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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on major choice, and preference and choice 
of job for applica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Methods: The subjects were 202 high school girl students visiting K university in October, 2014 and in January, 2015 for the interview 
of early and regular admission to the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 question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40 question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6 questions of career choice factors. Gender role identity included 15 questions of masculinity, 
15 questions of feminity, and 10 questions of  neutral gender using instrument of Kim by Likert scale. Cronbach’s alpha of masculinity, 
feminity, and neutral gender was 0.810, 0.762, and 0.801 respectivel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χ2-test with SPSS Win 12.0. 
Results: The effects of gender role identity on major choice and professionalism were as follows. In major choice motivation,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and masculinity types selected aptitude, professional sustainability and recommendation by acquaintance in order, 
but undifferentiated type selected aptitude, recommendation by acquaintance and professional sustainability in order.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In major choice information, psychological, feminity and undifferentiated types prefer 
indirect experience but masculinity type prefers direct experienc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5) In job selection, 
psychological, feminity and undifferentiated types want to do assistant works rather than oral health prevention and education. Masculinity 
type want to do oral health prevention and education rather than assistant work.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0.001).
Conclusions: The gender role identity affected the factors related to choice of major and job in dental hygiene major applica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areer choice program for the high school students by personality types and gender role identit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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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고도의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여 학습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삶의 업으로 연결하여 

개인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돕는 최고 고등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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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삶에 있어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의 방향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고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현실, 변해가는 입

시제도, 인구학적인 변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 취

업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으로 인

하여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에 대한 해법을 교육기관이나 

전공분야별 직업군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성에 대한 파악은 다양한 적성도 검

사나 성격검사 혹은 심리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취향이나 성

향을 가름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김1)의 연구에서

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적성평가의 내용과 과정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자신의 적성을 개인적 

선호도, 심리적 만족도 혹은 자신의 성향이나 취향으로 가

름하고 선택을 했다가 전공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저

학년에 진로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진로에 대한 방향을 미처 

바꾸지 못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선택의 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다가 결국 졸업을 하여 취업의 현실적인 어려

움으로 이직을 하는 사례도 확인 할 수 있다.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의 어려움은 해마다 전국 82개 대학(27개 4년제, 

55개 3년제)2)에서 5천여 명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고 있는 

치위생학과 교육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양 

등3)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전공-흥미 일치도가 

상이함으로 진로지도 시 유형에 따른 차이의 고려가 필요하

다고 하였으며, 배와 김4)의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을 효율적

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사회로 진출하기 이전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중도

포기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학생지도 및 진로상담지도, 높은 

직무 만족도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선호업무의 파악 및 

교육과 취업지도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 

및 전공 선택의 방향성을 통하여 학생개인의 이해도를 높이

며 교육기관과 학생이 수용할 수 있고, 임상기관에서는 높

은 직무만족도와 낮은 이직률을 정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성역할정체감(gender role identity)이란 이5)의 

연구에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적인 성격특성, 

또는 여성적인 성격특성을 가졌다고 보는가 하는 정도를 말

한다고 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의 

이분법적인 분류가 아니라 남성성 유형, 여성성 유형, 남성

성과 여성성의 경향이 우위에 양립하는 양성성 유형, 남성

성과 여성성이 미 확립되어 있는 미분화 유형으로 4분류하

여 이를 다양한 사회학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개인의 이해도

를 높이고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진로에 관한 연구가 다수 선행되어 있으며
6-9),이를 박10)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성역할정체감과 그 

유형의 다양성에 활용하고, 김 등11)의 연구에서는 남자간호

사의 이직률연구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치위생

학과 학생이나 치과위생사의 이해를 위한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

공 선택, 선호업무,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요

인에 대해 알아보고 치위생학과를 선호하는 학생들 및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치과위생사 직업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형별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방향

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에 수시와 정시모

집에 면접을 위해 K대학교 치위생학과에 방문한 면접생 

300여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중 동의를 얻은 239명

의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

한 응답인 37부의 설문을 제외한 후 최종 202부의 설문지

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특성 3문항, 성

역할정체감 설문 40문항, 직업선택 및 취업요인에 관련한 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1. 성역할정체감 측정도구

15문항의 남성성 변인, 15문항의 여성성 변인, 10문항의 

중성성 변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진 김12)의 도구를 사용하였

고, 5점 리커드척도로 측정하여 중앙치분리법(Median Spilt 

Procedure)을 적용하였다. 남성성 문항의 Cronbach’s alpha값

은 0.810, 여성성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0.762, 중성성 

문항의 Cronbach’s alpha값은 0.801로 나타났다.

2.2. 용어의 정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4분류의 정의는 Bem과 Spence의 

연구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남성성 정체감(Masculinity type)은 남성성 변인에 

해당하는 점수가 높고 여성변인의 점수가 낮다. 남성

변인은 남성다움으로 적극적, 지배적, 독립적, 성취욕

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져있다.

2) 여성성 정체감(Feminity type)은 여성성 변인에 해당

하는 점수가 높고 남성 변인의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여성 변인은 여성다움으로 순종적, 의존적, 애교심, 

질투심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져있다.

3) 미분화 정체감(Undifferentiated type)은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쪽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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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

High school Academic 184 91.1

Industrial 13 6.4

Special education 5 2.5

Main growth index Prevalence 63 31.2

Micropolitan 112 55.4

Metropolis 26 12.9

Abroad 1 0.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2)

Gender-role department Standard Total

Psychological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54(26.7)

Fem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Mdn 54(26.7)

Masculinity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43(21.3)

Undifferentiated type Feminity factor <=Mdn and masculinity factor <=Mdn 51(25.2)

Table 2. Gender-role department (N=202)

남성변인과 여성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다.

4) 양성성 정체감(Psychological type)은 남성성과 여성

성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들 특성이 

균형을 이룬 상태다.    

3. 자료분석

조사된 202개의 설문조사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

공선택 동기와 정보, 선호업무, 취업고려요인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χ2-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인문

계(91.1%), 실업계(6.4%), 특수목적고(2.5%), 주 성장지에

서 중소도시(55.4%), 군(읍, 면)(31.2%), 대도시(12.9%), 해

외(0.5%)로 나타났다<Table 1>.

2. 전체 성역할정체감 유형별 분포

성역할정체감의 유형별 분포는 중앙치를 기준으로 남성

변인의 점수는 높고, 여성변인의 점수가 낮은 남성성 정체

감, 여성변인의 점수가 높고 남성변인의 점수가 낮은 여성

성 정체감, 여성과 남성 변인 모두가 높은 양성성 정체감, 

여성과 남성 변인 모두가 낮은 미분화 정체감으로 분류하였

다. 연구대상의 유형별 분포는 양성성(26.7%), 여성성

(26.7%), 미분화(25.2%), 남성성(21.3%)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와 정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서 양성성은 적성

(64.8%), 직업적 안정성(29.6%), 지인의 추천3(5.6%) 순으

로, 여성성은 적성(57.4%), 직업적 안정성(25.9%), 지인의 

추천(16.7%) 순으로, 남성성은 적성(65.1%), 직업적 안정성

(27.9%), 지인의 추천(7.0%) 순으로 동일한 순이었으나 미

분화는 적성(58.8%), 지인의 추천(27.5%), 직업적인 안정성

(13.7%)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정보에서 양성성

은 간접경험(57.4%), 직접경험(42.6%) 순으로, 여성성은 간

접경험(51.9%), 직접경험(48.1%) 순으로, 미분화는 간접경

험(62.7%), 직접경험(37.3%)순으로 직접경험보다는 간접경

험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성은 간접경험(34.9%) 보다는 직접

경험(65.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0(p<0.05)<Table 3>.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에서 양성성은 진료협조

(61.1%), 예방 및 교육(38.9%) 순으로, 여성성은 진료협조

(51.9%), 예방 및 교육(48.1%) 순으로, 미분화는 진료협조

(64.7%), 예방 및 교육(35.3%) 순으로 양성성, 여성성, 미

분화 모두 진료협조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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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 field
Gender-role identity

p-value*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Prevention and education 21(38.9) 26(48.1) 33(76.7) 18(35.3) <0.001

Assistance for treatment 33(61.1) 28(51.9) 10(23.3) 33(64.7)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by chi-square test 

Table 4. Preference part by gender-role identity (N=202)

Gender-role identity
p-value*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Motivation Aptitude 35(64.8) 31(57.4) 28(65.1) 30(58.8) 0.024

Recommendati
on from
acquaintance

3( 5.6) 9(16.7) 3( 7.0) 14(27.5)

Professional 
sustainability

16(29.6) 14(25.9) 12(27.9) 7(13.7)

Total 54(100) 54(100) 43(100) 51(100)

Information Direct 
experience 

23(42.6) 26(48.1) 28(65.1) 19(37.3) 0.045

Indirect 
experience

31(57.4) 28(51.9) 15(34.9) 32(62.7)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by chi-square test 

Table 3. Motivation and information for Major choice by gender-role identity (N=202)

성은 예방 및 교육(76.7%), 진료협조업무(23.3%) 순으로 

나타나 남성성은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Table 4>.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 고려요인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분야에서 양성성

은 2차 의료기관(66.7%), 1차 의료기관(33.3%) 순으로, 남

성성은 2차 의료기관(58.1%), 1차 의료기관(41.9%) 순으로, 

미분화는 2차 의료기관(55.6%), 1차 의료기관(44.4%) 순으

로 나타나 양성성, 남성성, 미분화는 1차 의료기관보다 2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성은 1차 의료

기관(58.8%), 2차 의료기관(41.2%) 순으로 1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p>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도시에서 여성성

은 대도시(64.7%), 중소도시(35.3%) 순으로, 남성성은 대도

시(58.1%), 중소도시(41.9%) 순으로, 미분화은 대도시

(63.0%), 중소도시(37.0%) 순으로 나타나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양성성은 중소도시(57.4%), 대도시(42.6%) 순으

로 나타나 중소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

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

려요인에서 양성성은 적성과 흥미(88.9%), 시간적 금전적 여

유(11.1%) 순으로, 여성성은 적성과 흥미(66.7%), 시간적 금

전적 여유(33.3%) 순으로, 남성성은 적성과 흥미(62.8%), 시

간적 금전적 여유(37.2%) 순으로, 미분화는 적성과 흥미

(72.2%), 시간적 금전적 여유(27.8%) 순으로 나타나 모두 시

간적, 금전적 여유보다 적성과 흥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5>.

총괄 및 고안

사람은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자

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

는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시기 역시 매우 중요

하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전공 선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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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role identity

p-value*
Psychological 

type
Feminity 

type
Masculin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Medical 
institution 

Primary health care 
providers

18(33.3) 30(58.8) 18(41.9) 24(44.4) 0.069

Secondary medical 36(66.7) 21(41.2) 25(58.1) 30(55.6)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City Micropolitan 23(42.6) 33(64.7) 25(58.1) 34(63.0) 0.085

Metropolis 31(57.4) 18(35.3) 18(41.9) 20(37.0)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Major 
Consideration 

Aptitude and 
interest

48(88.9) 34(66.7) 27(62.8) 39(72.2) 0.016

Time and monetary 
allowance

6(11.1) 17(33.3) 16(37.2) 15(27.8)

Total 54(100.0) 54(100.0) 43(100.0) 51(100.0)
*by chi-square test 

Table 5. Determinants of employment by gender-role identity (N=202)

한 뚜렷한 자기 주체적 의사 결정 및 확신이 없어 부모님이

나 주변지인들의 결정에 암묵적 합의로 전공을 선택하는 일

이 많다. 양 등3)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1/3만이 전공과 직

업흥미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공 

선택과 직업 선택이 중요함으로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발

달과 학생개인의 이해도를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심리검사, 적성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자신의 성

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도 역시 필요하다. 특히나 여성지배

적인 학과나 직업군에서는 더욱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

가 중요하다. 성역할정체감(gender-role identity)은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 발달하는 개념

으로 자신의 성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를 

나타내는 성정체감(sex-role identity)과는 다른 개념이다13). 

치위생학 전공 분야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군은 여성이 지

배적이다. 면허등록 남자 치과위생사는 2009년 157명

(0.38%)에서 2013년 322명(0.59%)14)으로 증가하였지만 아

직까지는 여자 치과위생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남자다운 직업, 여자다운 

직업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다양한 인구집단에서 

전문직 활동에 제한을 가져왔다15). 김 등1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사회가 남성의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경직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지배적 진로 선택과 관련

하여 남성 지배적 진로의 선택에 비해 보다 많은 심리적 갈

등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였고, Flores와 O'Brien17)의 연구

에서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는 낮은 수준의 진로성취

를 이루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진로 상담 시 단순히 진로 중심으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성격적인 특성 및 성

역할정체감에 대한 이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조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

는 대학생 시기를 성역할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진로

선택에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고, 김과 백19)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관련한 연구 및 이들을 위한 진로 관

련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공 선택을 앞둔 진로 선택 행

동의 하나인 면접을 보기위한 치위생학과의 지원생들을 대

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선호 업무, 취업 요

인 중 우선순위 고려요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통

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지도와 진로관련 프

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와 진로 선택에 대한 

연구대상의 유형별 분포는 양성성(26.7%), 여성성(26.7%), 

미분화(25.2%), 남성성(21.3%) 순으로 나타났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정체감 유형에서의 분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0).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서 양성성, 여성

성, 남성성 유형은 적성, 직업적 안정성, 지인의 추천 순으

로 동일했으나 미분화는 적성, 지인의 추천, 직업적인 안정

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이 적성, 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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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직업적 안정 순으로 나타난 결과는 전공 선택에 있어

서 취직이 잘되어서, 주변의 권유, 적성 순으로 결과가 나온 

이21)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정보에서 양성성, 여성

성, 미분화유형은 직접경험보다는 간접경험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성 유형은 간접경험 보다는 직접경험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간접 경험의 예는 책, 방송, 신문, 라디오, 인

터넷을 통한 간접적인 매체를 이용한 정보의 습득을 의미하

고, 직접 경험의 예로는 치과방문이나 치위생학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남성성 유형이 진로선택의 간접 경험

을 통한 정보의 습득보다 직접 경험을 통한 정보의 습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남성성 유형요인의 독립

적, 지배적, 적극적이라는 Bem22)의 요인과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에서 양성성, 여성성, 미

분화유형은 예방 및 교육업무 보다 진료협조업무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성은 진료협조업무보다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였다. 황2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0대 

치과위생사는 임상을,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예방공중분야

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교하면 본연구

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20대와 비슷한 대입을 앞둔 학생이

라는 점과 진료협조에 관한 임상을 예방보다 선호함은 일치

하였으나 아직 전공이해도가 낮아 진료협조업무가 치과위생

사의 주된 업무로 학습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 성역할정체

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요인에서 적

성과 흥미, 시간적 금전적 여유 순으로 나타나 양성성, 여성

성, 남성성, 미분화  모두 시간적, 금전적 여유보다 적성과 

흥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21)의 연구결과에서는 

지위, 경제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가치관이 사회기여, 성취, 

능력, 직업흥미 등의 내재적 가치관보다 더 관심이 많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 등의 외

재적 가치보다 적성과 흥미 등의 내재적 가치가 더 높게 나

타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치위생학분야의 선행연구가 전무하므

로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이 치과위생사로 취업을 하였을 때 직업만

족도로 이어지기 까지 진로상담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본 연

구는 내담자들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자기이해를 높이고 

유형별 진로 지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의의를 둔

다. 정 등24)의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의 전공만족도와 진로

탐색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 및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황 등25)의 연구에서는 치위

생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 및 선호도 관련 

주요요인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양 등3)의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이나 진로 계획에 있어서 자기이해능력

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성역할정체감을 통하여 자기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취업

의 선호도 관련 주요요인과 진로계획에 대한 유형별 진로지

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수시와 정시모집에 면접을 

위해 K대학 치위생학과에 방문한 여학생 202명의 설문자료

를 토대로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성역할정체감에 따

른 전공 선택 동기와 정보, 선호업무,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χ2-test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동기에서 양성성, 여

성성, 남성성은 적성, 직업적 안정성, 지인의 추천 순

이었으나 미분화는 적성, 지인의 추천, 직업적인 안정

성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전공 선택 정보에서 양성성, 여

성성, 미분화는 간접경험, 직접경험 순으로 직접경험

보다는 간접경험을 선호하였으나 남성성은 간접경험

보다는 직접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선호업무에서 양성성, 여성성, 

미분화는 모두 진료협조업무를 예방 및 교육업무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성은 진료협조업무

보다 예방 및 교육업무를 선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4.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분야에서 양성

성, 남성성, 미분화는 1차 의료기관보다 2차 의료기관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성은 2차 의료기

관보다 1차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희망도시에서 여성

성, 남성성, 미분화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성성은 대도시보다 중

소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6.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취업요인 중 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려요인에서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 미분화 모두 

시간적, 금전적 여유보다 적성과 흥미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치위생학 전공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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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전공 및 직업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

는 유형별 성역할정체감을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진로상담에 

활용하고 치과위생사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속적

인 성역할정체감 관련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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