormore 57 13.6±3.6

Highschoolspecialty Sciences 90 14.1±3.6
0.075

Humanities/socialstudies 50 12.9±3.6

Experiencesbeforecollege

entrance

Onlyhighschoolexperience 104 13.6±3.8
0.572

Otherexperiencesafterhighschool 36 13.9±3.2

Timeofcareerchoice Duringelementary,middle,highschool 78 14.2±3.5
0.036*

Afterhighschoolgraduation 62 12.9±3.6

Careerchoicemotives

Individualfactor 71 14.1±3.6

0.079Vocationalfactor 41 12.5±2.8

Others’recommendation 25 14.1±4.7

Specialtychoicebeforecollege

entrance

Yes 62 13.4±3.4
0.473

No 78 13.9±3.8

*:statisticallysignificant(p<0.05)

Independentt-testandANOVA(Bonferronimethodwasusedforpost-hocanalyses)wereusedas

appropriate.

Table3.Totalscoreofself-reportedcollegelifeadaptation(N=140)

에게서 (14.2 ) 응도가 높았다.

4.진로개발 비도 분석-한의과

학 입학 공 결정 여부

지원 동기에 따른 차이

한의과 학 입학 졸업 후 공 선택 여부

지원 동기에따른진로개발 비도하 항목

간차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Table4).졸업

이후 임상과 기 , 는 기타 공을 한의과

학 입학 부터 이미 결정한 군이 미정인 군보

다 구직 비도 수가 24.6 으로,통계학 으

로유의하게더높았다.자기이해와의사결정자

신감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지원한 군에서

각각20.5 과22.1 으로직업특성요인으로진

로를 선택한 군보다 더 높았고,통계학 유의

성을 보 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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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업가치 분석 -한의과 학

입학 공 결정 여부 지원

동기에 따른 차이

한의과 학 입학 졸업 후 공 선택 여부

지원 동기에 따른 직업가치 하 항목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5).능력발휘 가치

면에서는 입학 공선택 여부에따라이미 결

정한 군의 능력발휘 가치 수가 통계학 으

로 유의하게 높았다(5.0 ,p=0.031).반면,입학

공을 선택하지않은 군에서사회 인정을

더 시하는경향을보 다(4.4 ,p=0.017).능력

발휘 자율성면에서는지원동기간에차이를보

이지 않았고 수가 군간 비슷하 고,직업특성

요인으로한의과 학으로진로를선택한군이개

인특성 요인으로 선택한 군보다 보수,안정성,

사회 인정 가치 면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하

게 높은 수를 나타냈다(각각 4.8 ,3.9 ,4.9

;p<0.001,p=0.009,p=0.003).사회 사와자기

계발가치 면에서는개인특성요인으로지원한

군이 사회경제 요인으로 지원한 군보다 수

가 높았고 통계학 으로 유의성을 보 다(각각

3.7 ,5.0 ;p<0.001,p<0.001).창의성면에서는

개인특성 요인으로 지원한 군에서의 수가 직

업특성 요인으로 지원한 군보다 높았으나 통계

학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2.9 ,p=0.157).

IV. 고 찰

이 연구는 한의과 학 과생들이 어떻게 한

의과 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이후 어떤 세부

공을 고려하고 있는지,그리고 그들의 학생

활과진로 비에 한인식과 비도 직업가

치 등 진로와 련된 과생들의특성들 조사

를토 로 이후한의과 과교육의방향을 설정

하는데 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 다.한의과

학 2곳 과생 140명을 상으로 비조사형

식으로 진행하 으며,인구사회학 특성 졸

업 후 공 선택,한의과 진로선택 동기, 학생

활 응도,진로개발 비도,직업가치 등을 조

사하 으며,진로선택 동기에 따른 진로특성 차

이를 확인하 다.

한의과 학 진로선택 동기 확인한 결과,직업

안정성(25.5%)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이어학

문 흥미(21.9%),능력과 성(19.0%)의순으로

나타나(Figure1),학생들이직업선택에있어안

정성을 요한선택동기로여기고있음을알수

있다.반면,비록 2003년 연구결과지만 개인

흥미와 심 때문에 의과 학을 지원했다는 비

율이 41.4%로 가장 높았던 과 비교하면 차이

가 있다
9)
.

지원동기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개발 비도와

직업가치 등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지원

동기를 크게 개인특성 요인(개인의능력과 성,

흥미,소명의식)과 직업특성 요인(직업 안정성,

사회 지 ,발 가능성),주변 향 요인 3가지

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이 결과,개인특성 요

인으로 한의과 학을 선택한 군에서 진로개발

비도 하 항목 자기이해, 공 직업지식,

진로결정확신도,의사결정자신감, 계활용자

신감5가지항목에서직업특성요인으로선택한

집단보다높게나왔으며,그 자기이해와의사

결정 자신감 수 차이는 통계학 으로 유의하

다(Table4).

지원동기에 따른 직업가치 의 군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개인특성 요인으로 한의과 학 진

로를 선택한 집단의 경우 능력발휘,자율성,사

회 사,자기계발,창의성부분에서직업특성요

인으로진로를선택한군보다 수가높았고,이

사회 사와자기계발 항목은그차이가통계

학 으로유의하 다.특히개인특성요인으로선

택한군에서자기계발 수평균이5.0으로가장

높아 본인이 선택한 지원동기와 검사 결과가 일

치하 으며,보수와안정성은각각2.5 과2.6

으로,상 으로 덜 고려해 개인의 능력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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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소명의식을주로고려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직업특성 요인으로 한의과 학을 선택한

군에서는 보수와 사회 인정이 각각 4.8 과

4.9 ,안정성 3.9 으로 이 특성들을 진로 선택

시 시하는 경향을 보 으나,능력발휘 자

율성도 각각 4.4 ,3.6 으로 개인특성 요인으

로선택한군의4.8 ,3.9 과큰차이를보이지

않아,직업특성 요인 외에도 개인특성 요인도

폭 넓게 고려한 을 알 수 있다(Table5).

한의과 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아울러 졸

업이후세부 공선택이 어떠한지알아본결과,

한의과 학졸업후 공에 해서는 과학생들

은 기 나 기타 분야에 비해 임상 분야를 고려

하고 있는 학생이 83.6%로 나타나 임상과 기

간의 공선호에 한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

다(Table1).이는 이 연구들
9),17)
에서 의 생

들의임상 공선호도가 높은결과와유사하지

만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과생들이 임상에

한 선호 이유를 77.1%가 ‘자신의 능력과 성

에 맞아서’라고 응답하 으나,35.7%의 학생들

이세부 공을결정한시기가입학이후이고 미

결정자도 20%나 되는 을 감안할때 과생들

은아직 자신들의능력과 성을충분히 악했

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학생들이 임상과 기

, 는기타타분야 공선택에 한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그리고 이후 공 분야에

한 이해와 련 지식을 얼마나 보유하는지에

한 더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한의과

학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한의과 학에 진학

하게 된 시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타 학

재학 혹은 졸업 후에 진로를 바꿔 입학한 학생

들의 비율도 44.3%를 차지하 다(Table1).이

는 다른 공에 비해 한의학 공 한의과

학교육과정이가진특수성으로간주할수 있으

며,입학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은 이후 한의과

교육에있어학생들에 한 지도와상담에 있어

차별화된 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생활 응을 알아보기

한항목에서 체 과생140명의 응도는 반

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총 20 만

평균13.7 ),한의 학생들의 학생활 응

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며,이를 지원하고 지

도하기 한학교에서의 교육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

생활 응도의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남학

생이14.3 으로여학생12.9 보다높은 수를

보여 남녀 차이를 반 하고 있으며, 과 2학년

학생들이 14.3 으로 과 1학년학생들 12.9

보다 수가높았으나,이는개인특성외에도시

간이지나면서학교생활에더 응한결과로해

석할 수 있다.진로 선택 시기에 따른 학생활

응도 차이는 고시기에 결정한 학생들이

14.2 으로,고등학교 졸업 이후 나이와 경험이

쌓인 학생들 수인 12.9 보다 응을 잘 했다

고생각하는경향을보 다(Table3).이는진로

선택이 일 이루어질수록 학에서의 응

한더 수월하게이루어진다는것을보여주는것

으로서, 고교 학생들에 한 진로지도의 필요

성을 다시확인함과동시에진로선택이 늦은학

생들의경우어떠한요인들이 향을미치며,어

떠한 지원을통해 학생활 응을도울 수있는

지에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의학과 과생들이 자신의 진로개발 비도

를 확인하기 한 6가지 항목을 각각 백분

수로 환산한 결과,자기이해(79.3 )와 진로결정

확신도(78.6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이어

계활용자신감(76.4 ), 공직업지식(75.8 ),의

사결정자신감(70.4 ),구직 비도(66.9 )순이

었다(Table1).이 결과는 학생들이 진로결정시

학문 흥미와능력과 성을 요한동기로밝

힌결과와유사한데(Figure1),자신의능력과

성에 한 이해는 진로개발 비에 있어 자기이

해정도와 련이 높기 때문이다. 한 구직 비

도가 상 으로 낮은 이유는 아직 과생들이

실제 구직과 련한기술들(면 비능력등과

련된 구체 인 구직 기술)이 낮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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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년특성을반 하며,이는다른연구들에

서도 구직 비도가 학년이 낮을수록 낮다는 결

과와 일치한다
12)
.

직업가치 의 경우, 체 상학생에서는 능

력발휘(4.7 )와 자기계발(4.3 )을 가장 시하

는 경향을 보 고,사회 인정(4.1 ),자율성

(3.8 ),보수(3.4 ),안정성(3.1 )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Table1),사회 사와 창의성은 각각

2.8 과 2.5 으로 상 으로 낮은 가치 을 가

진것으로나타났다.이결과는학생들의한의과

진로선택 동기에서 안정성을 가장 시(Figure

1)한 과 상이한 결과이다.이는 직업가치 검

사자체가 개인내부에서 상가치들간에 순

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응답자가 부분의

가치들에 높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통제하기

하여모든 가능한 을제시하여상 요성

으로 단하게 한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두 결과를 직 비교하는 것은 하

지않다.즉,직업가치 검사결과는능력발휘나

자기계발을 안정성보다 상 으로 더 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는 사회경제 인

상의 향을크게받지만 직업가치를 단할 때

여 히 개인특성을 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로개발 비도와직업가치 조사결과에따

르면,한의 과학생들의 경우 능력발휘와 자

기계발을 매우 시하며 진로개발능력에 있어

서도 자기이해와 진로결정에 한 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신의 진로에 한 비교 명

확한목 의식을가지고있으며이를 한 능력

개발과 자기 이해에 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은 문직의 비면에서 한의과

학 과생들이 비교 높은 직업정체성을 가

지고있다고볼수있다.하지만직업가치 사

회 사나 창의성등의항목이낮게보고된 것을

감안한다면,한의과 학 교육을 통해 한의사

한의학 공자로서의 직업 윤리와 사회 역할

에 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한 과학생들의 진로개발 비와 련하

여 의사결정자신감이나 구직 비도가 상 으

로 낮게 나온 것은 학생의 발달 수 에 따른

결과로 해석 가능하며,앞서 졸업이후 공 결

정에 한 확신이 낮은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다.따라서 향후 한의과 학 학생들의 진로지도

시 공들에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한

의과 학 내에서 자신의 공을 탐색하고 능력

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이연구는자료수집이가능한 과서울소

재의한의과 학 과생140명을 상으로하

으므로 국한의과 학 과생의진로특성을반

하지못하는한계를가진다.향후 국한의과

학 과생을 상으로 확 하여 조사하여 비

교분석하면더욱신뢰로운한의과 과 교육을

한 진로기 자료를 확보할수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한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한의학 지원 동기나 직업

가치 ,진로개발 등에 한 향 요인들을 확

인하여 한의 교육의 문성을 향상하기 한

교육체계를수립하는데활용할필요가있다.이

연구는 비록제한 상에 한연구이기는하

지만 한의과 학 지원 학생의 진로 련 특성들

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의과 과생들의

진로 비나이해정도를확인하는최 의조사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으며,향후 한의과

학생들의진로특성에 맞는 과교육 특성화를

한 교육 시사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V. 결 론

2012년과 2013년에 입학한 과 서울 소재

한의과 학 과생총140명에게지원동기를포

함한 진로특성과 학 생활 응 정도,졸업 이

후 희망 공,진로개발 비도와 직업가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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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한의과 학 진로선택 동기에서 학생들이

직업선택에 있어안정성을 가장 요한선택 동

기로 여기고 있다.

2.한의과 학 과생의 졸업 이후 세부 공

에서는임상분야선호도가 큰비율을차지하

으나,미결정이라고응답한비율도높았다. 한

고등학교 졸업이후타 학이나다른직장 경험

이있는 학생들의비율도 높으므로이러한 다양

성때문에 차별화된정보제공 진로지도가 요

구된다.

3. 반 인 학생활 응 정도는 높지 않았

고,비교 이른 시기인 고 시 에 한의과

학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응을 잘하

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으므로, 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4.진로개발 비도와 직업가치 검사의 반

인 결과,한의과 학 과생의 자기이해와 진

로결정확신도 즉 가치 면에서는 능력발휘와

자기계발을 시하여 비교 높은 직업정체성

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으나,사회 사와 창

의성은 상 으로 낮아 직업윤리 직업정체

성 교육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의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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