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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with career education and career 

decision of students in dental hygiene by analyzing career barriers affecting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of students in 3-year colleges and 4-year universities.

  From October to November 2012, three institutions of 3-year colleges and 4-year universities 

located in the Busan region were selected.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788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the institutions (536 students in 3-year institutions and 

252 students in 4-year institution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PSS (version 18.0).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was 49.17±7.70 for the 3-year institutions and 48.89±7.08 for 

the 4-year institutions. While the scores on career barriers were 95.64±17.83 for the 3-year 

institutions and 95.50±16.34 for the 4-year institutions, there were not any differences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areer barrie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were 

the lack of information factor, the future uncertainty factor, the lack of self-clarity factor, and 

the conflict with others factor in the respective order for the 3-year institutions. For the 4-year 

institutions, the barriers were the lack of information factor, the lack of interest factor, and the 

conflict with others factor.

  It is concluded that the students in the 4-year institu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character education and an educational program on social development as the conflict with 

others is a career barrier.  For the 3-year institutions, it is deemed necessary to develop the 

abilities that matc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alents through continuous career counseling 

with students so that the students are presented with clear directions for future careers and 

develop clear self-identities because the future uncertainty factor and the lack of self-clarity 

factor influence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the most in this group. 

Key words: Dental hygien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Barrier Inventory

I. 서론

우리나라의 치위생교육은 1965년 도입되어 1977년 전문

학에 2년 과정의 치위생과가 신설되었고 1994년 교육기관이 

급속도로 증설과 함께 학제가 3년제로 연장되어 교과목의 세

분화, 임상실습의 전공필수화, 국가고시과목의 확 가 이루어

졌다. 그 후 의료시장의 확 에 따른 다양한 직무개발에 한 

필요성이 두되면서 2002년 4년제 치위생과가 개설됨으로써 

학문적인 연구와 발전을 계속하였다[1].
이와 같이 학교에서는 치위생과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학제 연장으로 체계적이며 내실화 된 교육을 하고자 노력하

고 있지만 임상실습의 위탁교육, 시설장비의 부족, 교수진의 

부족으로 인한 기초과목의 강의 미비 등 치위생교육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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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지적 되고 있다[2].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규

격화 되어 있지 않아 주로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학교에서는 교내 임상실습의 강화 및 외부 임상실습 시 

실습지도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한 실습생의 지도내용 및 지도

범위 제시의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3,4]. 이에 전공분야에 

한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연구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구체적인 자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5].
최근 치과계에서도 전문화 및 세분화 되어 치료위주 진료

에서 치과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6]. 그러나 현재 치위생과의 신설 및 

증원으로 인해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치과 학의 

입학정원은 축소되어 앞으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

원은 점점 줄어들 전망이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7]. 

사람에게 가치 있고 만족스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한 직업분야에

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것이다[8]. 학생들이 현명하게 자기 진로를 선택하고 적응 발

전하며 자아실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진학 및 진로를 결정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9].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내적, 외

적인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이와 같이 진로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의 내적인 혹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진

로 장벽이라 정의하였고[10], 또한 진로 장벽 요인을 사회 

인관계장벽, 태도장벽, 상호작용적 장벽 등 세 가지로 구분하

였다[11]. 진로 장벽 요인에 한 선행 연구에서, 남녀공학 여

생이 여자 학 여 생보다 진로 장벽 요인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학년과 전공에 따라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진로 장벽 요인들이 다르며 진로장벽 하위요인으로는 

직업 준비 부족, 개인특성 부족, 관습의 제약, 여성취업에 

한 고정관념, 직업전망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진로결정에 유의

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 진로장벽은 개인적, 심리적인 요인인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

을 준다고 보고되었다[12].
많은 학생들이 학 입학 후에 전공학과에 한 불만족이

나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며 향후 자신의 진로에 해 심한 갈

등, 불안,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 재학 시 자신의 전공에 한 고려와 함께 직업탐색이 이

루어져야 하나 학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

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 의식과 가치관 정립에 한 지도가 소

홀함이라 보고되었다[13].
의료시장의 확 에 따른 다양한 직무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치위생사가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 결정에 한 의지가 확고하여야만 양질

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장벽 요인 등을 조사하는 것

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한 

책 마련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하다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년제와 4년제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 교육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부산지역에 위치한 3
년제와 4년제 학 각각 3곳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840
명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진로결정검사와 진로장벽검사 설

문지 20부를 활용하여 3년제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을 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한 후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4년제 학교 3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2곳은 

2011년도에 치위생과가 개설되어 현재 3학년 학생밖에 없었

으므로 한곳에서 수거된 4학년 학생과 남학생을 제외하였다. 
설문조사에 무성의하게 일괄적으로 답변처리 한 11부, 누락된 

항목이 많거나 설문지 작성을 중도 포기한 18부, 부실기재 및 

오류 23부을 제외한 788부(회수율: 97.7%)를 통계처리에 사용

하였다. 

2. 연구도구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입학동기검사, 진
로 결정 수준 검사, 진로 장벽 검사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특

성은 성별, 학년, 출신 고등학교계열(인문계, 실업계), 학제(3년
제, 4년제 학), 총 평균학점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입학동

기 및 적성 소질 검사 2문항, 진로 탐색 양상 검사 4문항, 전공 

만족도 검사 1문항, 진로 결정 수준 검사 18문항, 진로 장벽 검

사 4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입학동기검사는 장은경[14],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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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15]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이용

하였다. 치위생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 및 소질 여부, 전공에 

한 만족도, 진로 결정에 한 견해 등 8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2)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Scale: CDS)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Osipow [16]가 개발한 진로

결정 수준검사를 고향자[1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문항은 총18문항이며 진로와 전공 선택에 한 확신 2문항, 
교육과 미결정의 전제조건 확인 16문항으로 검사지 측정도구

는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

다) - 4점(매우 그렇다)으로 각 단계를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되며 

진로결정 수준 검사 내용에 한 신뢰도 검정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0.878이었다. 

3) 진로장벽요인(Career Barrier Inventory) 

김은영[18]이 개발하고 타당성 검증을 한 한국 학생 진로 

장애검사(KCBI)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진로 장벽 척

도의 하위요인 9가지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간에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인 관계 어려움 0.791, 자기 명확성 부족 0.770, 직업 

정보 부족 0.743,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0.771, 나이문제 0.842, 
신체적 열등감 0.769, 흥미부족 0.693, 미래불안 0.749, 경제적 

어려움 0.755이었다. 측정도구는 4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측

정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4점(매우 그렇다)으로 각 

단계를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

벽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되며 인관계어려움과 정보부족요인

에서 각각 1문항씩 총 2개의 역산문항은 측정도구의 점수가 4
점이 1점으로 계산하여 측정검사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장벽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결과는 SPSS(Ver 18.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였다. 일반적인 특성, 입학동기, 전공에 한 만족도, 진로선

택에 해서는 빈도, 백분율 및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학제에 따른 일반적 특성과 입학동기, 진로 탐색 양상은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다. 학제에 따른 진공에 한 만족도, 진로 결

정 수준과 진로 장벽 요인의 평균 차이 검정과 학년 및 학점

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장벽 요인의 평균 

차이 검정은 t-test를 이용하였다. 학년과 학점에 따른 전공만

족도,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장벽 요인의 평균 차이 검정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진로 장벽 요인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진로장벽요인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상 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

성(학년, 출신 고등학교 계열, 학점, 입학동기, 적성 소질 여

부)을 보정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는 총 788명이며 학제 특성에서, 3년제는 536명
(68.0%), 4년제는 252명(32.0%)이었다. 학년은 1학년 256명
(32.5%), 2학년 258명(32.7%), 3학년 274명(34.8%)이었다. 출신 

고등학교 계역은 인문계 졸업이 648명(82.2%), 실업계 116명
(14.7%)이었다. 학점은 2.5점미만 53명(6.7%), 2.5~3.0점 125명
(15.9%), 3.0~3.5점 259명(32.9%), 3.5~4.0점 234명(29.7%), 4.0점 

이상은 114명(14.5%)이었다<Table 1>. 학년에서는 3년제와 4
년제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12), 출신 고등학

교 계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 3년제는 21.2%이었고 

4년제는 0.8%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학점에서

는 4.0점 이상이 3년제는 17.1%, 4년제는 8.7%이며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33). 

2.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장벽요인 점수

연구 상자의 진로결정수준은 3년제 49.17±7.70, 4년제 

48.89±7.08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31). 진로장벽요인

은 3년제 95.64±17.83, 4년제 95.50±16.34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17). 진로장벽요인에서, 3년제 학생이 4년제 학생

보다 타인과의 갈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미래불안, 경
제적 어려움, 흥미부족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나이 

문제요인에서 3년제 학생은 6.81±2.70, 4년제 학생은 6.41±2.46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49), 경제적 어려움요인에서

도 3년제 학생은 11.29±2.97, 4년제 학생은 10.82±2.66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4). 4년제 학생은 3년제 학생보다 

자기 명확성 부족, 인관계 어려움, 직업정보 부족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직업 정보 부족요인에서만 3년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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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3year 4year

p-value
N(%) N(%)

Grade

1

2

3

156(29.1)

183(34.1)

197(36.8)

100(41.6)

75(28.6)

77(29.8)

0.012

Classification of high school

general

vocational

others

non response

399(74.3)

114(21.2)

14(2.6)

9(1.9)

249(98.8)

2(0.8)

0(0.0)

1(0.4)

0.0001

Academic grades (grade point average)

> 2.5

2.5~3.0

3.0~3.5

3.5~4.0

4.0 <

non response

37(6.9)

85(16.0)

168(31.3)

153(28.5)

92(17.1)

1(0.2)

16(6.3)

40(15.9)

91(36.2)

81(32.1)

22(8.7)

2(0.8)

0.033

total 536(100.0) 252(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3year 4year p-value

Career decision level* 49.17±7.70 48.89±7.08 0.631

Total career barriers** 95.64±17.83 95.50±16.34 0.917

lack of self clarity 15.93±3.56 16.36±3.31 0.104

conflict with others 10.21±2.98 10.17±2.67 0.860

difficulty in personal relations 10.49±2.82 10.71±2.73 0.302

lack of career information 11.69±2.66 12.09±2.67 0.049

age problem 6.81±2.70 6.41±2.46 0.049

physical complex 6.73±2.28 6.67±2.14 0.730

future anxiety 13.38±3.25 13.26±2.98 0.645

economical difficulty 11.29±2.97 10.82±2.66 0.034

lack of interest 9.12±2.27 8.97±1.96 0.369

 *: 24~70, **: 50~142

<Table 2> Compliance of school system of the career barriers factor and career decision level 

은 11.69±2.66, 4년제 학생은 12.09±2.67이며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49)<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 결정 수준

3년제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 결정 수준 검사 결과, 3
학년 50.27±7.37으로 가장 높았고 1학년 49.24±7.44, 2학년 

47.66±7.41이며 2학년과 3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1). 출신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 결정 수준 검사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49.50±8.48)이 인문계 고등

학교 출신 학생(48.93±7.39)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27). 학
점에 따른 진로 결정 수준 검사 결과 4.5점 이상(51.21± 8.52)
이 2.5점미만(47.36±7.58) 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49).
반면, 4년제 학생들은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 보다 높은 점

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출신 고등학

교 계열에 따른 차이에서도 인문계 출신 고등학교 학생이 실

업계출신 학생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학점에 따른 차이에서는 4.0점 이상이 가장 높았고 

2.5점미만이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3>. 

4. 입학동기, 적성·소질 여부 및 진로 탐색 양상에 따른 진로 

결정 수준

3년제 학생들은 입학동기에서 적성, 흥미가 있는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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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3year 4year p-value

Grade

1

2

3

49.29±7.56ab

47.38±7.62a

50.59±7.43b

49.15±7.27

48.30±6.77

49.41±7.15

Classification of high school
general

vocational

48.93±7.39

49.54±8.48

48.96±7.11

47.00±9.89

Academic grades(grade point average)

> 2.5

2.5~3.0

3.0~3.5

3.5~4.0

4.0 <

47.36±7.58a

49.12±8.36ab 

48.59±6.86ab

49.00±7.44ab

51.21±8.52b

45.93±6.93 

49.34±7.02

48.97±7.22

49.27±6.97

49.50±7.62

Total 49.17±7.70 48.89±7.08 0.631

a,b,c : Scheffe’s test

<Table 3> Characteristics of subjects of school system by career decision level

Variables 3year 4year

Purpose of admission to school

aptitude·interests 52.19±7.36a 52.32±6.53a

purpose of career 46.91±6.83b 46.66±7.46b 

lack of ability 48.42±7.25b 48.28±7.07b 

recomandation 46.33±6.56b 46.69±6.21b 

p-value 0.0001 0.0001

Aptitude· talent

have 53.52±7.64a 52.54±6.01a

a little 48.89±6.72b 48.05±6.93b

do not have 44.85±6.76c 46.34±6.77b

do not know 44.78±5.76c 46.73±7.25b

p-value 0.0001 0.0001

Career decision counselor

school teacher 49.44±6.56 48.71±9.15

parents, siblings, cousin 49.13±7.59 49.52±6.61

senior, friend 48.02±7.64 48.67±6.99

by my self 50.14±8.02 47.91±7.60

p-value 0.212 0.592

Factor of 

career decision

aptitude, ability 50.09±7.72a 49.85±7.46

education level 47.36±7.51ab 49.26±5.18

home circumstances 47.18±7.02ab 46.76±8.66

parent's expectation 46.50±6.66b 48.33±6.38

plan for future 49.58±7.85ab 47.27±6.39

p-value 0.002 0.265

Career choice criteria

aptitude, interests 49.82±7.62a 49.48±7.49

self ability 49.07±7.94ab 49.12±6.41

wage level 46.19±6.82b 47.63±7.58

promotion, success 49.35±7.62ab 48.62±6.69

p-value 0.013 0.618

Change of career intention 

enter upper school 50.09±8.36 51.38±7.50

change major 49.88±7.80 48.58±7.93

transfer different school 49.95±7.23 50.43±6.15

decide after leave of absence 48.85±7.02 47.73±6.32

p-value 0.647 0.067

a,b,c : Scheffe’s test

<Table 4> Career decision level of purpose of admission to school, aptitude talent and career search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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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E β p-value

Self clarity -0.195 0.091 0.049 

Conflict with others -0.044 0.017 0.700 

Difficulty in personal relation 0.020 0.008 0.850 

Lack of career information -0.630 0.222 <0.001

Age problems -0.150 0.053 0.184 

Physical complex -0.038 0.011 0.789 

Future anxiety -0.592 0.247 <0.001

Economical difficulty 0.212 0.082 0.051 

Lack of interest -0.599 0.178 <0.001

F (p) 24.75 (p<0.001)

Adj R2 0.542 

*: grade, classification of high school, academic grades, purpose of school admission, aptitude talent revision.

<Table 5> 3year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influence to regression model of career barriers factor

Variables SE β p-value

Self clarity -0.067 0.032 0.664 

Conflict with others -0.586 0.229 <0.001

Difficulty in personal relation 0.203 0.078 0.260 

Lack of career information -0.749 0.282 <0.001

Age problems 0.220 0.076 0.274 

Physical complex -0.334 0.103 0.173 

Future anxiety -0.326 0.138 0.085 

Economical difficulty 0.256 0.098 0.165 

Lack of interest -0.624 0.175 0.013 

F (p) 8.27 (p<0.001)

Adj R2 0.414 

*: grade, classification of high school, academic grades, purpose of school admission, aptitude talent revision

<Table 6> 4year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influence to regression model of career barriers factor

52.19±7.36점으로 취업목적, 실력부족, 타인의 권유 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p=0.0001). 적성·소질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있다

(52.19±7.36점)가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다소 있다

(48.89±6.72점)가 없다(44.85±6.76점), 잘 모르겠다(44.78±5.76
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1). 진로 결정 요인

에 따른 차이에서, 적성, 능력에 비중을 두는 학생(50.09± 7.72
점)이 부모 기 에 비중을 두는 학생(46.50±6.66점)보다 유의

하게 진로 결정 수준 점수가 높았다(p=0.002). 직업 선택 기준

에서, 적성, 흥미가 기준인 학생(49.82±7.62점)이 임금 수준이 

기준인 학생(46.19±6.82점)보다 유의하게 진로 결정 수준 점수

가 높았다(p=0.013). 그러나 진로 결정 상담자 요인과 진로 변

경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년제 학생들은 입학동기에서 적성, 흥미가 있는 학생이 

52.32±6.53점으로 취업목적, 실력부족, 타인의 권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1). 적성·소질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있다

(52.54±6.01점)가 다소 있다(48.05± 6.93점), 없다(46.34±6.77점), 잘 

모르겠다(46.73±7.25점)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01). 
그러나 진로 결정 상담자 요인, 진로 결정 요인, 직업 선택 기준, 
진로 변경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5. 3년제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요인

3년제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입학동기, 적성·소질 여부변인

을 보정하여 진로장벽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
기명확성요인, 작업정보부족요인, 미래 불안요인, 흥미요인이

었으며 설명력은 54.2% 이었다<Table 5>. 진로결정수준에 가

장 영향력을 주는 진로장벽요인은 미래 불안요인, 직업정보부

족요인이었고 다음은 자기흥미부족 요인, 자기명확성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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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6. 4년제 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진로 장벽 

요인

4년제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입학동기, 적성·소질 여부 변

인 보정하여 진로 장벽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과의 갈등요인, 직업정보부족요인, 흥미 요인이었으며 설

명력은 41.4% 이었다. 진로 결정 수준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진로 장벽요인은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었고 다음은 타인과의 

갈등 요인, 흥미부족의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Table 6>.
 

Ⅳ. 고찰 

본 연구에서 진로 결정 수준은 3년제의 경우, 3학년이 가장 

높았고 2학년이 가장 낮았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여
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수준에 한 연구[12]에
서, 4학년이 진로 결정이 가장 높았고 1학년, 3학년, 2학년 순

이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2
학년이 진로결정 수준이 제일 낮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신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진

로 결정 수준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학생이 인문계 고등

학교 출신 학생보다 진로 결정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점

은 4.0점 이상이 2.5점미만 보다 진로결정수준이 유의하게 높

았으며, 학점이 2.5점 이상 4.0점 미만인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년제 학생들은 학년, 출신 고등학교 계열, 학
점에 따른 진로 결정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진로 

장벽 요인 점수에서는 3년제 학생이 4년제 학생보다 나이문

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진로 장벽요인 이였고 4년제 학생은 3
년제 학생보다 직업정보 부족을 장벽요인 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여 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서 진로 결정에 진

로 준비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고[12]하
였는데

 
최재경[19]은 조사 상자 전체의 미래 계획과 목표 설

정 수준은 높은 반면 직업 정보가 평균치보다 낮다고 보고하

여 본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였다. 
3년제 학생들은 진로 결정 요인에 따른 차이에서, 적성, 능

력에 비중을 두는 학생이 부모 기 에 비중을 두는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업 선택 기준에서는 적성, 
흥미가 기준인 학생이 임금 수준이 기준인 학생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진로 결정 상담자 요인과 

진로 변경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학생들의 적성, 
흥미, 소질이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에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겠다.
4년제 학생들은 진로 결정 요인에 따른 차이에서, 적성, 흥

미가 있는 학생이 취업목적, 실력부족, 타인의 권유 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진로 결정 상담자 요인, 진로 결정 요

인, 직업 선택 기준, 진로 변경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최재경[19]에 의하면 상업계고등학생의 진로 결정과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적성과 능력에 더 가치

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 선택 시 흥미와 적성을 다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고 가정형편 집단도 능력 

수준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년제 학생의 진로 장벽 요인 점수의 경우,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 자기 명확성 부족은 1학년과 2학년이 3학년 보다 유

의적으로 높았다. 직업 정보 부족과 흥미부족은 2학년이 1학
년, 3학년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최정미[20]도 학년에 따라 

1학년이 학업에 한 열정과 흥미가 높고 2학년이 제일 낮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출신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차이에서, 직업정보 부족이 인문계 학생이 실업

계 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나이문제는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이 장벽요인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학점에 

따른 차이에서도 2.5점미만과 3.0~3.5점미만이 4.0점 이상 보

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4년제 학생의 진로 장벽 요인 점수는, 학년에 다른 차이에

서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자기명확성 부족, 타인과의 갈등, 
직업 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출신 고등학교 계열에서도 인문계 출신 학생이 실업계 

출신 학생보다 인 관계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에서 낮은 점

수가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점에서는 

2.5점미만이 자기 명확성 부족, 타인과의 갈등, 나이문제, 미
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 흥미부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이 20세 이하, 
직장무경험자, 경제수준이 하층이 학생이 유의하게 진로장벽

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기명확성부족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정보부족, 인관계어

려움도 진로장벽요인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미래 불안 

요인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높은 평균치를 나타냈다. 반
면 신체적열등감, 흥미부족요인은 낮은 평균치로 전 연령층에

서 비교적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진로 장벽 요인을 학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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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3년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진로결정수준에 영향력을 

주는 진로 장벽 요인은 미래 불안 요인, 정보 부족요인이었고 

다음은 자기 흥미 부족 요인, 명확성부족의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으며 유의하였다. 4년제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진로 결정 

수준 에 영향력을 주는 진로 장벽 요인은 직업정보 부족 요인

이었고 다음은 타인과의 갈등 요인, 흥미부족의 순으로 영향

력을 주었으며 유의하였다. 이명숙[21]은 학생의 진로 장애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고, 최재경

[19]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진로 장벽의 하위요

인인 자기 명확성 부족 요인, 미래 불안 요인이 특히 높았는

데 자기 명확성 부족과 미래 불안의 진로장벽이 높은 것은 진

로 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자신이 능력에 해서 자

신감이 부족하고 의사결정기술이 빈약하며 우유부단하고 결

단성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여자 학과 남녀 공학 여 생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에 영향을 주는 진로 장벽 요인에서 남녀공학 여 생이 진로 

장벽 하위요인 중 직업 준비 부족, 개인 특성 부족, 관습의 제

약을 지각하여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받았으며 2,4학년이 

가장 다양한 진로 장벽을 지각하고 있었다. 진로결정에 영향

을 주는 장벽 요인인 개인 특성 부족이 진로 결정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각 전공별로는 진로결정에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변인은 직업 정보 부족 이였고 학특성, 학년, 전공

에 따른 진로 장애의 지각정도와 지각하는 장벽 요인의 내용

이 달랐으며 집단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 결정 수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가 자기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진로 장벽과 

진로 결정을 객관적으로 측정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면

접이나 사례연구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들이 진로를 결정하

는데 어떠한 장벽을 지각하는지 탐색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

는 일련의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부산지역에 위치한 3년제와 4년제 

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 연구로 일반화시키는데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다른 지역 

학교 및 3년제, 4년제 학교 여 생을 상으로 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집단을 상으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부산지역에 4년제 치위생과 학이 2011년
에 신설되어 현재 3학년 학생 밖에 없어 4학년 학생들의 연구

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 연구 상의 제한점이라 볼 수 있겠다.
진로 결정 수준을 설명하려는 차원에서 학제에 따른 치위

생과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을 살펴보았다. 진로 

장벽의 여러 요인들의 지각 정도와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치위생과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탐색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저해하는 장벽요인을 좀 더 

분석하고 진로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학교

에서는 진로 준비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학년별 진로결정 수

준이 상이함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상담 및 교육차원에서 다

각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치위생과 3년제와 4년제 재학생들의 진로 결정수준에 영향

을 주는 진로장벽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2년 10
월부터 11월까지 부산지역에 위치한 3년제와 4년제 학 각

각 3곳의 학교를 선정하여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788명(3
년제 536명, 4년제 252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SPSS(ver18.0)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진로 결정 

수준 경우, 3년제는 49.17±7.70, 4년제는 48.89±7.08이었으며 

진로 장벽 요인 점수의 경우, 3년제는 95.64±17.83, 4년제는 

95.50±16.34 으로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력을 주는 진로 장벽 요인은 3년제는 미래불안 요인, 직
업정보부족요인, 자기흥미부족요인, 자기명확성 부족요인 순

이며, 4년제는 직업정보부족요인, 타인과의 갈등요인, 흥미부

족요인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따라서 3년제 와 4년제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진로장벽요인인 직업정보부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장래와 진로에 해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

져야 하겠으며 진로에 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년제 학생들에게 타인과의 갈등요인이 진로장벽요

인이 되고 있어 4년제 학생들이 인성교육 및 사회성 발달 교

육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권장 하며. 3년제는 미래 불안 요

인과 직업정보부족 요인이 진로 결정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

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아정체감을 확립 시킬 수 있도록 학생

들과의 지속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개인의 특성 및 소질에 맞

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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