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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후 직업 만족도에 개인 특성 및 가정 변인, 학교 진로 교육이 학교 지원 

환경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SELS) 패널데이터(1-4

년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 수준(전공 수업태도,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부모학력 및 경제수준, 보호

자와의 관계, 진로교육참여, 정규직여부)과 학교 수준(취업컨설턴트 수, 취업지원 예산, 진로교사의 집단/개인 

지도 정도, 직업체험기회 제공 정도)을 구분한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수준에서 

학교진로 교육, 보호자와의 관계 등은 직장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성숙도의 경우 각 학교 평균보

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진 학생이 낮은 직장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 변인으로 투입된 취업

컨설턴트의 수와 취업지원사업금액은 졸업생들의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사의 진로 지도 횟수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효과와 부(-)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교의 진로 지도교사의 개인/집단 진로 지도가 많을수록 학교별 진로교육 차이를 통한 직장 만족도의 차이를 줄

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특성화고, 진로 교육, 진로 성숙도, 직장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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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등 직업교육의 대표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는(구(舊) 실업계·전문계고등학교, 이하 특성화

고) 1960년대 이후 중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 과정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기능인

을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써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 환경이 산업사회에

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진학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 수가 

감소하며 특성화고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취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특성화고는 그 존재 가

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선태, 박윤희, 2003; 이광호, 2006).

이러한 중등 직업교육이 내제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최근 ‘선취업-후진학’,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2010년 「고등학교 직업

교육 선진화방안」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계·발전시킨 「고졸 취업 활성화 방

안」,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적극적인 중등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부, 2014). 산업별 기능 중심에 따른 전문계고 체제개

편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선취업-후진학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와 직업세계를 잇는 

등 경력개발 경로를 다양화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고 있으며 

취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4월 1일 기준 특성화고·마

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46.6%, 진학률은 36.6%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업률이 16.7%로 최저

점을 기록했던 2009년을 기점으로 6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다(교육부, 2015). 정부의 지속적인 고

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성화고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

립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취업 중심의 정책 결과로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취업 후 직장 적응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고졸 취업자의 첫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가 대졸자에 비해 짧으며,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상황에서 이들의 경력형성과 직장적응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함이 제기되고 있다(김안국, 신동준, 2007: 윤형한, 신동준, 2012). 이와 같은 사실은 고졸 취업자

의 취업률이 단순히 정량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취업 이후의 만

족도, 경력개발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하며 특성화고 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함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위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 졌으나(김동규, 2012; 남미자 외, 2013; ; 최동선, 이종범, 2013; 노경란, 하선주;

2013), 다수의 연구가 학교수준에서 제공되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인을 그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로 환원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수준의 요인과 학교수준의 요인의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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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써 학생 개인

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이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경력

개발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졸업 후 일자리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수준의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이후 특성화고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적 수준의 요인 외에도 학교차원의 특성이 학생 개인에

게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연구 과정에서 학교수준의 요인을 개인수준의 요인과 

구분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화고 졸업 후 직장적응(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학시절 개인적 

특징 및 진로 교육 효과, 학교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의 2수준 다층모형

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 및 학교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혀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종속변인을 직장만족도로 하며 독립변인은 개인수준에서 학생 및 부모 변인, 진로교육 효과 

등의 하위요인과 학교수준에서의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 후 직장만족도에 대한 학생 개인수준과 학교 수준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 후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수준과 학교 수준의 변인은 어떠

한 상호작용 관계를 갖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직장만족도의 개념

직장만족도란 직장에 대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만족의 상태로써, 일반적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직무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박정주, 2011; 오성

욱, 이승구, 2009).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직장만족도 및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직무(업무)내용, 전공-직무 일치도, 임금, 발전 가능성, 안정성, 근무환

경, 근무시간, 인간관계, 의사소통, 사회적 평판, 인사 체계, 복리후생 등 공통적인 요인들을 추출

해 낼 수 있다(박정주, 2011; 오성욱, 이승구, 2009; 주영주, 한상윤, 2015; 안재영, 이병욱, 2015).

직장만족도와 직무만족도는 사용하는 분야나 영역에 따라 개념적 정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

지만,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은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직장만족도를 직무 자체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내적·외적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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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여, 고용안정성, 직무내용의 적절성, 근무 환경, 인간관계, 개인발전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

적 만족도로써 직무만족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포괄적 개념의 직장 만족도는 이직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Valentine, Lynn, Gary, & Roland, 2010), 직장 만족이 경력성공의 단기적 지표로 제시될 수 있

음이 증명되기도 하였다(Rayton, 2006, 오석영, 2014).

2. 특성화고졸 취업자 직장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김동규(2012)는 특성화고 및 전공 선택 요인이 노동시장 성과(상용직 취업, 시간당 임금,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성화고 선택이 취업 

목적으로 자발적일 때, 상용직 취업이나 시간당 임금, 직장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전공 

선택 시 직업 및 취업 전망을 이유로 자발적인 선택을 하였을 때 상용직 취업, 직장만족도에 긍

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간당 임금에는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남미자 외(2013)는 특성화고의 진로지도(교육과정, 강연, 정보제공, 진로검사, 직업체험,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기술취득상담, 취업상담, 취업정보제공, 구직지도, 취업알선)이 직장만족도

(임금, 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발전가능성, 대인관계, 복리후생, 인사관계, 사회적

평판, 자율성, 전반적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직무일치도(일의 내용과 전공과의 비

교, 일의 내용과 수준 비교, 일의 내용과 전공과의 도움 여부)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 대한 만족도(특히 취업지원)와 직무일

치도는 직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직무일치도가 경로계수 값이 더 크게 나타

나 직업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은 직무일치도를 

통해 직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학 중 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

원이 전공과 취업분야가 일치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경란 외(2013)는 독립변인으로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학교 교육 및 진로개발 서비스에 대

한 개인적 노력(학교성적, 진로준비행동, 진로지도 참여경험, 취업지원 참여경험), 종속변인으로 

일자리의 질(월수입, 고용형태, 사회보험가입, 사내복지수혜), 매개변인으로 고등학교 교육 및 

진로개발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고교교육 참여만족도, 진로지도 참여만족도, 취업지원 참

여만족도)을 설정하여, 특성화고 졸업자가 재학 중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과 진로개발 서비스에 

대한 참여 경험이 졸업 후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학 중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개발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수록 그에 대한 주관적 인식(만족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개발프로그

램에 적극 참여하고, 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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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진로개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그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수준을 매개로 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선, 이종범(2013)은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가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개

인수준 변인으로 성별 및 계열을, 교육관련변인으로는 특성화고 선택 이유, 학교 만족도, 고교 

성적, 진로탐색행동 수준, 가정 진로지도 빈도, 취업목표 달성 여부, 자격증 소지 정도를, 현 직장 

관련 변인으로는 직장규모, 고용형태, 일자리와 학교교육과의 관련성, 4대 보험 가입여부, 복지

혜택 제공 여부를 포함하였다. 종속변인은 좋은 일자리 지수(임금, 직업의 사회적 위세, 직무만

족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 여성일수록, 상업계열일수록 좋은 일자리로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교육관련 변인 중 학교에 만족할수록, 성적이 우수할수록, 재학 중 설정한 취

업목표를 달성할수록, 자격증이 많을수록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현 직장 관련 변인은 모두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데 있어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특성요인, 가정

배경요인, 학교관련 요인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개인특성요인으로는 성별,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배경요인은 부모의 학력수

준, 가구소득,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 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관련요인

으로는 성적, 학교수업태도, 학교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직장만족도와 개인특성 관련 요인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관련 요인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성남

(2013)은 특성화고 취업자의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취업목표

설정이 뚜렷하고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직장만족도(직

무내용, 자율성과 권한, 발전가능성, 임금, 복리후생제도, 직장 안정성, 근무환경, 대인관계, 인사

체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동규(2012)는 특성화고 선택의 자발성이 고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특성화고 및 전공 선택 시 ‘취업’이나 

‘대학진학’, ‘직업 및 취업전망’ 등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학을 한 경우 비자발적인 학생에 비해 

취업 시 상용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고, 임금수준 또한 더 높았으며 임금, 직장안정성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에 대한 직장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

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고, 자율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직업세계로 이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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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해를 토

대로 슬기롭게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준비도를 뜻하며(배상훈,

2012),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한 적극적인 탐색과 실천을 의미한다. 자신

의 진로에 대한 높은 인지 수준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는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만족도 수준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조강혜 외(2013)의 연구에서는 자동차 정비 서비스 종사들을 대상으

로 자아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효능감이 높을

수록 직무를 통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박정아 외(2012)는 대기

업 사무직 근로자의 경력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경력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

감은 자신에 대한 능력과 가치관에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로 이 미래의 행위나 과업에 

대한 성공적 수행 가능성에 대한 신념인 자아효능감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이 높으면  

설정한 목표 수준과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 수준이 동시에 높아져서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Bandura, 1977; Locke et al., 1984; 조강혜, 노형봉, 2013, 재인용). 이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직무를 통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 경험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이

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관한 요인 탐색은 주로 취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데 연구별로 성별이 취업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동선, 이종범, 2013; 강순희, 2013). 이는 남성이 특성화고 졸업 이후 1~2년 이내로 군입대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임유진, 정영순(2015)은 고

졸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지만 남성의 경우 군입대전 시간제 일경험이 향후 좋은 일자리 이행에 부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성은 군입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직장에서 느끼는 만

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성별이 직장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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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만족도와 가정배경 관련 요인

가정배경요인에 대한 영향력 탐색은 주로 취업과 관련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살펴

보면 크게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가정에서의 진로지도를 공통적인 측정변인으로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에 관한 요인은 대체적으로 취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현진, 이지혜, 2010; 김지경, 김종성, 2014). 이는 고졸 초기경력자의 취업이유 

중 ‘당장의 수입 필요’가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고졸 초기경력자가 자신의 경력개발보다 가구소득 등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있

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최동선, 임언, 오석영, 정혜령, 2013). 부모의 학력이 취업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남기곤, 2008).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학

력이 높을수록 자녀 또한 고학력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부모학력과 취업 간의 

영향력 분석 결과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예외적이지 않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보

다는 진학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동선, 이종범(2013)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일자리로 이

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만기(2014)는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진로관련 대화,

진로관련 경험 등)이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비적 직업탐색과 진로성숙도를 높인다

고 보고한 바, 취업에 있어 가정에서의 진로 관련 경험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진로 경험이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직장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직장만족도와 학교 관련 요인 

남미자 외(2012)는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직무일치도를 통해 직업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또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만족도는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

여 직업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취업지

원이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선적 관계에서 나아가 직무일치도를 매개로하여 구체적 관

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노경란 외(2013)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개

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은 이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로하여 좋은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만기(2014)는 학교지원만족도는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가정에서의 진로준비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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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높은 

만족도는 향후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하고 높은 직장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특성화고의 진로교육이 진학에서 취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단순히 취업률 향상을 목적

으로 양질의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없이 취업만 시키는 현상이 우려되는바(윤형

한, 신동준, 2012), 취업 후 직장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 (예: 취업전담 컨설턴트의 운

영 및 취업 지원 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환경, 현장학습 운영 및 개별/집단 취업교육 등을 교육지

원)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학교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로 환원하여 사용함으로

써 그 효과가 개인수준에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인지 학교수준에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인지 확

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측정 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서울교육종단연구(Seoul Educational Logitudinal study 2010: SELS) 패널데이터

(1-4년차, 2010년-2013년)를 사용하였다. 대상은 패널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특성화고 23개 및 해

당 학교 학생들 중 (921명) 졸업 후 취업자 43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부실 응답자 38명 제외).

본 연구는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된 집단의 고교재학시절 개인 및 환경적 진로 특성이 직장적

응(직장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본 것이므로 SELS 4차년도 특성화고 자료 중 대학입학자(또는 준

비자) 397명, 구직자 및 미취업자 56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종속 변수로 사용된 직업 만족도는 4차년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로 급여, 고용안

정성, 직무내용, 개인 발전 가능성, 이상 4개 항목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만족도

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중 개인 수준 변인인 학생 변인은 취업에 가장 임박한 3차년

도에 수집된 전공수업 태도 (예: 전문교과 수업시간에의 적극적으로 참여, 예습 복습 정도, 집중 

정도 등 6문항), 자아존중감 (예: 자신의 성품, 능력, 가치, 긍정적 태도 등 5문항), 진로성숙도 

(예: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직업적 성격,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결정 등 8문항)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밖에 부모와 관련된 변인인 부모의 학력 평균, 부모

의 경제적 지위, 보호자와의 관계는 각각 1-3차년도 부모, 학생 데이터에서 파악되어 이를 사용

하였는데 부모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1)에서 대학원 박사(7)의 부와모의 평균을, 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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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1-3차년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을, 보호자와의 관계는 진로, 학교생활, 교우관계, 일

상 생활에서의 대화 등을 측정한 13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 차원의 진로 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취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된 2차년도 진로 교육만

족도 (오석영, 조인식, 2016)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진로 교과 수업, 진로 강연, 진학안내, 진로 

검사, 직업 체험, 진로 상담 등 6개의 참석여부와 각각의 교육적 효과(5점 척도)의 총합으로 구성 

하였다.

학교 수준에서 사용된 변인으로는 각종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취업 컨설턴트 수

(1=없음, 2=1명, - 6=5명이상)와 취업 지원사업 예산액(1=2천만 원 미만, 2=2천만 원∼이상 5천

만 원 미만, 3=5천만 원 이상∼1억 미만, 4=1억 이상)을 log를 적용하여 정규분포화 하여 분석하

였으며(절편모형) 특히 개인수준의 진로교육의 효과(2차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변수로 

진로교사의 집단/개인지도 정도(1=전혀 운영하지 않음, 4 = 자주 운영함) 및 산업체 현장 견학 

및 체험기회 제공(1=전혀 운영하지 않음, 4 = 자주 운영함) 을 사용하였다(기울기 모형). 아울러 

직장 환경의 질을 통제변인으로 삽입하여 정규직 여부(1=정규직, 2=비정규직 또는 인턴) 변인을 

활용하였다.

2. 분석 방법

위의 변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생 수준 모형과 학교 수준 모형을 제시하여 분석하였으

며 HLM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수준 모형 (Level 1)

Yij��= β0j +β1j(학생의 성별) +β2j(전공 수업태도) +β3j(진로성숙도(3차)) +β4j(자아존중감(3

차) +β5j(부모의 학력(1차)) +β6j(부모의 경제적 지위(1-3차)) +β7j(보호자와의 관계(3차)) +β8j(2

차년도진로 교육 만족도) β9j(정규직 여부) + eij��, eij��~ N(0, σ 2)

위의 식에서 Yij��는 j번째 학교에 다니는 i번째 학생의 직장만족도 점수이다. β0j는 절편값으로

서 학생의 배경변인이 평균적인 수준의  학생이 보여줄 수 있는 직장만족도를 의미한다. β1j,

β2j, ..., β9j는 각 학생 수준에서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계수이며 eij��는 무선효과로

서 평균 0과 분산 σ 2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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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준 모형(Level 2)

β0j = γ00 + γ01(취업컨설턴트 운영(3차)) + γ02(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비_(3차)) + u0j��,

u0j��~ N(0, τ2
00)

β1j = γ10

β2j = γ20

: :

β8j = γ80+γ81(진로교사의 집단/개별지도) + γ82(산업체 체험 및 견학 기회제공) + u8j��

β9j = γ90

위 모형은 β0j와 β9j만 각 학교마다 변하는 임의 효과로 설정되었고 다른 개인 변수들의 효과

는 고정효과로 지정하였다. γ00는 전체 평균값에 해당되며 γ10에서 γ90까지의 계수는 학교 특

성 변수 및 통제변인들이 학생들의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u0j��는 무선효과로서 

평균 0과 분산 τ2
00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9개의 개인차

원의 변인 중 성별 및 2차년도 진로 교육효과(만족도), 정규직여부를 제외한 6개 변인은 전체 

평균으로 중심화시켜(grand mean centering)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분석을 위한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를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56%

로 다소 많았으며 진로성숙도가 자아존중감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 정도가 평균을 보였으며 학교에서는 진로 컨설턴트를 평균 1명 운영하고 있었다. 월

평균 가계수입은 변수의 정규분포성을 고려하여 로그(log)값으로 환산하여 수치화하였다. 아울

러 각 변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부모관계가 .88, 자아존중감 .89, 전문교과(전공)수업태도 

.87, 진로성숙도 .91, 직장만족도 .87로 각각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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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 특징

　구분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생수준 변인

개인변인

성별(남1) 429 1.56 0.50 1.00 2.00

전공수업태도(3차) 428 3.50 0.80 1.00 5.00

진로성숙도(3차) 430 4.00 0.67 1.00 5.00

자아존중감(3차) 430 3.74 0.72 1.00 5.00

가정변인

부모학력(1차) 407 3.18 0.79 1.00 7.00

월평균

가계수입(Log)
406 2.32 .254 1.70 3.70

보호자와의관계

(3차)
429 3.45 0.70 1.00 5.00

학교변인
진로교육효과

(2차)
423 12.22 7.98 0.00 30.00

직장변인
정규직여부

(정규직1)
429 1.37 .484 1.00 2.00

학교수준 변인

취업컨설턴트 수 23 2.00 0.60 1.00 3.00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비
23  2.78 1.13 1.00 4.00

진로교사 진로지도 23 3.39 0.58 2.00 4.00

산업체 체험 및 

견학
23 3.33 .637 2.00 4.00

종속변인 직장만족도 430 3.79 0.81 1.00 5.00

2. 기초 모형 분석 결과

위계적 선형모형(HLM)분석의 기초분석을 위해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 즉 기

초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모형 분석은 각 수준별로 존재하는 분산의 양을 파악하는 작업

으로 각 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수준 및 학교 수준의 분산을 구분하는 

과정으로 사용된다(강상진, 1995).

고졸 취업자의 직장만족도 기초모형 분석 결과로 먼저 모형에 대한 신뢰도가 .602으로 나왔으

며 학생들의 총 분산은 0.54로 종속변인의 총 변량 중 학교별 평균 차이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

(ICC: Intra-class correlation)이 8.51%로 나왔다. 이는 학교 내의 학생 간의 차이가 91.48%를 설

명하며 학교 간 차이가 8.52%를 설명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한 학교 효과 연구에서 학교 간 분산이 대체적으로 10% 내외로 나와 선행연구의 기준에 

충족하였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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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수준 모형 분석 결과(학교 내 모형)

다음 모형은 고졸 취업자의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학 시절 개인, 가정, 학교 변인

을 모형에 삽입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표 2>과 같다. 먼저 모형에 대한 신뢰도가 .601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학생들의 총 분산은 0.516로 소폭 감소하여 종속변인의 총 변량 중, 학교 별 

평균 차이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ICC가 9.85%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학교 내의 학생 간의 

차이가 90.15%로 감소하여 기본 모형보다 학교 간의 차이가 설명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학생 수준의 변수로 보호자와의 관계가 각 학교 평균보다 좋았던 근로자는 그렇지 못했던 근

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 역시 각 학교의 평균 부모 학력보다 

높은 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근로자 보다 높은 직장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각 학교 평균보다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진 학생이 오히려 낮

은 직장만족도를 갖고 있어 졸업 후 첫 직장에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경제 수준 역시 각 학교 평균보다 높은 학생은 낮은 직장만족도를 보였다. 끝으로 2차년

도 진로 교육에 대한 효과는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2학년 때 진로 교육의 중요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정규직 여부는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이거나 인턴 신분의 고졸 졸업자가 낮은 직장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모형분석: 학생수준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df t

 학생 수준

 γ00 (절편) 3.50 0.11 22  11.03***

γ10 (성별) 0.08 0.10 342 0.73

γ20(전공수업태도(3차)) -0.03 0.06 342 -0.53

 γ30 (진로성숙도(3차)) -0.13 0.05 342 -2.78**

 γ40 (자아존중감(3차)) 0.03 0.04 342 0.64

 γ50 (부모학력(1차)) 0.12 0.05 342 2.53*

 γ60 (월평균수입log) 0.02 0.15 342 0.16

 γ70 

(보호자와의관계(3차))
0.28 0.05 342 5.57***

 γ80 

(진로교육효과(2차))
0.01 0.00 342 2.39**

γ90 (정규직여부) -0.09 0.05 342 -2.02*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df χ2

u0(학교수준) 0.23 0.051 22 62.932***

r(학생수준) 0.68 0.465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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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수준 모형 분석 결과(학교 간 모형)

다음 모형은 고졸 취업자의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 수준 변인에 학교 수준의 

변인을 단계적으로 삽입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이는 <표 3>와 같다. 먼저 모형 1은 학교 내 모형

에 학교 간 취업컨설턴트 수와 취업지원사업금액을 절편에 추가한 모형이며, 모형 2는 모형 1에 

2학년 때의 진로교육효과와 진학교사의 진로지도 횟수와 산업체 체험 및 견학 횟수의 상호작용

을 추가한 모형이다. 각 모형의 총 분산은 각각 0.497, 0.495으로 감소하였으며  ICC의 비율도 

각각 6.31%, 6.34%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내의 학생 간의 차이가 설명하는 비율 역시 각각 

93.67%, 93.66%로 나타났다.

학생 수준의변수는 학교 내 모형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와의 관계 및 부모 학력, 2차년도 진로 

교육효과는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진로성숙도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아울러 학교 수준 

변인으로 투입된 취업컨설턴트의 수와 취업지원사업금액은 졸업생들의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 간 모형 1과 2 모두 동일했다. 아울러 진로교사의 

진로 지도 횟수는 2차년도 진로 교육효과와의 부(-)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체 체험 및 방문 횟수는 진로 교육효과와 아무런 상호작용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진로교육 

효과 정도에 따른 직장 만족의 차이를 진로교사의 진로지도 변인이 완화(bumpering effect)시키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각 학교의 진로 지도교사의 개인/집단 진로 지도가 많을수록 진로

교육 차이를 통한 직장 만족 차이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각 모형별로 학교 변인과 개인변인이 설명하고 있는 설명량을 분석하기 위해 각 모형별 학교 

내 분산을 비교하였다. 기본 모형의 학교 내 분산은 0.494이며 기본 모형의 설명 분산은 1-0.494

로 0.506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내 모형의 설명 분산은 0.534, 학교 간 모형 1의 설명 

분산은  0.534, 모형 2의 분산은  0.536으로 나왔다. 이들 모형별 설명 분산의 차이는 추가 변인의 

설명량이 되는데 학생 수준의 변인의 설명량은 0.028(=0.534-0.506)로, 학교 내 모형과 학교 간 

모형 1의 설명 분산 차는 0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내 모형과 학교 간 모형 2의 

설명 분산차는 0.00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변인은 전체 설명량의 약 93%를 설명하며

(0.028/(0.028+ 0.002), 학교 수준 변인은 약 7%를 설명하여 학교 수준의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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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형별 다층 회귀 분석 결과

구분 기본모형 학교 내 모형 학교 간 모형1 학교 간 모형2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수준

  γ00 (절편) 3.84*** 0.06 3.50*** 0.11 2.86*** 0.37 2.83*** 0.39

γ10 (성별) 0.08 0.08 0.07 0.10 0.10 0.08

γ20 (전공수업태도(3차)) -0.03 0.04 -0.05 0.06 -0.03 0.06

γ30 (진로성숙도(3차)) -0.13** 0.05 -0.14** 0.05 -0.14** 0.05

γ40 (자아존중감(3차)) 0.03 0.04 0.01 0.07 0.02 0.07

γ50 (부모학력(1차)) 0.12* 0.05 0.11* 0.05 0.11* 0.05

γ60 (월평균수입log) 0.02 0.04 0.02 0.15 0.03 0.15

γ70 (보호자와의관계(3차)) 0.28*** 0.05 0.27*** 0.05 0.27*** 0.05

γ80 (진로교육효과(2차)) 0.01* 0.00 0.01* 0.00 0.06** 0.03

γ90 (정규직여부) -0.09 0.05 -0.10* 0.05 -0.11* 0.05

학교수준

β0 γ01 

(취업컨설턴트 수)
0.17* 0.09 0.16* 0.09

     γ02      

(취업지원사업금액)
0.11* 0.04 0.12* 0.04

β8 γ81 

(진학교사의 진로지도)
-0.013* 0.01

    γ82 

(산업체 체험 및 견학)
-0.007 0.01

임의효과 표준편차 분산성분 표준편차 분산성분 표준편차 분산성분 표준편차 분산성분

  u0 (학교수준) 0.20*** 0.046*** 0.23*** 0.051*** 0.18** 0.031** 0.18** 0.03**

   r (학생수준) 0.71 0.494 0.68 0.466 0.68 0.466 0.68 0.464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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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후 직업 만족도에 개인 특성 및 가정 변인, 학교 진로 교육 

이 학교 지원 환경과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교육종단

연구(SELS) 패널데이터(1-4년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개인 수준(전공 수업태도, 진로성숙

도, 자아존중감, 부모학력 및 경제수준, 보호자와의 관계, 진로교육참여)과 학교 수준(취업컨설

턴트 수, 취업지원 예산, 진로교사의 집단/개인 지도 정도, 직업체험기회 제공 정도)을 구분한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 수준에서 전공수업태도나 자아존중감은 직장만족도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와의 관계가 각 학교 평균보다 좋았던 근로자는 그렇지 못했던 

근로자보다 직장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 역시 각 학교의 평균 부모 학력보

다 높은 학력을 가진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근로자보다 높은 직장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에 있어서는 각 학교 평균보다 높은 진로 성숙도를 가진 학생이 오히려 

낮은 직장만족도를 갖고 있어 졸업 후 첫 직장에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부모의 경제 수준 역시 각 학교 평균보다 높은 학생은 낮은 직장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2학

년 진로 교육에 대한 효과는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2학년 때 진로 교육의 중요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수준 변인으로 투입된 취업컨설턴트의 수와 취업지원사업금액은 

졸업생들의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교사의 진로 지도 

횟수는 학생들의 진로 교육효과와 부(-)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학교의 

진로 지도교사의 개인/집단 진로 지도가 많을수록 학교별 진로교육 차이를 통한 직장 만족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산업체 체험 및 방문 횟수는 진로 교육효과와 아무런 상

호작용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 할 수 있다.

첫째, 개인특성 중 진로성숙도의 경우 학교 평균보다 높은 학생들이 취업 후 낮은 직장만족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진로 준비도를 갖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 

후 취업을 했을 때 직무 환경이나 자기개발기회에 있어 낮은 만족도를 갖는다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경력개발 제도 및 직무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의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 진로 성숙도

가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양질의 근로 환경의 직업을 얻기 위한 

높은 이행 노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이지혜, 정철영, 2010), 최근 연구에서는 높은 

진로 성숙도를 가진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거나 (오석영, 조인식, 2016), 대

부분의 고졸 근로자들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과 다른 인사제도하에 차별적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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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여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최동선 외, 2015). 따라서 높은 진로 

성숙도를 가진 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으로 직장적응을 하고 높은 만족도를 갖기 위해 기업들

은 이들을 위한 경력개발제도, 성과급 제도, 동호회 운영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이 졸업 후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다양한 학교 진로 교육(예: 진로강연, 진로 상담, 직로 검사 등)이 취업 후 직장 적응

에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학시절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취업 가능한 직장의 실질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교 재학 중 취업을 일찍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취업성공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오석영, 조인식, 2016),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고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이들이 졸업 

후 취업을 결정하거나 효과적인 직장적응을 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차원의 지원에 있어 취업 컨설턴트 운영 및 취업 지원 예산증액에 대한 지원이 학

생들의 취업 후 직장 만족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지도에 있어 인적·물

적 자원에 대한 지원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제한된 학교 환경 내에서 실질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또는 학교 밖 진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체들의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반의 운영, 취업과 

연계된 계약반 운영, 청소년 기관과의 진로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이 시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진로교사의 개인, 집단지도 정도가 학교 간 진로 교육 효과의 편

차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 교사들의 활동적인 지도가 진로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성화고의 경우 취업전담 부장 교사 및 진로 지도 교사 등의 소수 

교사의 개인 지도 역량에 의존하여 학생들의 취업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간 진로 지도 성과의 편차가 진로

교사의 개인역량의 차로 귀결되지 않도록 진로 지도 방법, 기법에 대한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거

나 진로 교사를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인력을 확보(예: 산업체 경력 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하여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패널데이터의 구성적, 참여적 한계를 가지고 분석된 바, 개인적, 가정적, 교육

적 변인 구성에 있어서 조사 변인 내에서 선택적으로 구성한 점과 43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1,2

차원적 분석을 한 점을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취업자들의 직장만족도에 

고교시절 개인 특성, 환경 요인, 학교 수준의 변인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것이기에 취

업에 성공한 집단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다층적 고교시절 특성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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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미취업, 취업등 다양한 진로경로와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한 진로 결정 요인 분석요인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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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s of Vocational High-school Graduates' Personal

Traits and Environmental Context on Their Job Satisfaction*
1)

Oh, Seok-young**

Kim, Ji-S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vocational high-school graduates'

personal traits, i.e. individual-level constructs such as learning attitude for vocational classes,

career maturity, self-concept, family backgrou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in their schools, as well as environmental context i.e.

school-level constructs such as the amounts of career consultants, investment on career

education, career guide activities, and providing career experience with students in each school.

The results of study indicat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and family

background are statistically associated with their job satisfaction after graduation and the

numbers of career consultants and career guide activities show highly negative interactive effects

with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between schools, that is, the more number

of guide activities and career consultants, the less quality gap of career education between

schools.

Key words: Vocational high school, Career development, Career maturity, Job satisfaction

* This study developed a part of educational policy study for Vocational high school suppor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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