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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구명하고 취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의 변, 

인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명하는 데 있었다 학생특성과 학교특성변인들의 .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일반화 회귀분석 을 활용하였다(HGLM) .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3 , 2013

년 기준으로 개 학교의 명이다 계열 지역 성별을 고려한 유층화 군470 105,320 . , , 

집 비율 표집을 하여 개 학교의 총 명을 표집하였다32 640 . 

조사도구는 학생특성 학교특성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기 , , 

존에 개발되어 있던 도구를 활용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설문조사 기. 

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자료수집을 위해 특성화고2013 10 20 2013 11 15 , 

에서 취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취업담당 부장교사의 협조를 구해 설문지를 발

송하여 교사가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회수 되었다 불성실 응답 640 632 (98.8%) . 

및 이상치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유효자622 , 

료율은 로 나타났다97.2% .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설계하였다 우선 학생들5 . 

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무조건모형을 통해 검증하고, ①



평균모형을 통해 일차적으로 학교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뒤 모형을 , ANCOVA② ③

통하여 학생특성의 요인과 학교특성의 요인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을 이용하. ④

여 취업결정에 대한 개인 특성의 영향이 학교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뒤 기울기 절편 모형을 통해 학교특성과 학생특성 변인의 상호작용효, -⑤

과가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 SPSS 

와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18.0 for Windows HLM 6.0 , 

적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5% .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해 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 ,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 

유의한 수준에서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은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 

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 , 

부로 나타났다 셋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을 분. , 

석한 결과 학생의 선행적 특성인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와 학생의 , , 

맥락적 특성인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장, , 

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학교특성에 따라 학생특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학생수준 변, , 

수 중에서 가정의 진로지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입학 동기 교육포부 구직효능감은 취업결정에 유의한 , , ,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학교특성 변인들 . 

중에서는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 , 

시 소재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학생들, . , 

의 취업결정에 대한 변인들의 위계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설명력을 비교하였을 

때, 무조건 모형 평균모형 모형 모형 기울기 절편 모형, 8, ANCOVA 1, ANCOVA 9, -

으로 구조화할수록 설명력이 만큼 증가하였다 따라서 66.5%, 18.3%, 78.7%, 84.8% .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학교특성의 체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모형이 취업결정 가능성

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고등. , 

학교의 본래 목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의 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



동시장에 대한 고려 직업 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생들로 하여, 

금 취업을 결정하게 하는 원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 

에 따라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규명 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초. , ‧
등학교 중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대한 홍보 및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졸업 후에. , 

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취업에 대한 적극성을 실제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진로지원에 대한 인. , 

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학생들의 . , 

취업결정에 있어서 가족에 의해 지지되는 자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

으로 접근해야 한다 끝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등 , 

다양한 학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

..................................

주요어: 특성화고등학생 졸업예정자 취업결정요인 위계적 일반화회귀분석, , ,  

학  번: 2012-2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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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 실업계고 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 , )舊
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발, 

전과 함께 요구되는 양질의 기능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인 중등직

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정철영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 , 2001). 

산업계의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경, 

이적인 산업경제 발전의 주된 원동력 중 하나로 평가된다. ‧

중등직업교육은 년대까지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고급기술자 양성에 초점1980

을 맞추어 종국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변. 1990

화하고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고등학생들의 진학률이 급증하였다 직업교. 

육기관을 졸업한 뒤에도 취업하지 않고 진학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교육과 노, 

동시장 연계의 중심은 중등직업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빠르게 변화하게 

된다 고등교육이 거의 모든 중등교육 졸업자의 진학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정. 

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결과 우리나라는 년을 기점으로 전체 노동시장 진입 , 1997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게 되었다 박환보 이( , 2012). 

러한 변화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만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이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공급됨으로써 중소기업을 , 

중심으로 현장 기술기능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기형적인 상황을 초‧
래하였다 이는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 

진학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하여 무계획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김기석( , 2008; Kim & Park, 2010). 

이러한 상황에서 중등직업교육기관의 개선을 통해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어

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반교육 이수자와 직업교육 . 

이수자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강요하여 , 



지식기반 사회에 뒤쳐진 직업인을 양산한다는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정철영 마상진 그 결과 특성화고등( , 1997; Shavit & Muller, 2000; , 2004).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지속적으로 입학 자원이 감, 

소하였으며 졸업생들의 대다수가 진학을 선택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년대 이후에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정체성이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과 대학 1990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 사이에서 명확한 구분선을 긋지 못하고 혼란을 겪은 이유

는 이와 같은 상황에 기인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등직업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이 노

동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최근. 

에는 선취업 후진학 재직근로자특별전형 제도 등 졸업 이후에 취업과 학업을 병, 

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고 고졸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철영( , 2012; , 2009). 고등교육기관

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고용정책이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 확대되고 직업교육 이, 

수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시작한 것은 교육과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에 대한 근원

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김동규 특히 취( , 2012). 

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특화된 기능 인재 양성

을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한 점은 중등직업교육의 발전

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중심의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

해서는 특성화고의 교육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졸업자의 취업에 초점을 맞춘 다

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성화고로 개편된 이후 . 년 까2009 16.7%

지 추락했던 취업률이 년 년 년 로 뚜렷한 증가 2010 19.2%, 2011 25.9%, 2012 38.4%

추세로 돌아서게 된 것으로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개편을 통한 교육정책의 성과

가 단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 

상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취업

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한정하기보다는 대체로 전체 고등학교 중 일부분으로 파악되



는 경향이 강했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진로에 대한 연구, 

의 대다수는 진로선택 및 유지에 관련된 전반적 논의나 진학에 초점을 두고 이

루어졌다 강창규 김경근 김재홍 박유진 박성규( , 2004; , 1999; , 2004; , 2006; , 2007;  

이건남 정철영 이종성 외 최근집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목적, , 2005; , 2004; , 1998). 

이 진학에서 취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러한 경향이 정착되기 ( ,  2012),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

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은 취업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외에도 취업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의 영향과 단위학교마다 달리 이루어지는 취업

지원 등의 효과가 복합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의 취업은 고등.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대학생들의 취업과 같은 연장선 형태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성화고등학생의 상황에 특화된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 (

순희 안준기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일반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 , 2012). 

으로 한 도구를 활용하여 특성화고등학생의 특성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했다 따라서 중등직업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취. 

업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생이라는 대상에 타당하고 적합한 도구를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취업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로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학생 개, ‧
인 특성의 변인에 주목해 왔다 김경근 변수용 나승일 마상(Crites, 1971; , , 2006; , 

진 오세규 채창균 최동선 외 최동선 외 이와 , 2005; , 2003; , 2009; , 2010; , 2011). 

같은 개인적 배경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며 특성화고

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자들은 진로 . 

및 취업결정에 이러한 개인 배경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구명하는 동시

에 성적 자기효능감 취업관련 경험과 같이 학교의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변화, , , 

가 가능한 개인적 변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Wanberg, Watt, & 

김소영 김재홍 김태웅 남기곤 외 박유Rumsey, 1996; , 2004; , 2004; , 2002; , 2010; 

진 강창규 박성규 이종성 외 이지혜 정철영 이, 2006; , 2004; , 2007; , 2004; , 2010). 



러한 변인들은 계열이나 소재지 취업지원 등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 중심의 중등직업교육. 

기관으로 개편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특징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 따른 차이가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교나 . 

취업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있는 반면 취업 관련 정책에 대해 수동적인 학교나 , 

취업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 

학교 및 학생 특성에 따른 취업결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도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할 때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 같은 자료의 위계적인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Raudenbush & Bryk, 2002). 

서 취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위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특성 외에도 학교의 특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자신

의 졸업 후 진로를 취업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체적인 수준

에서 구명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 

크게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의 수준 다층모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2 .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배경적 요인과 개별적 노력 교육적 개입 등에 의해 ,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실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구명하고 취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과 학교 특성의 변, 



인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구, 

명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생 특성과 학교 특성이 취업결정에 미치, 

는 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생 특성과 학교 특성 간 상호작용이 취, 

업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생 및 학교특성변인은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학생특성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2-1.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특성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2-2. 
영향을 미치는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생 및 학교특성변2-3. 
인의 설명량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교특성변인의 영

향은 학생특성변인의 영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3-1. 

변인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생특성변인과 학교특성변인 간 상3-2. 

호작용이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용어의 정의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 실업계고 는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 , )舊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91․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된다. 

또한 졸업예정자는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정의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 , 2013). 3

인 학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기졸업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년, 3

을 마치고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 학생으로 정의하도록 한다3 .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현재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였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졸업 후 , , 

종사할 직업 분야의 선택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김봉환 학생들은 졸( , 1997). 

업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에 

직면하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취업 또는 진, 

학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 비교적 구별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진로결정에 . 

직면한 상황을 다룬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분법적 집단 분류가 일반적으

로 행해지고 있다 노경란 허선주 장현진 이지혜( , , 2012; , ,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시점에서 진로를 취업

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취업결정 여부를 정의하였다. 



학생특성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개인이 지닌 내재적 특성을 의미

한다 이 연구에서는 . 특성화고등학생이 입학 전부터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선행적 

요인 성별 가구 소득 등 인 학생의 선행적 특성과 교육과정 (antecedent factor; , )

하에서 교육적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맥락적 요인 성적 취업(contextual factor; , ‧
관련경험 구직효능감 등 인 학생의 맥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 .

학생의 선행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존재하거

나 학교와 교육관련 당사자의 영향에 의해 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

가능한 개인적 배경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선행적 특성은 학생의 성별 특성화. , 

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 지지 가족의 경제 수준 부모와의 동거 여부 아버지, , , , 

혹은 남성보호자 의 최종학력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에 해당하며 ( ) , ( )

각각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학생의 맥락적 특성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교육적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의 맥. ‧
락적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포부 학교 수업만족도 특성화고 졸업 후 , ,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성적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 , ,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을 학생의 맥락적 특성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도구

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학교특성변인이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

속 학교의 특성이다 이 연구에서 학교 특성변인을 학교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 ,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 ,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 , , 

도구에 응답한 점수로 측정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및 특징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 실업계고 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에 의( , ) 91舊 ․
하여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

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로 정의된다. 

현재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와 함께 대표( )

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실업계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및 , ‘ ’, ‘ ’ 

종합고등학교 등 그동안 여러 가지 명칭과 유형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 ’

중등직업교육기관을 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원화하여 특2010 ‘

성화고등학교 라는 명칭으로 통합한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중등직업교육’ . 

기관 외에 대안학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란 중등, 

직업교육기관을 가리킨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으로 학생

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정예화전문화를 통해 고졸 취업, ․
의 확대 및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장명희 외 최동선 외( , 2012; , 

계열별로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가사실업의 개 계열로 분류되고 2012). , , , , 5‧ ‧
있으며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이론보다 실기 위주의 교육이 ,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며 관련 직업 분야. , 

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이 편성되

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의한 체제변경으로 년까지 특성화고의 계열별 수는 제시되지 않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단위 개( : )

현재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등직업교육의 변화의 측면과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특성화고등학교는 년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1996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중에서 진학에 편향된 고등학교‘ ’ Ⅱ

의 교육 방향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사정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

되었다 이는 초기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로의 . 

급속한 사회 변화와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색의 필요성

에 기인했음을 의미한다 나승일 이에 따라 년 월부터 시행된 차 교( , 2009). 1996 3 6

육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로부터의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획일화된 대규모 고등학교 형태로는 학생 개개인의 적. 

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하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소규모 고등학

교가 보다 자유롭게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특성화고의 설립 취. , 

지는 입시 위주 및 교과 교육 중심으로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소질

과 적성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 

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달용( , 2007). 

이와 같이 년 이전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완전히 구분되는 2010

학교가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형태 안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



교라는 성격이 강했다 특성화고에서는 기존의 전문계고에 비해 교육과정이 세분. 

화되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년 월 . , 1998 3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첫 번째 특성화고로 개교 한 이후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

립은 점점 확대되어 년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등 개 1999 , 8

특성화고가 설립되었고 년에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2000 , 

교 등 개교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강성원 옥준필 년 고등학교 체제13 ( , , 2000). 2010

가 개편되어 대부분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어 운영되기 

전까지 년에는 개교 년에는 개교 년에는 개교 년 개교2001 6 , 2002 19 , 2003 7 , 2004 12 , 

년 개교 년 개교 년 개교 년 개교 년 개교가 2005 9 , 2006 17 , 2007 37 , 2008 37 , 2009 50

특성화고로 개편 또는 신설되었다. 

한편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에서는 전문계고 현 특성, ‘ ’ (Ⅱ

화고 의 입학자원의 감소 대학진학 기회의 확대라는 상황 하에서 종국교육이 아) , 

닌 계속교육으로서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계 . 

고등학교의 교육은 직업기초능력의 습득을 강화하고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년부터 년까지 년 동안 전. 2000 2009 10

문계고의 진학률이 취업률을 크게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부모 학생들의 . ㆍ

직업교육 기피 현상은 심화되었고 진학을 택하는 학생이 급증하였으며 양성되는 , 

인력마저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이 부족하여 재교육에 막대한 추가비용

이 소요되는 등 산업체의 불신이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고교단계 직업교육 . 

과정에서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

되는 상황과 맞물려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은 (2010)

전문계 고등학교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과 산업계정․
부 부처 공동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여건을 조성하는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전. 

문계고 체제 개편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재정 지원 및 평가관리 제도의 마련이 제, , ․
시되었다 이에 따라 년 월 일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고. 2010 6 29 ‘ ’‧
등학교 체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범주 안, 

에서 예체능계열 및 과학 외국어 국제고 등으로 각기 복잡하게 분류되던 고등, , 



학교 유형이 설립목적과 교과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 , 

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 

주 중등직업교육 영역은 음영 표시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각연도 교육통계연보

단위 교 명( : , )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명칭은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 

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일원화되었는데 전문계고의 체제 개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개교 와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50 )

개교 로 개편하고 종합고 등 나머지 전문계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으(350 ) , 

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종합고를 포함한 전체 전문계 고등학교 개교가 직업. 692

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개교 산업수요맞춤형고 마이스터고 개교로 개편되었476 , ( ) 21

다 이러한 체제 개편 이후 현재까지 고교 직업교육의 취업중심교육 강화 방침. , 

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부처가 함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 ,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은 교육통계연보의 졸업자 취업률 변화를 나타낸 표로서 이를 통해 최근 

들어 달라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선택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의해 년 이전 자료는 전문계고를 의미
진학률진학자 졸업자 전체 취업률취업자 졸업자 전체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각연도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 , %)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으로 고교단계의 직업교(2010)

육 체제가 개편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이 정착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년 에서 년 년 까지 감소했던 , 2007 20.2% 2008 19.0%, 2009 16.7%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 은 년 ( ) 2010

년 년 로 뚜렷한 증가 추세로 돌아섰음을 확인 할 19.2%, 2011 25.9%, 2012 38.4%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취업률 상승에 대해 교육정책이 얼마나 ( , , 2012).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교육의 목적이 취업에 중심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특성화고 교육정책의 성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주로 학교의 추천

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로 절반 이상이 학교 추천에 . 2009 55.2%

의해 취업을 하였으며 년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이후 로 , 2010 62.8%

증가하여 년까지 이상이 학교의 추천에 의해 취업을 하고 있다 실습 2012 60% . 

또한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약 의 학생의 취70~75%

업이 학교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년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이후 학교 추천의 비율2010

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학교의 영향력을 고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최근의 고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은 특. 

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고졸자의 취업 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고졸자의 취업을 위한 . , 

제반 환경이 확충되고 실질적 조건과 인식 수준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장명희 외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 , 2012), 

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에 의해 년 이전 자료는 전문계고를 의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각연도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괄호는 ( : , %)

그러나 전공분야로 취업하는 경우는 비교적 큰 변화 없이 년부터 년2007 2012

까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학생 개인의 선택에 72.4%~ 76.0% 

의해 초래된 것인지 단위 학교 수준의 취업 방안에 의해 계획된 것인지에 대해

서는 별다른 연구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전공분야 취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전공을 통한 학습경험은 학교의 취업 중시 교과 과정이나 정책적 ,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학생 개인이 취업 분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

온 요인 중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지원도 전공과 , 

유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에 의해 년 이전 자료는 전문계고를 의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각연도 교육통계연보

단위 명 괄호는 ( : , %)

 

2.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 주체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노경(

란 허선주 이에 따라 취업과 관련된 연구, , 2012). 에서는 청년 고령과 같은 연령⋅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 엄동욱 경력 단절 여( , , , 2011; , 2008), 성이나 장애 여부와 

같은 신체적 특성(김혜정 손은령, 2005; , 2001; 신현욱 등으로 취업 주체를 , 2011) 

세분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의 주된 대상인 특성화고 . 

졸업예정자가 지니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로발달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

부분 이러한 고등학생 시기를 진로에 대한 잠정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기로 

보고하고 있다 이지혜 정철영( , , 2010). 



등은 진로의사결정에서 초기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등학생 Ginzberg , 

시기를 잠정기 현실기 로 보았다 잠정기에 포함되는 세부터 (tentative), (realistic) . 15

세까지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고 잠정적16 , 

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애목표 경험 등에 비추어 평가해보, 

게 된다 세에는 주관적인 요인들로부터 현실적인 요인들로 관심을 돌리고. 17~18 , 

이후 현실기에 이르러 취업을 하거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훈

련 및 교육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고 하였다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 , , 2000).

는 생애주기를 통한 발달과제의 순환과 재순환을 강조한 이론에서 대체Super

적으로 고등학생부터 대학생에 해당하는 시기를 세부터 세까지의 탐색기로 15 24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시기가 속한 단계인 세를 결정화 단계. 14~18 , 

세를 구체화 단계로 볼 수 있다 결정화의 시기에는 개인이 욕구나 흥미18-21 . , 

능력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단계라 , 

보고하였다 구체화 단계에서는 장래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며 자아 개. 

념을 확립하고 가까운 미래에 갖게 될 직업이나 일을 구체화하는 시기로 보았다

김보경 정철영 이지혜 정철영( , , 2012; , , 2010). 

은 진로발달을 단계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구분하여 고등Tuckman 8

학교 단계까지의 진로발달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학년. 2~3

에 해당하는 시기를 자율성의 단계로 보고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기 자신에 대

한 인식을 확고히 하며 진로문제에서 자신의 적합성 여부 교육조선 선택가능성 , , , 

등에 초점을 두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 나간다고 보고하였다 김봉환 정철( , 

영 김병석 이지혜 정철영, , 2000; , , 2010).

는 개인의 연령에 맞추어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단계Tiedman & O’Hara

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진로발달을 직업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인 과정으로 보았다 분화와 통합에 의하여 개인의 정체감이 발달되며 직업정체. 

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이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였. 

을 때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인 예상기를 거쳐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실행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 

이루어지며 연령에 관계없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



위와 같이 고등학생 시기에서는 자신의 흥미 능력 직업적 기회 등 다양한  , ,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분석하고 잠정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학자들 마다 정확한 연령에 대한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진. , 

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동

의하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크게 진학과 취업으로 양분되는 졸업 . 

후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진로를 ,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을 선택하는 . 

일반고와 달리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이라는 목, 

적에 맞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

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교육적 지원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 

며 그 결과  졸업생이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선행연구들보다 증가한 것으로 , 

보고되고 있다 최동선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 , 2011). 

육과정 운영의 성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선

정하기 위해 사회인지진로이론 을 이론적 토대 중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하나로 참조하였다 변인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이론적 토대. 

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지이론에서 논하는 행동은 선택행동 이며 선택행동은 (choice behavior) , 

연구자와 연구의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 

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이 이론에서 논의하는 선

택행동은 일반적으로 진로 결정과 유지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persistence) , 

진로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개인이 행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이란 진로결정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도 취업결정을 특성화고등학생의 선택행동으로서 진로결정의 연

장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인지진로이론 은 반두라 의 사회인지이론을 (SSCT) (Bandura, 1986)

바탕으로 기존의 진로발달 관련 이론에서 거론되었던 다양한 변인들의 재구성을 

통해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 (Betz, 2007; Lent et al., 2005). , 

배경 인지적 요인 맥락적 요인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진로의 결정 유지 등의 , ,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대한 개. 

인과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김민석과 서인석의 연구 에 따르면 실제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 (2010)

탕으로 수행된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이 미국 내 고등학생 대학생, , 

그리고 흑인 및 아시아계 사람들의 진로 발달 및 결정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Quimby et al., 2007; Flores & O’Brien, 2002; Tang et al., 

1999). 

그 동안 진로결정 및 미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의 대부분이 충분한 이론적 기반 

없이 단지 개별적인 특성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

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김민선 서인석 손은령 김계현( , , 2010; , , 2002; Guay et al., 

따라서 비록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외국에서 개발되고 검증되어 왔지만 특2003). , 

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

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연령대로 볼 .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된 성별 자기효능감 취업장벽 부모의 지지 등은 각각 사회 인지진로이론에서 , , , 

강조하는 개인배경 변인 인지적 변인 맥락적 변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따라서 개별적 변인들의 영향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보다는 이론의 틀 안에서 통

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며 보다 실체적인 시, 

사점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김민석 서인석 사회인지진로이론에( , , 2010). 

서 개인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맥락적 변인들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 

결정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Lent, Brown, & Hackett(1994) ‧
개인적인 요인들과 환경맥락적 요인들이 상호보완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여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 은 진로와 연관된 흥미발달 수행과정 선택의 세 가지 (SCCT) , , 

모형을 통해 흥미의 발달과정과 진로목표의 수행과 선택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

명하고 있다 에 따르면(Lent et al., 1994, 2000;). Lent, Brown, & Hackett(1994) , 

진로선택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등의 개인 인지적심리적 변인을 사회적 , , ‧
지지와 장벽 같은 환경적맥락적 변인들이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상호작용으로 ‧
이루어진다.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p.93.

개인은 진로장벽과 지원 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외부적인 (supports and barriers)

사건을 경험하면서 직업적 교육적 발전을 이룬다 이 중 환, (Brown et al., 1996). 

경적인 장벽은 진로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적인 지원은 진로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Lent et al., 2000). 

정을 설명하기 위해 와 은 진로선택에 대한 환경적 지지와 장벽Lent Brown(2000)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인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환. 

경에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같은 큰 . , 

규모의 환경 안에 존재하며 각각 직장이나 학교 등 작은 규모의 환경이 내부의 , 

층 으로 겹겹이 싸여 있는 것이다 곽민호 연구의 대상인 특성(inner layer) ( , 2012). 

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경우 우리나라라는 환경 안에서 고등학생이라는 내, , 

부의 층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내부의 층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내부의 층 등으로 , ,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이 층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에 대해 완충작용을 하게 되. 

며 각 개인을 둘러싼 내부의 층에 따라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달라질 수 , 

있으므로 는 이와 같은 환경 변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했Lent(1998)

다 곽민호( , 2012). 

이와 같이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진로발달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을 인정함과 동시에 객관적인 환경 요인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 

에 따라 진로선택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Lent, Brown, & 

이러한 관점은 다른 진로발달 이론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Hackett, 2000). 

지지 않았던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 

련된 상황에서는 실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 , 

취업에 대한 지원 등을 비롯한 주요한 환경적 요인을 지각하여 이러한 인식이 , 

개인의 인지심리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주고(Metheny,  McWhirter, & O'Neil, ‧
이를 통해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008), .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

문가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며 국가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함과 동시에 전문기, 

능인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졸업생이 대학 진학을 선. 

택하는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특성화고의 졸업생들은 진학과 취업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 설립 취지에 맞도록 취업이 권장되고 , 

있다 비록 교육체제 개편 이후 학생들의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 

있지만 현재 졸업생의 절반이 안 되는 취업률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특성화고의 교육 현장에 이러한 경향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 

한 연구나 그들의 취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전반, 

적인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노경란 허선주 정인수 외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중등직업교육( , , 2012; , 2006).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성, 

화고등학교와 소속 학생들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하던 교육과 노동시장

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기업 정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등, , 

직업교육 이수자의 취업을 장려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김동규 그러나 우선 학( , 2012). 생 개인 차원에서 충분한 진로탐색을 토대로 다

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졸업 후 취업이나 진학을 . 

결정하는 일은 학생 개인에게 이후의 삶에 대한 초석이자 전환점으로서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 

졸업하는 시점에서 취업을 선택하기까지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 

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현재 특성화고등학생들의 . 

취업에 관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졸업자의 취업결정과 그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현재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였음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졸업 후 , , 

종사할 직업 분야의 선택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김봉환 개인의 진로( , 1997). 

발달 단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진로 결정을 개인이 생애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파악하고 있다 진로발달 단계를 교육체계와 연계하여 .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학교생활 중에 해당하는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졸업 , 



시점에서 또 다른 생애 진로발달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이러한 연구(Super, 1980; Walsh, Osipow, 2005; , , , 2000). 

들은 소속된 교육기관을 졸업하는 상황이 향후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전환점으

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상황에 비추어 볼 , 

때 신중한 취업결정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 

는 개인이 직업 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히 결정 Crites(1981)

을 하지 못한 상태를 진로미결정으로 정의하였다 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1950

지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진로결정자와 미결정자를 구분하기 위해 선택한 , 

변인이나 측정도구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 및 하위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따라 여전히 진로결정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 

있으며 다만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일회성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의 연속이, 

라는 견해에 초점을 맞추고 바람직한 진로결정에 도달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김현수 장기명 이난(Larson, Heppner, Han, & Dugan, 1988; , , , 

이기학 주홍석 홍혜경2004; , 2003; , 2010; , 1997).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연구의 목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결정, 

에 대한 실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 ’

인 졸업 시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는 졸업 시점에서 현실적, 

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년 학생들은 취업이나 진학을 선택한다 졸업에 가까3 . 

워질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에 

직면하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취업 또는 진

학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 비교적 구별된 선택을 하게 되며 이러한 진로 선택에 , 

직면한 상황을 다룬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분법적 집단 분류가 일반적으

로 행해지고 있다 노경란 허선주 장현진 이지혜( , , 2012; , ,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시점에서 진로를 취업

으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응답을 바탕으로 취업결정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취업결정에 있어 어떠한 변인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구명하여 최종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예측하여 구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은 기존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의 연장선 

형태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성화고등학교의 상황에 특화된 고유한 특성으로 인, 

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순희 안준기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 , , 2012). 

업 주체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경란 허선주( , , 2012).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고졸 청

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면밀하게 탐색하기보다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

으로 이해되는 수준이었다 비슷한 연령일지라도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연구. 

남기곤 외 채창균 김태기 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 , 2010; , , 2009) , 

로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은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지 않았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 다양

한 변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개별 변수 각각의 영향, 

력만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변인 간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 

다 즉. , 고졸 청년층의 개인적 특성 및 고교생활 전반 취업지원 구직 경험 등  , ,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영향 정도를 면밀하

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변. 

인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 같은 자료의 위계. 

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특성화고등(Raudenbush & Bryk, 2002). 

학교가 취업 중심의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면서 학생들과 학교 사이의 특

징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최근의 특성화고의 특성을 반영하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취업에 적극적인 학생들과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취업을 , 

위한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고 취업 관, 

련 정책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로 진학을 중시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 및 학생 특성 간의 차이가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정확히 진단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특성화고의 취업결정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 

개인특성의 영향력 외에도 학교의 특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체계적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학생특성변인과 학교특성변인으로 

구분하였다. 학생특성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개인이 지닌 내재적 특

성이며 학교특성변인은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 학교의 특성을 ,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생특성변인을 . 특성화고등학생의 고유한 

선행적 요인 성별 가구 소득 등 인 학생의 선행적 특성과 교(antecedent factor; , )

육적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맥락적 요인 성적 취업관련경험(contextual factor; , , ‧
구직효능감 등 인 학생의 맥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Travers & Westbury, 

손원숙 외1989; Creemers, 1994; Scheerens & Bosker, 1997; , 2009). 

학생의 선행적 특성은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미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 

학교와 교육관련 당사자의 영향에 의해 변화하기 매우 어렵거나 변화가 거의 불

가능한 개인적 배경이다 학생의 성별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 , , , 

족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보호자의 최종 학력 등에 해당한다 특성화고등, , . 

학생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아직 미성년으로서 가정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인을 주로 고려하였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나 혼인 여부 등의 일반적 사항은 고등학교 학년을 . 3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대부분 같거나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수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였다 강순희 안준기.( , , 2012)



우리나라에서 점차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교육 격차는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취, 

업 승진 직장생활의 지속성 등에 성별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 , 

고되고 있다 장상수 선행연구 결과는 대학생 또는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 , 2004). 

로 수행된 것이 대부분으로 대체로 여성에게 취업 장벽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 

지지하고 있다 김혜정 손은령 오세규 채창균( , 2005; , 2001; , 2003; , 2006; Luzzo, 

손은령 은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행동들1996; Tien, 2009). (2001)

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하여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진로장애를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여대생 또는 . 

성인 여성이 취업에 대한 장벽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혼에 따른 경

력단절과 더불어 직업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

고 있다 이지혜 정철영 그러나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성별과 취업에 관련( , , 2010) 

된 연구는 이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조은주 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 (2001)

으로 연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감 부족 진로 비합리적 사고 역, , 

할갈등 등에서 유의미한 진로장애를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강월, (

영 신연순 최재경 이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성별이 취업에 , 2006; , 2008; , 2004) .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존재 김선중( , 

김은영 한다2005; , 2001) .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취업결정의 차이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대, 

부분의 경우 여성이 취업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상. 

이 고등학생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가 다수 있었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교 연령에서 여학생의 진로성숙이 높고 남학생은 , 

군 입대라는 중요한 변수가 존재 김성남 최수정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 2012) .

송민경 은 학업성취도 본인의 교육포부 어머니의 학력 가구 월평균 소(2009) , , , 

득 진로성숙이 고교 계열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중학교 학년 때 선택, , 3



되는 고교계열이 고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학. 

교 시기에 진로성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

다 강영혜 은 일반적으로 고교 졸업 이후 학생들의 진로설정의 적합성 여. (2008)

부는 고등학교 입학 동기와 학교의 진로지도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즉 특성화고 선택과 입학 동기가 졸업 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학업성적이나 주변의 권유에 . 

의한 비자발적 동기와 취업이나 대학진학 본인의 적성과 흥미 등 자발적 동기로 ,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특성화고학생들은 중학교 때의 낮은 학업성. 

적과 대학진학을 이유로 특성화고를 선택한다고 한다 이정규 방하나( , 2011; , 

김소예 류성희 김향희 장유식 그리고 특성화고 2011; , 2009; , 2007; , 2007; , 2003). 

진학 의사 결정에 학년 담임교사와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 이정규3 ( , 

방하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잘 모르고 장유식2011; , 2011). ( , 

특성화고 진학 시에도 전공학과에 대해 잘 모르고 선택한 경우가 많기 이2003;), (

정규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전공과 적성이 불일치하고 교육과정에 불, 2011) 

만이 많다고 한다 류성희 정찬호 실제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나 진( , 2007; , 2007). 

출분야가 계열과 매우 다르다고 한다 김향희( , 2007).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최근에 특성화고 선택 이유로 본인의 흥미와 적, ‘

성 이 중학교 성적 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 ‘ ’

고 있으며 빙하나 강영혜 직업 선택 시 흥미와 적성을 가장 중요( , 2011; , 2008), , 

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 이정규 고교 계열 선택의 이유가 취( , 2011).  

업인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유인 성적 또는 부모나 교사의 권유 등에 비해 높은 , 

진로의식을 바탕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진로지지의 개념은 가정의 지지와 진로지지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가정의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 , 

서 사회적지지란 사회적 지원의 사용가능성을 개인이 인지한 정도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 



고 생각하는 인정 관심 사랑 이해와 같은 자원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지, , , . 

지는 그 동안 가족 동료 친구 등 주요한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형태의 , , 

도움과 원조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김태환( , , , 2006; , 

그러나 어떤 주체에 의해서 제공받는지 어느 수준의 지지를 제공받는지2012). , 

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실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을 의미 있게 관측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에는 사회(Thoits, 1982). 

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사회적지지의 개념을 좁혀 가족지지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환경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의 인격 및 가치관 형성 사회화의 과정 등 전반, 

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장기 계획에 부모. 

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직업적 관념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의 역할모(Brown & Lent, 1996). 

델로서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적 동기를 부여하거나 직업 정보와 발달 ,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유림 이상희 이렇게 가정은 청소년들도 진로 (Tuner et al., 2003; , 2012; , 2009). 

발달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가정과 청소년 간에 의미있는 상호작, 

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특히 부모를 통해 얻게 되는 자원은 부

모 지지라고 정의되고 있다 김영아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한부모 ( , 2001). 

가정의 비율이 일반고에 비해 높으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도 일반고에 비, 

해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동선 외 지지의 주체를 부모에 한정하는 ( , 2011), 

것은 모집단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 가능한 진로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취업 

에 대해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지를 진로의 영역에 한정시킬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등 은 진로관련 부모 지지 . Turner (2003)

척도 를 개발하였으며 하위 영역을 도(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 

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의 가지로 개념화 하였, , , 4

다 이외에도 이상희 는 사회적 지지 척도와 구별하여 대학생이 지각한 부. (2009)

모 진로지지 척도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였으며 정보적지, 

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의 가지 하위영역을 개념화, , , , 5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이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타당함을 인정받았지만. , 

진로관련 변인들과 측정 대상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강(

유림, 2012).

가정의 경제 수준은 부모의 학력과 함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 

특성이 양호할수록 학생이 취업보다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동선 이는 대학 진학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 , 2009). 

여지가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

다 최동선 실제로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고등교육을 받는데 ( , 2011).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성취를 보이며 김동(

선 이는 채창균 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에 이루어, 2002), (2006) . 

진 장현진 이지혜 의 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생들 중에서 가정의 소득 수, (2012)

준이 낮은 학생이 졸업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연구의 대상이 달라질 경우에는 상반되는 결

과가 나타났다 오세규 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이 많고 경제적 인. (2003) , 

식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강순희와 안준기, 

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2012) . 

이와 같이 가정의 경제 수준은 자녀의 진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대상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학교육 후, . 

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그 동안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점차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고. 

졸취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 및 산업계 전반에서 이러한 경향이 ,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들어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 

음을 고려할 때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 경향성을 대학생. 



의 취업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가정의 ,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주요한 변인에 포함하였다.

교육학자들은 가족구조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

해왔다 그 결과 편부나 편모를 둔 가정의 아이는 상대적으로 양친을 둔 가정의 . 

아이보다 교육적 성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오창환 이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죽음 등은 (Haveman, Wolfe, 2003, , 2009). , 

자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교육포부를 저해하며 경우에 따라 경제적인 , 

어려움을 수반하는 등 자녀의 진로에 다양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이러한 양친의 유무는 진학 희망자와 취업 및 기타 진로 희망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창환 구인회 는 그의 ( , 2009). (2003)

연구에서 한 부모 밑에서의 양육 기간을 각각 나누어 설계하여 진로 선택에 조

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게다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한부모 가. 

정의 비율이 일반고에 비해 높으며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도 일반고에 비해 ,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동선 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있어 ( , 2011)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

되는 개념은 주로 가족과 관련된다 자녀들의 교육과 직업 결정에 대해 결정적인 .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영향이라는 것은 고전적인 연구들로부터 설명되고 있

으며 다양한 후속연구(Blau & Duncan, 1967; Haller & Portes, 1973; Little, 1957), 

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지혜 정철영 부모의 영향 요인은 대표적으( , , 2010). 



로 사회경제적 지위 가 있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 가구 (Socioeconomic status: SES) , 

소득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남기곤 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2008)

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PISA) 

서도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적 변인은 여러 

나라에서도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최동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 , 2011). 

생의 이러한 가정환경이 이들의 고교 졸업 후 취업으로의 진로에서 어떠한 영향

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채창균 은 보호자. (2007)

의 학력이 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 

록 취업하게 되는 비율이 감소함을 지적하였다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상. 

위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취업보다 실업

상태나 비경제활동 상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안국 은 청년층 미취. (2003)

업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들이 아버지의 학력에 의해 경제활동 선

택을 달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의 비중이 낮았으. 

며 실업의 비율이 높았다 김경근 변수용 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 . , (2006)

과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진학을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김혜정 은 부모의 학, (2005)

력이 낮을수록 취업장벽을 많이 느끼지만 진학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강순희와 안준기 의 경우는 부모의 학력이 취업. (2012)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와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 

학교 졸업자들이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는지 혹은 다른 독특한 경향이 나타는지, 

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의 선행적 특성에 관한 변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자
취업
관계

주요내용

성별

강순희 안준기
김성남 최수정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무에 따라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이 불안정함

김동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용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음

김관용
김대연 강경찬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없음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강순희 이상준
김동규
박경애 외

고교 계열 선택의 이유가 취업인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유인 성적 및 주변 권유 등에 비해 높은 진로의식을 
바탕으로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음

가정의 
진로지지

박미연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 결정 및 관련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태환
가족 지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진로 선택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효능감이 상승함

가정의 
경제 수준

강순희 안준기
오세규

대졸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이 많고 경제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아짐

김동규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상용직에 속할 확률이 높음

김동선
장현진 이지혜
채창균
최동선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이 졸업 후 생계 유지를 
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음

부모 동거 
여부

구인회
한 부모 밑에서 양육기간이 년 이상인 경우 진학 
선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

오창환 정철영
편부모 밑에서 자랐을 경우 교육 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

아버지의 
최종학력

김경근 변수용
김안국
채창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보다 진학을 선호

강순희 안준기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

어머니의 
최종학력

채창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보다 진학을 선호

송민경 어머니의 학력이 고교계열선택에 유의미한 영향

강순희 안준기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

주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관련이 없음× : 



학생의 맥락적 특성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교육적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한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다 교육포부 학교수업 만. , ‧
족도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성적, , , , 

취업관련 경험 여부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등에 해당한다, . 

인간이 가지는 포부들은 현재 및 미래의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

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전하람 여기서 말하는 포부란 개인( , 2006). , 

이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목표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까지의 과업에 도달하, 

겠다는 생각이나 계획 희망을 의미한다 조단비 이 중 교육포부는 진학에 , ( , 2003). 

대한 포부로서 개인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하

는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을 뿐만 아, 

니라 학생의 교육성취와 미래의 지위획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인 요소

로 교육포부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에서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대학진학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근 변수용 김동선 지민정 또한 ( , , 2006; , 2002; , 2000). 

김정숙 황여정 은 일반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포부가 직업포부를 빠르게 , (2007)

형성시켜 직업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를 , 

고려할 때 특성화고등학생의 교육포부가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이 학교 수업에서 경험하는 전반적 만족에 대

한 인지적정서적 평가라고 정의 한다 즉 학교 (Huebner, Ash & Laughlin, 2001). , ․



수업 만족도 조사란 학생들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

응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면 중도 탈락자가 

적어지며 출석률도 높아지는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Verkuyten & Thijs, 2002; Willms, 2003). 

루어지는 수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김양분 외( , 

또한 선행연구들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장 생활2007). 

을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 

에서는 세 시기에 경험한 학교만족이 세에 경험하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16 43-48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ulff, Bergman & Sverke, 2009).

이와 같이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은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비중있는 요소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Suldo, 

학생들의 만족도보다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Riley & Shaffer, 2006).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그 동안 학교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많이 이루어, 

졌지만 대부분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학생의 감정 또는 정서적인 문, 

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 수업에 대한 (Huebner & McCullough, 2000). 

만족도가 학생들의 생활만족과 정서발달 그리고 졸업 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 

향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상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서인석 황( , 

홍익, 2009).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적은 수준이다 농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박행모. ( , 

문승태 김희수 박행모 문승태 등의 연구 공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 2008 ; , , 2005) , 

한 이명훈 의 연구 상업계를 대상으로 한 김민성 이종호 채연수 의 (2007) , , , (2003)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특성화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은정 이혜, ( , 

경 계선자 외 류경희 도 있었다 특히 서인석 황홍익 은 , 2007; 2001; 2004) . , (2009)

특성화고에서는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에게서 높은 학교만족도가 나타

난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의욕과 학습결과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즉 특성화고학생들은 학습의 결. , 

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대, 



학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결과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 

로 미루어 볼 때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이 학교의 교육 , 

방침에 따라 취업을 선택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특, 

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

업자와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신익현 은 실업계 고. (2001)

교 및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학력인구의 감

소와 함께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미달현상의 심화와 함께 무분별한 대학진학률

이 높아지고 있으며 직업세계에서도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의 잔존과 고용 및 승, 

진에서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박태준 은 직업교육의 기피현상의 원. (2008)

인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졸업 후 사회적 대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을 갖게 될 경우 사회적 차별로 인해 억눌린 감정이 존재하고 사회적 지위상승, , 

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의미하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은 향후 사회적인 지, 

위를 고려할 때 유리하지 않은 사회적 자본을 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

다 즉 이러한 인식이 직업교육을 당연히 기피하게 만들며 무조건적으로 대학에 . , , 

진학해야 한다는 담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고 하였다. 

은 경제적인 변화로 취업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거나 Swanson & Daniel(1995)

자신의 직업분야와 관련하여 향후 고용전망의 불투명성 등을 노동시장에 대한 

제약 등 사회적 대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취업결정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김은영 은 사회경제적환경의 변화로 자신의 , (2001)

취업이 영향을 받는지 경기불안에 대한 일자리의 부족 시대적 변화와 나의 진, , 

로의 혼란 진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에 대한 인식이 진로에 대해 결정하는 ,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의 사회인지. Lent, Brown, & Hackett(1994)

진로이론에서도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졸업 후 취업시에 사회적 대. 

우에 대한 인식은 진로결정 장면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특성, 



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검증해볼 필요

가 있다 만약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에 사회적 대후에 대한 인식이 취업결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도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로 관련 흥미를 개발하고 직업적 선택 , 

을 하고 진로성공과 안정성을 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적 틀을 , 

제공한다 특히 진로장면에서 사회인지이론은 개인이 진로관련 (Lent et al., 1994). 

흥미를 개발하고 어떻게 진로에 대해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며 이러

한 흥미발달과 선택에서 인지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rown, Lent, 1996: 

개인의 흥미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요인으로 자기효능Lindley, 2005). 

감과 결과기대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한 (Lent et al., 1994, 1996).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공하여 흥미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흥미를 발. 

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신념 이 흥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

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제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에 선행되고 . 

결과기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흥미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고려된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진다 외. Lent

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잠재적인 진로관련 경험에 (1996)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고 모델링 하. 

며 다른 사람을 통해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자기효능감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가 제시한 가지 자기효능감의 원천을 이해하는 것이 앞선 설명Bandura(1977) 4

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는 성공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정. Bandura , , , 

서적 각성의 가지 학습경험이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성공경험이란 4 . 

개인이 어떠한 영역에서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룬 것으로 이는 



개인이 비슷한 영역에서 수행을 하게 될 때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지 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는 대리경험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지 .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언어적 설득은 개인에게 할 수 있다. 

는 확신을 불어넣어 줌으로서 자기효능감의 인지를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 

각성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판단하여 얻게 

되는 생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로서 개인이 자기효능감을 인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인 요인을 중심

으로 개인의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흥미를 발달시키고 나아가 목표선택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 

그것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형

성된 인지요소는 개인이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사회인지이론을 통해 개인의 인지요소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나아가 실제 진로결정 및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리. 

고 자기효능감이 흥미의 발달 및 목표선택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행동에 영

향을 준다는 점에서 진로선택 중 하나인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인지이론에서 논하는 행동이 전공유지와 같은 선택행동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곽민호 자기효능감은 취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 , 2011), 

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업적 성취는 진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학업적 성취가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김경근 변수용 오창( , , 2006; 

환 정철영 채창균 또한 학교성적은 취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 2009; , 2007). 

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생 수가 많거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 , 

일괄적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학생을 평가하는 가시적

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성적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근옥 또한 일( , 1996). 



반적으로 학교성적이 좋다는 것은 기업체가 학생을 판단할 때 능력이 우수하거

나 성실성이 높다고 생각할 여지를 더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동시장으. 

로의 이행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보다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채창균( , 2006).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성적이 진로의 결정자와 미결정자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라는 것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진학과 취업을 가르는 기준에 대, 

해서는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학생들의 성적은 취. 

업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지만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 

고려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취업관련경험은 현장실습 학교기업참여 인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특, , , 

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취업에 대비하여 일을 한 경험을 뜻한다 재학 중의 일 경. 

험은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산

업현장에 필요한 지식숙련의 개발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함으로써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희( . 2003).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취업관련 경험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김주섭 김혜정 박성재 채창균 최동선( , 2002; , 2005; , 2004; , 2009; , 2008; Carr, 

Wright, & Brody 1996).

안재영 이병욱 은 특성화 고교생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진로 상황 등을 미, (2013)

루어 볼 때 특성화 고교생의 현장 실습 참여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우선 현장 실습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 경험이나 기술 습득 

등의 학습 욕구를 이유로 보았다 또한 채용과 연계되는 현장 실습의 특성 및 학. 

생의 개인적인 사정 등의 측면에서는 취업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

나 대학 진학의 고등 교육 욕구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중에서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라는 현장 실. ‘ ’

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학생 본인의 적극적인 사회 경험 및 기술 학습 욕구

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학교의 지시에 의한 실습 참여가 아니라 학생 본인. 



의 의사를 고려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 경험이 취업. 

으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김기헌 박영실 장기영 조아미( , , 2006; , 2008; , 

이러한 경향을 비교해 볼 때 특성화고등학생이 어떠한 성향을 나타내는2005). , 

지 분명히 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진로를 탐구하고 직업에 대한 바람직

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 시기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 

한 진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 

한다 김충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이 진로 결정과 직업적 ( , 1995).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기의 .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일로서 직업가치관 형성과정에 직접 혹

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민경 또한 장원섭 은 청( , 2001). (2001)

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언제나 학업 성취

와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배경 일의 종류 , , , 

성격 그리고 강도 등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아르, . 

바이트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향후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

며 사회경제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직업적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 , ‧
보고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고 공부에 대한 부담이 적은 특성화고. , 

등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양정화( , 2004).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특성화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하나의 일 경험으로서 학교

와는 다른 사회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경 전통적( , 2001). ‧
인 형태의 학교 형태를 벗어나 학교 이외의 곳에서 사회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

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다 실제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학생들에게 아르바이, 

트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영화 이영교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는 특성화( , , 2002). 

고등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업선호도를 형성하는 등 직업에 관한 가



치관 형성 및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결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취업, 

을 위한 경험으로서 적정한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의 맥락적 특성에 관한 변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자
취업
관계

주요내용

교육 포부

김경근 변수용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대학진학을 선택함

김정숙 황여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포부가 직업포부를 빠르게 
형성시켜 직업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힘

지민정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고졸학력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취업률을 낮춤

교육포부가 높은 학생은 학업성취가 높아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김창배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 취업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짐

서인석 황홍익
최동선 외

특성화고의 경우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침

구직효능감

이지혜 정철영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장벽을 낮게 인식함

다양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취업 및 재취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진로 관련 과업임

오석영
대학진학자 취업결정자 미결정자의 순서로 효능감이 
높았으나 취업을 선택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관련성을 보이지 않음

표 계속< >



구분 연구자
취업
관계

주요내용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박태준
신익현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에 사회적 대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을 막고 진학을 결정하게 함 

오창환 정철영
대학원 진학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이 취업자 보다 진학자가 더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성적

강순희 안준기
고교 성적이 중상위권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하의 경우는 취업에 
차이가 없음

오석영 대학진학자 취업결정자 미결정자 순서로 성적이 높음

장현진 이지혜 취업에 영향 없음

남기곤 외
박가열 천영민
채창균 김태기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취업 관련 
경험

김주섭
이지혜 정철영
채창균

취업관련 경험이 취업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김기헌 박영실
장기영
조아미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아르바이트 
경험

이민경
하나의 일 경험으로서 학교와는 다른 사회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진로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장원섭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배경 일의 종류 성격 그리고 
강도 등에 따라 학생의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양정화
졸업 후 취업 의사가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노동 경험 
유무 안주엽 홍서연

노동 경험이 있을 때 취업확률이 높아짐

주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관련이 없음× : 



이 연구에서 학교특성이란 특성화고등학생이 속한 학교의 환경적 특성이다 이 . 

연구에서 학교특성은 학교의 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학교와 관련기관과의 연계, ,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 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 , 

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여부를 의미한다, . 

특성화고등학교는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 및 해양계열 가사 및 , , , , 

실업 계열의 다섯 가지 계열로 구분된다 계열 간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 

그 동안 전공계열과 취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성화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고 일반계고, 

와 전문계고를 구분하는 수준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정흥원 과 손은령 의 연구에서는 계열의 차이(2002) (2002)

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자연계열 예체능. , 

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사범계열 순으로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지만 영향력이 , , ,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열의 분류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분류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채창균 의 경우 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 . (2006)

진로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상업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률이 ,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생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비율도 계열마다 차이가 있었

다 정선욱 은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계열선택과 고졸청년의 . (2009)

취업관계분석에 대해 연구한 결과 상업계열과 공업계열이 취업할 확률이 높았고, 

가사 및 실업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고등

학생들의 취업에 계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계열과 취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

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성화고등학생의 계열이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동선 외 는 특성화고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2011)

학교생활과 관련한 변인은 고교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보다 교사와의 관계 

등의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관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동선 외 는 이러한 결과를 최근. (2011)

의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진 교육정책과 실제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학교차원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 

교교육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았다 즉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와 . 

인식 개선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취업지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지지원 으로 하는 사회적 (source)

지지와 진로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과 은 사. Cohen Syme(1985)

회적 지지를 타자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 으로 정의하면서 구조적 기능적 측‘ ’

면에서 방대하며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임을 지적하였다 은 , . Cobb(1976)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존중을 받고 상호간에 의사소통과 , 

책임을 나눠 갖는 조직망의 일부로 여겨지도록 하는  정보이며 사회적 지지는 

위기 시에 적응을 촉진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완충변수라고 하였다. Caplan(1981)

은 개인 간에 또는 개인과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으로 정의하면서 의미 있는 타자는 위기 시에 심리적 자원을 ,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줄이며 금전적물질적 지원 및 인식적 지도를 제공하는 , ‧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인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으로 . 

연구되고 있는데 이중 구조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기, , 

능적 지지는 주고받는 관계의 형성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 



지지 중에서 하나가 결여되면 온전한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 

지지는 두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곽민호 따라( , 2012). 

서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논리적으로 구조적, 

인 개념이 선행 된 후에야 기능적인 측면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Cohen & Syme, 

현대에는 주로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고 측정하고 있다1985), . 

사회적 지지 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 사회적 (socialsupport) , 

지지의 공급대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Silverstein et al., 1996). 

지지는 개인과 개인주변의 친구 친지 가족과 같은 사람으로부터의 지원뿐만 아, , 

니라 사회적지지망과 서비스에서의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진, , 

로발달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 동료 교사와 같은 사람으로 한정짓는 경, , 

향이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원 은 개인을 넘어. (source)

서 전문적인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정책 서비스로 간주하고 연구를 , , 

수행하고 있는 추세다 곽민호 재인용(Lieberman, 1982; , 2012, ).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으로 지지유형에 따라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 , 

지로 구분되며 이를 기초로 연구자마다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 

는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결합하여 기능유형을 지지유형에 따라 구분 할 뿐만 아

니라 인지 실제적인 개념으로서 인지된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와 실질적인 - , , 

도구적 정서적 정보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Gururg, Taylor & seeman, 2003; 

즉 사회적 지지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지 와 실제로 제공된지Lin, 1986). ‘ ’ ‘

지 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과거의 연구들에서는 이 ’ , 

두 가지 유형이 역할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으나(Sarason et. al, 

이후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사회적지지의 1990; Punkel-Schetter & berett, 1990), 

측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지된 사회적지지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밝혀졌다. 

다음으로 진로지원 측면에서 학교의 취업지원을 이해할 수 있다. Lent et 

의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같은 최근의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al.(1994; 2000)

발달을 설명하면서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 의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이 . Bandura

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흥미를 진로 선택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내적인 요인에 주된 관심을 쏟는 기. 

존의 연구에 더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이나 동료들의 영향 등 개인의 , 

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 

었으며 국내외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수행된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 ‧
해 타당성을 입증 받고 있다 곽민호( , 2012). 

는 개인의 진로관련 행동에 대해 중요한 맥락적 변인으로 진Lent et al.(2000)

로지원과 진로장벽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환경의 영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점을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다른 문화. 

권의 국가를 비교해 볼 때 특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성. 

향의 국가에서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이나 북미 사회에서와는 사회인

지이론에 근거한 행동들이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곽민호( , 2012). 

이와 같은 양상은 개인의 내적인 요소만큼 개인이 접하고 있는 환경 가정이나 

학교 직장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진로지원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지원이 아닌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의미하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지원은 이러한 진로지원 중에서 , 

특히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사. 

회적 지지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동안 진로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지지. 

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해왔다 이러한 경우에 진로관련 행동에서 사회적지지의 효. 

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기 ,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연구마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앞서 지적한 대로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와 진

로와 관련된 사회적지지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지지원을 , 

명확하게 선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타자로부터의 일반적. 

인 지원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이 , 

진로발달과 관련된 행동에 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곽민호( , 2012). 



따라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의 취업지원은 개인이 취업을 결, 

정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련기관과의 연계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행정상의 상위 , 

기관 또는 지역 산업체 등으로부터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재정적 시스템적인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고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나 교수가 정교해지고 발전하는 양질, 

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허은정 단위학교는 관련기관과( , 2011). 

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실기 . 

교육이나 현장 적응력이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학. 

생들에게 학교 내부의 자원으로 수행 가능한 한계를 넘는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보다 나은 지원이 제공 가능하게 된다 이와 , . 

같이 관련 기관의 지원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외부 지원 변인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지원이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련기관과. 

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 변인으로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교육부나 교육청 중, 

소기업청 등과 같은 행정상의 상위 기관 또는 지역 산업체 등으로부터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설정하고 취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

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

으로 학교와 학생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교내 활동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 , , 

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 2010). 



현재 현장 실습은 잠정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에 현장 실습을 실시한 

산업체에 학생이 취업하기로 거의 결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김선태 외( , 

이에 따라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현장 실습에 2010). 

학생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으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대. 

학 진학 등으로 진로를 결정한 일부 학생도 산업체 근무를 경험해보거나 경제적

인 이유 등으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안재영 이병욱( , , 

특성화 고교의 진로 지도 활동 중에서 체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학생의 2013). 

진로성숙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되는데 김강호 이에 따라 체( , 2009), 

험적 성격이 강한 현장 실습이 학생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산업체를 발굴하

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안내하는 산업체 중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체를 선, 

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 실습이 학생의 취업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에게 우수한 현장 실습 산업체를 풍부하게 안내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 제공 정도는 현장 실습생의 취업 .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안재영 이병욱 그러므로 ( , , 2012). 

현장실습을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읍면리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의 경우 도시와, ‧ ‧
의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고령화 소가족화 등의 현상이 심, , , , 

화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백화종 외 이는 읍면리 지역에서는 높은 소득을 ( , 2004). ‧ ‧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거주자들의 전반적인 소득을 하락시키고 있

기 때문이다 장현진 이지혜 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학생들보다 지방에 있는 . , (2012)

학생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으며 최동선 의 연구에서, (2007)

도 대도시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선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는 사람들이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로 지역사, Gannon-Rowley(2002)

회의 경제적 지위 가족 및 친인척 관계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향성을 ,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정한 성. , 

향을 보이게 되는 것인지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 

모이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거주 지. , 

역에 대해 연구하는데 구조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을 

뜻한다.

고등학생들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적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책적인 영향이 작용한다는 점, 

이 확인되고 있다 김영종 서민철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 2009; , 2007). 

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정책의 수용이 용이한 지, 

역인 수도권 소재 학교로부터 취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문화적 자본이나 경제적 기회는 지방에 비해 ‧
더 높은 수준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 

인식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 , 

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에 만족하여 장

기 근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기업 지원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력과 경쟁력 등이 부족한 특

성화 고교생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취업 했다 하더라도 단순 , 

작업을 담당할 확률이 높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수 기능인 양성과 특성. 

화고 졸업생의 종합적인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으로의 취

업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안재영 이병욱 특성화고 학생( , , 2012). 

들이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 근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각

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대체로 대기업 .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취업 선호 기업도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근로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일자리를 

그만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고 상대적. , 

으로 어린 나이에 취업한 학생들이 직장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졸업 후에도 취업에 관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학생의 취업에 대한 학교의 적극성을 반영하며 학생. , , 

들에게 취업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을 인식하도록 하여 취업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졸업 후 추수지도에 대한 .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학교에서 적극적, 

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동선 외( , 201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교특성에 관한 변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자
취업
관계

주요내용

전공 계열

김동규
취업이 전공계열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업계열의 
취업률이 높음

채창균
상업계 고교 출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음 농업
수산 해양 가사 실업 계열은 취업률이 낮음

정선욱
상업계 공업계 순으로 취업률이 높으며 가사 실업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김상대
지민정

계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손은령
정흥원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열은 유의미하지 
않음

학교의 
취업지원 

김동규
학교의 취업지원 만족도가 클수록 상용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곽민호
최동선 외

학교의 진로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진로결정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표 계속< >



구분 연구자
취업
관계

주요내용

사회적 
지지

인지된 지지와 실질적인 지지가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진로 상담 오석영
취업희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상담을 많이 
받고 있음

관련
기관과의
연계

허은정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재정적 시스템적인 
개선으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안재영 이병욱
학교의 현장 실습 산업체 제공 정도는 현장 실습생의 
취업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강호
특성화 고교의 진로 지도 활동 중에서 체험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학생의 진로성숙 향상에 미치는 효과가 
큼

학교의 
소재지

장현진 이지혜
도시의 학생들보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최동선 외 대도시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선호하였음

백화종 외
소재지에 따른 개인적 특성이 차이가 있음

졸업 후 
모니터링

최동선 외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이병욱 외
졸업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주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 
    취업결정 요인으로서 취업결정과 관련이 없음× : 



1. 연구의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 여부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의 종속변인은 취업결정 여부이며 독립변인. , 

은 학생특성변인과 학교특성변인이다 학생특성변인은 학생선행요인과 학생맥락.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학생선행요인은 성별과 ,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 

지지 가족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여부 보호자의 최종 학력에 해당하며 학생맥, , , 

락요인은 교육포부 학교수업만족도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 ,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성적 취업관련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에 해당한다 학교, , , , . 

특성변인은 학교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 , ,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소재지 졸업 후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내재적 구조를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관찰값들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개인은 학교나 . , 

직장과 같은 조직단위에 소속되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의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층적인 구조나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자료들이 분석에 많

이 사용되고 있다.

다층자료 분석에서 연구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수집된 자료의 구조적 특

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구조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다중회귀분석모형과 같. 

은 전통적인 통계모형을 사용할 경우 자료의 위계적 구조로 인하여 연구결과는 , 

타당성을 잃기 쉽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urstein, 1980; Cooley 

학생과 학교의 변수를 다층적 구조& Lohnes, 1971; Dillion & Goldstein, 1984). 

를 통해 다루지 않는다면 학교특성과 관련된 변수 효과의 유의성은 과대 추정되, 

는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이나 엄격한 표. 

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학생과 학교 특성. 

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학교에 따른 독특한 요인이나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



의 영향 을 고려하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다(random effect) (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취업결정 결정 여부는 이항변수(binary outcome 

이므로 위계선형 모형 중에서 위계적 일반선형모형variable) (HGLM: hierarchical 

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는 위계적 generalized linear model) . 

선형 모형은 일반적으로 각 수준에서 선형성을 가정하고 각 수준에서 무작위 효, 

과의 정규 분포성을 가정하는데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는 이 두 가지 가정

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Raudenbush & Bryk, 200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결정 여부와 학생특성 및 학교특성의 변인의 영

향력을 종합적으로 구명함에 있어 학생특성변인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며 학교, 

특성변인은 조직을 분석단위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특성변인과 학교특성변. 

인은 각각 개인수준 과 조직수준 이라는 위계적 수준으로 구분된(level-1) (level-2)

다 즉 특성화고등학생의 학생특성변인인 학생선행요인과 학생맥락요인들은 개인 . 

수준에서 서로 다른 독립적인 점수를 갖게 되지만 학교특성변인은 비록 학생 개, 

인이 응답한 점수일지라도 동일한 학교 내에 속한 학생의 응답 결과는 해당 학

교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호종속적인 반면 타 조직에 속한 종사자들의 

점수와는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학생특(Raudenbush & Bryk, 2002). 

성변인에 해당하는 학생선행요인과 학생맥락요인은 개인별로 고유한 값을 갖는 

자료로 분석하는 반면 학교특성변인은 학교별로 하나의 값을 갖는 자료로 분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설계하였다5 . 

우선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교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인지

에 대해 무조건모형 을 통해 검증한다 다음으로 평균모(Unconditional Model) . ① ②

형 을 통해 일차적으로 학교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Means-as-Outcomes Model)

뒤 모형 을 통하여 학생특성의 요인과 학교, ANCOVA (One-Way ANCOVA Model)③

특성 요인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그 다음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 (Random-Coefficient Regression Model)④



을 이용하여 취업결정여부에 대한 개인 특성의 영향이 학교 특성 사이에 체계적

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기울기 절편 모형. - (Intercepts & ⑤

을 통해 학교특성과 학생특성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를 Slopes as-Outcomes model)–
분석한다. 

순서 모형 방법 연구문제

무조건모형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취업결정 여부에 대한 

학교별 분산을 분석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평균모형
수준에 학생특성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수준에 학교특성변인을 투입

학생특성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특성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생 및 

학교특성변인의 설명량은 어느 

정도인가

모형

수준에 학생특성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뒤 수준에 학교특성변인을 

차례로 투입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

취업결정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확인된 학생특성변인을 수준에 

투입하여 학교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변인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기울기절편 

모형

학교 간 차이가 있다고 확인된 

학생특성변인과 학교특성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취업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생특성변인과 학교특성변인 간 

상호작용이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조건모형은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에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간단한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위계선형 분석의 일차적인 단계로 활용된다 무조건모형은 무작위 효. 

과를 고려한 모형One-Way ANOVA (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 

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학교특성변인이라는 조직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Model) , 

무작위 효과 를 가정하는 점을 제외하면 모형과 동일하기 (Random Effect) ANOVA 

때문이다 이 모형은 인 학생수준과 인 (Raudenbush & Bryk, 2002). level-1 level-2

학교수준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가정하지 않는 단순한 모형으로 이를 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level-1    

level-2    ,    ∼ 

은 학교 학생의 취업결정가능성 즉 로짓 을 의미하며j i , (log-odds) , 는 개 학j

교의 평균적인 취업결정 로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 은 의 오차로 학교사level-2

이에서 분산이 로 동일하고 평균이 으로 정규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0 . 

는 의 무작위 효과 level-2 가 일 때의 총평균 을 의미한다0 (grand mean) . 

위계적회귀분석에서 이 모형은  인 학생수준과 인 학교수준의 변level-1 level-2

수의 분산을 이용하여 집단상관계수 를 산(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출하고 각 수준에서의 분산의 비율을 설명한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취업결정 여. 

부와 같이 이분 변수인 경우에는 학생수준 의 변량이 이분산적level-1( )

이기 때문에 각 수준의 분산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heteroscedastic)

양정호 분석은 베르누이 분포 의 가정에 의해 ( , 2004). HGLM (Bernoulli distribution)

의 무작위 효과를 고정하여 분석하기 때문으로 에서는 각 모형에서level-1 , HGLM

의 분산의 변화만을 설명한다level-2 . 

에서 취업결정 가능성HGLM (odds, (   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을 그렇)

지 않을 확률로 나눈 값이다 취업결정확률이. ( 이 보다 작으면 취업결정가) 0.5

능성 은 과 사이에서 원만하게 증가하지만 보다 클 경우에는 에서 무(odds) 0 1 0.5 1

한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로짓. (log-odds,  을 이용)

하여 취업결정 확률( 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 .

 





 ,  ∵  ln

 



평균모형 은 에 어떠한 변수들도 투입하지 않(Means-as-Outcomes Model) level-1

고 절편 , 에 대해서 학교특성변수와 무작위 효과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전체 . 

표본의 평균적인 취업결정가능성 로짓 에 학교특성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log-odds, )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평균모형은 학생특성변인과 학교특성변인이 취업결. 

정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전에 학교특성변인에 초점을 두고 , 

학교특성변인이 평균적인 취업결정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평균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level-1    

level-2

  
  



 ,    ∼ 

 학교계열 학교의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 , , ,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학교소재지 졸업 후 모니터링, , 

에 투입하는 학교특성변수들을 구분하여 모두 개의 하위 모형을 구성level-2 6

하였다 에 투입되는 학교특성변수들은 모두 총평균 에 센터. level-2 (grand mean)

링하였다. 는 학교의 학교특성변인을 의미하며 평균모형의 하위모형에 따라 j , 

상이하게 구성한다. 는 각 변수들의 학교 내 결합회귀계수(pooled within-group 

이다regression coefficient) .

은 학교 학생의 취업결정가능성 즉 로짓 을 의미하며j i , (log-odds) , 는 개 학j

교의 평균적인 취업결정 로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 은 의 오차로 학교사level-2

이에서 분산이 로 동일하고 평균이 으로 정규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0 . 

는 의 무작위 효과 level-2 가 일 때의 총평균 을 의미한다0 (grand mean) . 

모형을 통해 의 특성이 취업결정가능성 에 어떠한 영ANCOVA level-1 (log-odds)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모형 은 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공ANCOVA (One-Way ANCOVA Model) level-1

분산효과(covariate effect,  가 모든 학교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즉 학생 ) . 

특성에 대해 학교 특성의 영향은 고정된 수치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절편 , 에 

대해서만 무작위 효과를 고려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모형은 학생특성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학생특성변수들이 어느 정도 ANCOVA

학교 내 분산을 설명하고 학생의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다 또한 각 학교의 차이를 조정한 각 학교의 결과 평균이라 할 수 있는 절편 . 

에 대한 학교 특성을 반영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는 각 변수들의 학교 내 

결합회귀계수 이며 모형에서(pooled within-group regression coefficient) , ANCOVA 

는 각각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에 대한 학교 특성의 영향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편 에 투입되는 학교특성변수들에 따라 모두 개8

의 하위모형을 구성하였다 의 가구 특성은 총평균 으로 센터. level-1 (grand mean)

링하였다 총평균으로 센터링한 절편 . 은 학교의 조정된 평균적 특성(adjusted 

을 의미한다 변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mean for j) . 



달라지며 센터링에 따라 해석도 돌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 변, level-1 level-2

수 모두 총평균으로 센터링하였다(Raudenbush & Bryk, 2002).

level-1

   
  





 성별 특성화고 입학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족의 경제수준 = , , , ,

부모동거 여부 보호자의 최종학력 교육포부 학교수업만족도, , , , 

졸업 후 사회적 대우 구직효능감 성적 취업관련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 , , 

level-2

  
  



 ,    ∼ 

  

 학교계열 학교의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 , , ,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학교소재지 졸업 후 모니터링, , 

무선효과 회귀계수모형은 무작위 회귀계수 모형이라고도 불리며 학교 사이에, 

서 나타나는 차이가 학생 특성의 기울기 차이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학교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모형은 의 절편 . level-1 과 각 학생의 특성에 대한 기

울기 에 대해서도 무작위 효과 를 고려하여 각 학교의 차이에 (random effect)

따라 기울기가 달라지는가를 분석한다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ANCOVA 

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에 투입되는 학생 특성 level-1 로 선정하도록 한다. 



level-1

   

 수준 변수 중에 모형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 = 1 ANCOVA 

되는 변수

level-2

    

      



앞서 살펴본 가지의 모형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에서 학4

교 간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적으로 .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기울기 절편 모형을 통해 학교 간의 차이가 -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 볼 수 있다 즉 어떤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학. , 

생들이 취업결정을 더 많이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 

기울기 절편 모형을 통해 학생의 특성 외에도 학교 특성에 의해 체계적인 차이-

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기울기 절편 모형의 에 학생 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를 투입한 뒤- level-1 , 

에서는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서 기울기와 학교 간의 기울기 차이가 level-2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만 학교 특성과 무작위 효과를 고려하고 차이가 없는 학교, 

특성변수들에 대해서는 학교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 효과를 고정한

다.

level-1

   
′  

′
′′  

″  

″
″ ″ 

′ 중 학교 간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 1, 2, , Q ‧‧‧

″ 중 학교 간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 = 1, 2, , Q ‧‧‧

level-2

  
  



 ,  

′  ′
  



′′ , 

′  ′

 무작위 회귀계수 모형에서 기울기와 학교 간의 기울기 차이가 있는 변수 = 



2. 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 여부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집단은 특성화고등학교 학년. 3

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다 년 기준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 2013

중인 고등학생은 전국 개 학교의 명이며 이 중에서 학년 학생은 470 317,445 , 3

명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105,320 ( , , 2013). 

구분 빈도명( ) 백분율(%)

학년 학년1 107,923 34.0

학년2 104,202 32.8

학년3 105,320 33.2

성별
남성 58,436 55.5

여성 46,884 44.5

지역
수도권 45,322 43.0

비수도권 59,998 57.0

계열

농업계 15,825 5.0

공업계 144,254 45.4

상업계 131,940 41.7

가사 및 실업계 22,370 7.0

수산 및 해양계 3,056 0.9

계 317,445 100.0

주 특성화고 학년 음영처리
주 계열의 경우 학년별로 통계조사가 제시되지 않아 전체 학년을 고려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재구성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 학생을 성별로 분류하면 남학생은 3 , 58,436

명 여학생은 명 으로 나타난다 수도권학교 서울 인천 경기(55.5%), 46,884 (44.5%) . ( , , )

와 비수도권학교 그 외 지역 으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 재학 중인 특성화고 학년 ( ) 3

학생 수는 명 이고 비수도권에 재학 중인 특성화고 학년 학생 수는 45,332 (43.0%) 3

명 이었다 계열의 경우 교육기본통계에서 학년을 고려하여 조사되지 59,998 (57.0%) . 

않기 때문에 학년만을 대상으로 계열별 인원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특성화3 . 

고등학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율을 추정하였다 그 . 

결과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가사 및 실업계 수산 및 5.0%, 45.4%, 41.7%, 7.0%, 

해양계 로 나타났다0.9% .

이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통계 기법인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서는 추정과 표

준오차의 정확성을 위해 상위수준 분석대상인 학교의 표본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최소 개 이상의 학교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 (Klein & Kozlowski, 

또한 학교별로 최소 명 이상의 자료가 확보될 경우 조직을 대표하는 집2000). 5

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로지스틱 다층모형은 최대우도추정방법 (Bliese, 1998). 

중 다층모형에 적합한 두 가지 방법을 응용한다 그 중 첫째로 은 제한우도. PQL

의 유사정규분포로 가정된 분산 공분산 추정치가 주어질 (restricted likelihood) ·

때 수준과 수준 회귀계수의 사후결합최빈치 를 추정하되1 2 (joint posterior modes) , 

예측된 확률 선형화 된 준거변수 수준 다층 모형의 가중치에 초기 추정치를 , , 1

부여한 후 추정치가 수렴할 때까지 다층분석을 반복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

이다 로지스틱 다층모형의 또 다른 추정방법인 은 양호도가 높은 추정. Laplace6

치를 제공할 수 있고 정확한 우도의 유사치를 산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수적 

알고리즘을 제공한다(Yang, 1998).

특성화고의 계열을 고려할 때 전체 계열 중에서 공업계와 상업계가 차지하는 , 

비율은 약 에 달한다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율을 고87% . 



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 30

개 학교와 학교별로 명씩 총 명 이상이 권장되고 있으므로 회수율 및 무응5 150 , 

답자료의 경우를 고려하여 전체 표본의 크기를 개 학교 명으로 설정하였다32 640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학생의 선행적 특성으로 

성별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경제수준 등이 있으며 학생, , , , 

맥락요인으로 교육포부 성적 구직효능감 사회적대우에 대한 인식 취업관련 경, , , , 

험 등이 있고 학교특성변인으로 계열 학교의 취업 지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 , . 

표집방법으로 모집단을 대표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한 층화군집비

율표집을 이용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요소로 구분된 집단은 집단 간 차이가 집. 

단내 차이보다 크다고 판단되기에 층화군집표집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 할 

것이다 김현철 현실적으로 다양한 층화기준이 많을수록 표집이 어렵기 때( , 1999). 

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역 전공계열 및 성별의 가지를 층화기준으로 삼아 표집, 3

을 실시하였다 그림 .([ -2])Ⅲ

년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은 수도권2012

서울 인천 경기 에 명 지방에 명 으로 약 의 ( , , ) 140,146 (42.4%), 190,651 (57.6%) 1 : 1.4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고려하여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 

리한 뒤에 군집표집을 통해 수도권 개교에 명 지방 개교에 명을 할, 14 280 , 18 360

당하였다.

계열별 학생의 비율은 농업계열이 공업계열이 상업계열이 5.4%, 45.8%, 40.9%, 

가사 및 보건계열이 수산 및 해양계열이 로 각각의 비율이 7.0%, 0.9% 1 : 8.5 : 

에 가깝다 즉 공업계열과 상업계열과 그외 계열의 비율이 약 7.5 : 1.3 : 0.1 . , 8 : 

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농업계고등학교 개 가사 및 7: 3 . 4 , 

실업계고 개 공업계고 개 상업계고 개를 선정하였으며 총 부의 설문지4 . 12 , 12 640

를 농업계열과 가사 및 보건계열에 각각 부 공업계와 상업계열에 부씩 배160 , 240

부하였다 수도권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는 무선 표집을 통해 농업계열 . 1

개 공업계열 개 상업계열 개 가사 및 보건계열 개를 선정하였다 지방 소재 , 6 , 6 , 1 .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는 농업계열 개 공업계열 개 상업계열 개 가사 및 보3 , 6 , 6 , 

건계열 개를 선정하였다 학생들의 성비는 남학생이 여학생이 이므3 . 56.4%, 43.6%

로 표집 시에 약 에서 의 비율을 고려하였다 관련기관과의 연계나 현6 : 4 5 : 5 . 

장실습 학생 참여 비율 등 학교 특성 변인의 경우 학교의 상황에 대해 더 신뢰, 

할 수 있는 취업담당 부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정의 및 조사도구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을 할 때 어떠한 변인들이 ,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구명하여 

졸업 시점에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도구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구분
문항번호

하위 문항 포함
문항 수 조사대상

종속 변수 취업결정 학생

독립
변수

학생
특성
변인

학생의 
선행적 특성

성별 학생

특성화고 입학 동기 학생

가정의 진로지지 학생

가정의 경제 수준 학생

부모 동거 여부 학생

보호자의 최종학력 학생

학생의 
맥락적 특성

교육포부 학생

학교 수업 만족도 학생

졸업 후 사회적 대우 학생

구직효능감 학생

성적 학생

취업관련 경험 학생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학교
특성
변인

학교 계열 교사

학교의 취업지원 학생

관련기관과의 연계 교사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교사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교사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직접 파악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 교사

총계 학생 교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결정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학생의 선행적 특성으로 성별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족, , , 

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보호자의 최종 학력을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응, ,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범주

성별  남성여성 구분 남자  여자

특성화고 입학 동기
 특성화고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 대한 

정보

졸업 후 취업
대학진학
지인의 권유
성적에 맞춰서
기타

가정의 진로지지  학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진로지지 수준

가정의 경제 수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적 지위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의 동거여부 예  아니오

보호자의 최종학력
 아버지혹은 남성보호자의 최종학력
 어머니혹은 여성보호자의 최종학력

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성별은 남 여로 구분한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남자는 여자는 으, , 1, 0

로 더미 변수화 한 후 값을 부여하였다 분석에서 명목 척도는 일반적으로 . HGLM

독립변인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이분형 척도인 경우에는 더미변수화하여 독립변, 

인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입학 동기는 최동선 외 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2011)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성화. 

고 입학 동기에 대해 취업 진학 주변인의 권유 조건 등 예상되는 다양한 응답, , , 

을 제시하였으며 응답한 자료를 취업목적 과 그 외의 목적 으로 이분된 더, (=1) (=0)

미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가정의 진로지지를 측

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특성화고등학생 가정의 진로지지 검사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가정의 진로지지 검사 하위영역. ① 

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측정도구 및 유사한 개념의 측정도구의 문항분석을 실. ② 

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정의 진로지. ③ 

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지시문과 응답양식을 결정하여 가정의 진로지. ④ 

지 검사 초안 을 개발하였고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 박사수료자 인 박사 과정 ( ) , 3 , 

인 석사과정 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 예비조사를 4 , 4 . ⑤ 

실시하여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였고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신뢰도를 보고하, , , 

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거론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개, 

인적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또래관계 등이 , , 

제시된다 이중에서도 부모 자녀관계 부모의지지 가족체계 등과 같은 가정 환경. - , , 

적 요인이 진로 태도 및 진로발달과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송현심 홍혜영 이현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 , 2010; , 2009; Holland, 1981). 

서 연구자들은 가정의 진로지지를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었

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는 정서적지지 정보. (1985) ‘ ’ , 

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와 같은 하위영역을 포함하며 이 네 가지 유형, , 



의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고등학. 

생들의 진로의 선택과 발달과 관련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지

가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지지에 대해 한정할 필요가 있다(Turner et al. 2003). 

이에 따라 등은 부모의 진로 지지란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관련한 도Turner 

구적 언어적 정서적 지지와 직업적 역할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직업적 교, , , 

육적 진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진로관련 , 

부모 지지 척도 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가 검사로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검사도구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진로발달관련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일관되지 못, 

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이, 

상희 는 사회적 지지 척도와 구별되게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2009)

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타당화하였다 이상희 그 결과 대학생( , 2009). 

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지지는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 , , 

경험적지지의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5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문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 어학연수 및 유학을 보. ‘

내주실 것이다 라는 문항은 특성화고등학생에서 어울리지 않으며 특성화고등.’ , 

학교 학생 중에서 한부모가정의 비율이 적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 

때 진로지지에 대해 부모에 한정된 질문들로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공통점은 동일한 진로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

들이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로 파악,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진로지지 도. 

구를 사회적 지지와 진로지지의 측면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또한 실체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척도와 진로

지지에 관한 도구를 종합하여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의 진로지지를 측, 

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도록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상황 및 선행연. 

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지지의 관점에서 가정의 진로지지는 진로에 대한 인지된



지지로 측정하고 인지하는 지지의 유형에는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percived) , , 

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 

기존에 개발된 진로지원 사회적 지지 부모의 진로지지 등과 관련된 내용을 , , 

주제로 다룬 연구 문헌들과 측정도구들을 선정하여 진로지지에 관한 항목을 추

출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곽민호 정철영 박지원 이. , (2012), (1985), 

상희 이지연 등이 있다 기존의 측정도구의 현황 (2009), (2005), Turner et al(2003) . 

및 흐름을 고찰 한 결과 가족의 진로지지의 측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실제, 

로 제공된 사회적 지원의 측정에서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지의 측정으로 변화하

고 있었다 또한 정서적인 영역 중심에서 실제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고 . 

있었으며 특히 부모 세대의 경험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지 형태를 측, 

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국외의 경우는 부모가 직업의 모델이 되는 진로. 

관련 모델링과 청소년의 직업적 수행에 대한 부모의 격려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적 격려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경험적 지지와 대화적 지지라는 , 

형태로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같이 정서적지지나 경제적. 

지지 외에 정보적지지 경험적지지 대화적지지로 구분하는 경우 개념적 차별화, ,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경제적지지의 경우 진로에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선행 연구자들도 제언을 통해 연구의 대상과 연령에 .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희( , 2009). 

특성화고등학생이 인식하는 가정의 진로지지 도구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문항을 제작하였고 기존에 개발된 진로지원 사회적 지원 부모의 진로지지 측정, , , 

도구의 문항을 함께 수정 및 보완하여 추가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곽민호 정철영 이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 (2012)

학교 진로지원도구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도권 지역 곳의 . 2‧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재학생 명을 대상으로 설문 , 60

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서 미응답자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개 설문 결과51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설문지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의 진로지지에 . ‘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라는 자유 응답형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도록 .’



유도하였다 다양하게 산출된 응답 내용 중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는 . 

항목들을 통합하고 가정의 진로지지와 관련이 적은 내용들을 삭제한 결과와 문, 

헌 연구들 통해 추출한 항목을 통합한 결과 총 개의 문항이 남았다 이 문항을 20 .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 박사수료자 인 박사 과정 인 석사과정 인3 , 4 , 4

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정서에 . 

맞지 않거나 가업을 잇는 것을 전제하는 문항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항을 제

거하여 총 개의 가정의 진로지지 문항이 구성되었다 응답양식17 . (response-scale 

은 각각의 문항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단계의 anchor) 5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1=‘ ’ 5=‘ ’) . ∼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척도의 형태로 응답양식을 구성하여도 응답자가 인Likert 

식하는 진로지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본 연구에서, 

도 그와 같은 관점을 수용하였다 곽민호 지시문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실( , 2012). 

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정의 진로지지와 인지적인 기대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

므로 할 것이다 와 같은 미래형의 서술어를 지양하였으며 현재형의 서술어, “~ .” , 

를 사용하였다.

차 예비조사는 수도권지역 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2 2 60

였으며 이 중에서 미응답자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명의 자료를 최종적으, 52

로 분석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학교의 진로지지 전체의 값은 로 상대적으로 Cronbach .769α

높지 않은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냈으며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문항이 실제로 신, 

뢰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직장에서 만족스럽게 . ‘

일을 하시는지 모습을 보여주신다 와 우리 가족은 나에게 장래 희망과 관계.’ ‘

된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등의 문항을 제거시 값은 까지 증가.’ Cronbach .858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는 경험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 .858, .938, 

지지 로 확인되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문항의 하위요소의 적절.932 , 

성과 문항수정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 

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방식을 , 

사용하였으며 고유값 은 을 기준으로 적정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식, (eigenvalue) 1



을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최대우도를 실시하였고 추출요인의 수는 가. , 

정의 진로지지의 하위요인의 수와 같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문항들3 . 

이 설정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여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 최종적으로 수정개발된 가정의 진로지지 측정도구는 경험적지지, ‧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의 가지 하위요소로 각각 문항씩 총 문항으로 구성, 3 5 15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와 요인적재량은 표 과 같다. < -9> . Ⅲ

경험적지지의 경우 내적 일치도는 정보적지지는 정서적 지지는 0.860, .902, .914

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수준. 

으로 판단된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 본조사

요인적재량

가정의 진로지지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전체

가족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을 월소득 만원 만원 등으로 구100 , 200

체적인 액수로 분류하여 응답하지 않고 하 중하 중 중상 상의 가지 척도로 , , , , , 5

구분하였다 가족의 구체적인 월수입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월별 편차가 심한 직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량적인 지표로 가족의 경제 수, 

준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강월영 장기영. (2006), 

채창균 최동선 외 등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정량적인 지표(2008), (2009), (2011) 

로 소득을 측정하기보다 학생들의 경제 수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경제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족이 한부모 가족인지

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학생의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에도 한부모가정

으로 포함시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정이 아닌 경우는 로 한부모가정인 . 1 , 

경우는 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0 .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최수정 정철영 이 실업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2007)

경제적 수준을 측정한 연구에 사용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보호자의 . 

최종학력은 아버지 혹은 남성보호자 나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에 대( ) ( )

해 묻는 문항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년제 졸업 대, , (2~3 ) , 

학 년제 졸업 대학원 졸업의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학력에 (4 ) , 5 . 

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기준인 교육년수를 고려하여 중학교 졸

업 이하는 고등학교 졸업은 전문대학 졸업은 대학교졸업은 대학원 9, 12, 14, 16, 

졸업은 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18 .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결정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학생의 맥락적 특성으로 교육포부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구직효능감, , , 

특성화고 졸업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성적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 , 

험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을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 

구성하였다.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범주

교육포부
 본인과 부모님이 원하는 

최종학력수준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학교수업 만족도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 및 태도

구직효능감  개인의 구직행동에 대한 자신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

성적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성적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현장실습 인턴 등 취업관련 경험의 
유무

예    아니오

 취업관련 경험 이유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 예    아니오

 아르바이트 기간

교육포부는 등 과 고형일 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특성화 Porter (1974) (1979)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지혜 정철영 이 수정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 (2010)

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포부를 측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육수준과 부. , 

모님이 원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질문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 조사도구의 

는 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Cronbach`s .751 .α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년제 졸업 대학 년제 졸업 대학원 졸업의 가, (2~3 ) , (4 ) , 4

지 범주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학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 



행되는 기준인 교육년수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은 전문대학 졸업은 12, 14, 

대학교졸업은 대학원 졸업은 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16, 18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최동선 외 가 특성(2011)

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자신의 . 

진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값은 예비조사에서 본조사에서 로 나타나 연구를 수행하Cronbach 0.882, .947α

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 본조사

요인적재량

학교 수업에 대한 만족도

오창환 정철영 대학원 졸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조사 도구를 , (2009) 

바탕으로 이지혜 정철영 취업장벽 도구 최동선 김나라 의 연구결과  , (2010) , , (2004)

등을 검토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오창환. , 

정철영 의 연구에서 조사도구의 는 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2009) Cronbach`s .767α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문항 수
오창환 정철영 예비조사 본조사

요인적재량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은 오혜은 이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2000) Michigan (Institute for 

에서 제작한 과 Social Research) Jobs Survey(Vinokur, Price, & Caplan, 1991)

의 구직효능감 측정을 위해 개발한 문항을 합쳐 수정보완Kanfer & Hulin(1985) ‧
한 뒤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지혜 정철영 이 타당화한 도구에 응답, (2010)

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문항은 개인이 구직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 

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것이며 개인에게 자신을 잘 알릴 수 있는 이력서나 취, 

업원서를 완성하는 것이나 면접 등 취업에서 꼭 필요한 화롱들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 는 으로 연구를 수행Cronbach`s .860α

하는데 적절한 수준이다.

구분 문항 수
이지혜정철영 예비조사 본조사

요인적재량

구직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성적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학생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수준으로 상 상중 중 중하 하로 구분하였다 학업적 성취는 , , , , . 

진학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성화고등,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 미치는 바는 일관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마. 



다 성적 기준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고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수를 통한 성, 

적 파악은 유의하지 못하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대학과 달리 성적과 관. 

련 없는 취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수준에서 성, 

적을 파악하였다.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실습 인턴 등 취업관련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취업관련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예 와 아니오 로 설, (=1) (=0)

문을 실시한 뒤에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 

관련 없이 수행했는지 와 본인이 의도하여 수행했는지 로 구분하여 본인의 (=0) (=1)

의도로 실시한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을 그 외와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예 와 아니오 로 설문을 실시한 뒤(=1) (=0)

에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 따라 하루나 이틀 정도만 경험해 . 

보았는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험했는지 와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개월 , (=0) 1

이상 경험했는지 로 구분하여 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을 그 (=1) 1

외와 구분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결정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학교특성으로 학교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 , , 

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 ,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

하였다.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범주

계열  소속된 특성화고의 계열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가사 실업계열
수산 해양계열

학교의 취업 지원
 학생이 인식하는 학교의 취업 지원 

수준

관련기관과의 연계

 취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 유무 예    아니오

 취업 관련 기관의 수 개방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소속 학교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시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읍 면 리 지역인지 여부
도시 지역
읍 면 리 지역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학교의 위치를 연구자가 파악함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관련된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지 
여부

특성화고등학교는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 및 해양계열 가사 및 , , , , 

실업 계열의 다섯 가지 계열로 구분된다 공업계와 상업계가 전체 계열의 약 . 

를 차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집과 집단 간 분석을 고려하여 공업계85%

와 상업계와 그 외 계열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분석을 위해 공업계열 여3 . 

부에서는 공업계열을 그 외 계열을 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상업계열 여1, 0 , 

부에서는 상업계열을 그 외 계열을 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1, 0

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취업지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특성화고등학생

의 학교취업지원 검사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 ① 

하여 학교의 취업지원 검사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측정도구 및 유사. ② 

한 개념의 측정도구의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한 특성. ③ 

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지시문과 응답양. ④ 

식을 결정하여 학교의 진로지원 검사 초안 을 개발하였고 진로 및 직업교육 전( ) , 

공 박사수료자 인 박사 과정 인 석사과정 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3 , 4 , 4

과정을 거쳤다 지시문과 응답양식을 결정하여 학교의 진로지원 검사 초안 을 . ( )⑤ 

개발하였고 진로 및 직업 교육 전공 교수에게 최종 검토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취업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나 시설을 중심으로 학교의 취업, 

지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의 취업지원 도구를 사회적 지지와 진로지지의 측면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접

근하기로 한다 또한 실체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지지와 관련. 

된 척도와 특정 대상 및 지지원을 고려한 진로지지 도구를 종합하여 학교의 취, 

업지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상황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지지의 관점에

서 학교의 취업지원은 인지된 지원으로서 측정하고 인지하는 지원의 (percived) , 

유형에는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으로서 구분하였다, , . 

누구로부터 제공된 지원인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제공받는 지원이 개인에게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 

지지원은 얼마만큼의 지원을 제공하느냐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여

야 한다(Thoits, 1982)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정지지 제공원에서 개인이 인지한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측정한 연구는 이상희 등 House(1981), Turner(2002), (2006)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진로와 관련된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지지원을 설정. 

하여 해당 지지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 , , 

지원 평가적 지원 등의 하위요소를 구별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연구에 따, . 

라 하위요소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부분 의 초기 개념의 하위요소, Cohen(1977)

인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지원에서 발전시켜왔다 곽민호 유나, , ( , 2012; 

현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학교의 취업지원 도구에 대한 하위요소를 설정하, 2004). 

는 일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학교의 취업지원 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career support from school)

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지원으로 정의하며 지, 

원 영역에 따라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 , 

학생의 기대 및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측정도구의 현황 및 흐름을 보면 사회적 진로지지의 측정은 실제로 , 1) 

제공된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서 이용가능성에 대한 인지의 측정으로 정서적, 2) 

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영역의 확장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실제적지지의 , , 

측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와 함께. . , 

기존에 개발된 진로지원 사회적지원 부모의 진로지지 측정도구의 문항도 수집, , 

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곽민호 정철영 이상희 국, , (2012), (2009), 

외의 등 등이 있다 기존의 측정도구의 현황 및 흐름을 고찰 한 결Turner (2003) . 

과 사회적 진로지지의 측정은 첫째 실제로 제공된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서 이, , 

용가능성에 대한인지의 측정으로 둘째 정서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영역의 확, , 

장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실제적지지의 측정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되, , 

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문항을 제작하였고 기존에 개발된 진로지원 사회. , , 

적 지원 부모의 진로지지 측정도구의 문항을 함께 수정 및 보완하여 추가하였, 

다 이를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곽민호 정철영 의 학교 진로지원 이. , (2012) ‘ ’, 

재훈윤광현 이상희 의 부모의 진로지원 한국교육고용패널(2011) (2005) ‘ ’, (KEEP), ‧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의 (HSGOMS), Lent(2001) ‘Contextual Supports and 

의 등이다Barriers’, Nolten(1994)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 



개방형 질문지는 곽민호 정철영 이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 (2012)

학교 진로지원도구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도권 지역 곳의 . 2‧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재학생 명을 대상으로 설문 , 60

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서 미응답자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개 설문 결과51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설문지에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의 진로지원에 . ‘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라는 자유 응답형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도록 .’

유도하였다 예비조사 후에 교사 인과 자유응답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 2

반영하여 각 문항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생활양식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

였다.

다양하게 산출된 응답 내용 중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는 항목들을 

통합하고 학교의 취업 지원과 관련이 적은 내용들을 삭제한 결과 총 개의 문, 28

항이 남았다 이 문항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 박사수료자 인 박사 . 3 , 

과정 인 석사과정 인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4 , 4 . 

통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문항을 제거하여 총 개의 25

학교의 취업 지원 문항이 구성되었다. 

응답양식 은 각각의 문항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한 동(response-scale anchor)

의 정도를 단계의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로 5 Likert (1=‘ ’ 5=‘ ’)∼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척도의 형태로 응답양식을 . Likert 

구성하여도 응답자가 인식하는 진로지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고 간주하여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관점을 수용하였다 곽민호 지시문, ( , 2012). 

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가정의 진로지지와 인지적인 기

대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할 것이다 와 같은 미래형의 서술어를 지양, “~ .”

하였으며 현재형의 서술어를 사용하였다, .

차 예비조사는 수도권지역 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2 2 60

였으며 이 중에서 미응답자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명의 자료를 최종적으, 52

로 분석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학교의 진로지지 전체의 값은 로 상대적으로 Cronbach .775α

약간 높은 수준의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냈다 문항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 ‘

에 필요한 돈이나 교재 등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등의 문항을 제거.’

시 값은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을 삭제한 후 각 Cronbach .803 . α

요인별로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로 확인되어 적.866, .803, .921

절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문항의 하위요소의 적절성과 문항수정을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 

성분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고유, , 

값 은 을 기준으로 적정 요인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확(eigenvalue) 1 . 

인적 요인 분석은 최대우도를 실시하였고 추출요인의 수는 가정의 진로지지의 , 

하위요인의 수와 같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문항들이 설정한 하위요3 . 

인들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여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 최종적으로 수정개발된 학교의 취업 지원 측정도구는 정보적 지원, ‧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가지 하위요소로 각각 문항씩 총 문항으로 구성, 3 8 24

되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와 요인적재량은 표 과 같다 정보. < -9> . Ⅲ

적 지원의 경우 내적 일치도는 실제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는 로 0.931, .865, .922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수준으. 

로 판단된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 본조사

요인적재량

학교의 취업지원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전체



관련기관과의 연계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소기업청 등과 같은 행정상의 상위 , 

기관 또는 지역 산업체 등으로부터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특성변인으로서 지원사업 선

정 여부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설정한 허은정 의 조사도구를 특성화고(2011)

등학교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취업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개방형 문항으로 조사된 관련기관의 수를 값으로 하여 독, 

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직접 산업체를 발굴하는 것

이 아니라 학교에서 안내하는 산업체 중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체를 선택하, 

게 된다 따라서 현장 실습이 학생의 취업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는 학교가 학생에게 우수한 현장 실습 산업체를 풍부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 학교의 현장실습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 

알고있다고 판단되는 취업담당 부장교사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현장실습 프로그

램의 운영시 학생들의 참여비율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문항은 취업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가 도시지, 

역에 속해 있을 경우 와 읍면리 지역에 속해있을 경우 로 구분하여 응답하(=1) (=0)‧ ‧
도록 하였다.



본 문항은 학교알리미와 특성화고등학교 포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자가 직접 조사하였으며 학교가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에 속해 있을 경, ( , , )

우 와 그 외 지역에 속해있을 경우 로 구분하였다(=1) (=0) .

소속 학교에서 졸업 후에도 취업에 관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취업담당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문항. 

은 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졸업 후 모니터링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 likert , 

교사의 인식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

설문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자료수집을 2013 10 20 2013 11 15 , 

위해 특성화고에서 취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취업담당 부장교사의 협조를 구

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교사가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화를 통해 설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설문시 유의할 사항을 . 

기록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설문지와 함께 발송하였다 학생들의 대입시험과 현장. 

실습 등의 이유로 설문지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여유롭게 

시간을 배정하였다. 

이렇게 설문지는 각 특성화고등학교에 부씩 총 개 교에 부가 배포20~30 32 640

되었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부가 회수되어 의 회수율이 나타났다 이후 , 632 98.8% . 

개 이상의 변인을 하나의 번호로 응답한 불성실 응답자료를 제외하였으며 마할2 , 

라노비스 거리 통계치 와 표준편차 거리 이상(Mahalanobis distance) (P<0.001) (±3 )

를 기준으로 이상치를 살펴 본 결과 개의 이상치가 추가적으로 제거되었다, 10 . 



결과적으로 배포 시에 계획한 설문지로부터 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부18 , 622

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유효자료율은 로 나타났다, 97.2% .

이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와 같다< -12> .Ⅲ

구분 빈도명
표본의 

백분율
모집단의 
백분율

성별
남자

여자

계열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가사 보건계

소재지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명으로 여자가 명으로 의 비율을 344 55.3%, 279 44.7%

보였으며 모집단의 백분율인 와 와 비교할 때 매우 비슷한 수준이었, 55.5% 44.5%

다 계열은 농업계가 명으로 공업계가 명으로 상업계가 . 84 13.5%, 257 41.3%, 229

명으로 가사보건계가 명으로 로 나타났다 모집단과 비교하였을 때36.85, 52 8.4% . , ‧
농업계가 다소 높게 상업계가 다소 낮게 표집되었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연구, , 

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재 지역에 따른 분포는 수도권. 

에 명으로 지방에 명으로 의 비율을 보였다 모집단의 비율이 278 44.7%, 344 55.3% . 

각각 와 인 것을 고려할 때 모집단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43.0% 57.0% ,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나 본 ,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와 을 이용하여 분SPSS 18.0 for Windows HLM 6.0

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본 , 5% .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 위계선형 모형 중에서 위계적 일반

선형모형 을 사용하였다(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 .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한 개인 및 학교특

성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 

취업결정에 대한 개인 및 학교특성의 변인의 위계적 구조자료 분석을 위해 

에는 학생특성변인을 에서는 학교특성변인을 투입하였다level-1 , level-2 .





1. 자료의 기초 분석

학생의 선행적 특성 중에서 성별 특성화고 입학동기 부모 동거 여부는 과 , , 0 1

로 입력된 더미변인으로 평균은 유효 응답자 중 로 입력된 응답자가 차지한 비, 1

율을 의미한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취업결정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가 . 38.7%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 

입학 동기의 평균은 로서 약 의 학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것으0.29 28.7%

로 나타났다 가정의 진로지지 평균은 로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50.94 , 

가족의 경제 수준은 으로서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동거 여부2.76 . 

는 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최종학력은 각각 로서 고졸과 전문75.1% , 12.71, 12.45

대졸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결정

학생의 
선행적 특성

성별

특성화고 입학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족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아버지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주 취업결정 성별 특성화고 입학동기 부모 동거 여부는 로 입력한 더미변인임) , , , 0, 1
취업결정 취업 그 외 성별 남 여 입학동기 취업 그 외 부모 동거 여부 예(1), (0) / (1), (0) / (1), (0) / (1), – – – –
아니오(0)/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이 학생의 선행적 특징에 따라 어느 정

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취업 미취업 전체

전체

성별

남자

여자

특성화고 
입학 동기

취업 목적

그 외

부모동거
여부

부모 동거

한부모 가정

취업하기로 결정한 비율은 남자가 여자가 로 나타나 여학생이 취 34.9%, 43.5%

업을 결정한 비율이 더 높았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한 경우. , 

취업을 결정한 비율이 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을 69.8% , 

결정한 비율이 로 낮았다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였더라도 졸업 시점에서 26.2% . 

취업하기로 결정한 비율이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취업을 생각하지 않은 70% , 

학생일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후 취업하기로 결정한 비

율이 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 취업을 결정한 비율이 26.2% . 36.0%

였지만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47.1% . 622

명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라 응답한 비율이 로 특성화고등학생 명 중 명24.9% 4 1

이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취업 미취업 전체

전체

가정의 
진로지지

평균

표준편차

가정의 
경제수준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의 
최종학력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의 
최종학력

평균

표준편차

취업을 결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가

정의 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의 진로지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 

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학생의 평균인 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54.36 48.77 , 

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가정의 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을 결정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취업을 결정한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평균이 각각 과 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2.75 2.76 . , 

경제수준을 중에서 중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취업결정에 있어 뚜렷한 ,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취업을 결정. 

한 집단 평균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로 나타나 고등학교졸업12.45, 12.87

에서 전문대졸업 수준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도 . 

마찬가지로 취업을 결정한 집단 평균이 12.23, 그렇지 않은 집단의 평균이 12.59

로 나타나 고등학교졸업에서 전문대졸업 수준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학생의 맥락적 특성 중에서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과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과 로 입력된 더미변인으로 평균은 유효 응답자 중 로 입력된 응답자0 1 , 1

가 차지한 비율을 의미한다 교육포부의 평균은 으로서 대부분 전문대 이상. 14.70

의 학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수업만족도는 으로 보통 , 18.97

수준이었다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은 로 나. 15.60

타나 보통 수준로 보인다 구직효능감도 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성적의 평균. 25.26 . 

은 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대부분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3.10

었으며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및 개월 이상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각, 1

각 로 나타났다22.5%, 36.8% .

구분 빈도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결정

학생의 
맥락적 
특성

교육포부

학교 수업만족도

졸업 후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성적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주 취업결정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로 입력한 더미변인임) , , 0, 1
취업결정 취업 그 외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예 아니오(1), (0) / , (1), (0)–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이 학생의 맥락적 특징에 따라 어느 정

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취업 미취업 전체

전체

교육포부

평균

표준편차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졸업 후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평균

표준편차

구직효능감

평균

표준편차

성적

평균

표준편차

취업을 결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교

육포부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교육포부의 평균. 

이 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학생의 평균인 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14.28 14.96 , 

전문대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포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결정. 

한 학생들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이 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평20.02

균 에 비해 높았다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에 18.30 .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보다 취업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 

을 결정한 학생들의 인식 평균은 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 17.292



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구직효능감의 경우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의 평균14.53 . 

이 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인 에 비해 매우 높았다 성적30.84 21.73 . 

에 대한 인식의 경우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높게 ,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각각 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 3.05, 3.13

수준으로 나타나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취업 미취업 전체

전체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있음

없음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없음

본인의 흥미나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관련 경험을 한 학생들

의 가 취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취업경험이 없거나 선생님의 권57.9% . 

유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경험을 한 학생들은 취업을 하기로 결정한 , 

비율이 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방학 기간이나 방과 후에 개월 이상 아르바33.2% . 1

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가 취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43.7% .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거나 하루나 이틀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우, , 

꾸준히 하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와 같이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은 취업하기로 결정한 비율이 로 상대적으로 35.9%

낮게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 특성 변인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빈도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교 계열

공업

상업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주 계열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여부 학교의 수도권소재 여부는 로 입력한 더미변인임) , , , 0, 1
공업계열 공업 그 외 상업계열 상업 그 외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여부 학교의 (1), (0) / (1), (0) / , , – –
수도권소재 여부 예 아니오(1), (0)–

학교특성 중에서 계열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여부 헉교의 , , , 

수도권소재 여부는 로 입력한 더미변인으로 평균은 유효 응답자 중 로 입0, 1 , 1

력된 응답자가 차지한 비율을 의미한다 학교의 계열은 공업이 약 상업이 . 41%, 

약 를 차지하고 있었다 학교의 취업 지원 평균은 으로서 보통 수준으로 37% . 76.66



인식하고 있었다 관련기관과의 연계된 학교는 평균 개로 나타났으며 현장실. 1.34 , 

습 프로그램을 운영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수준으로 나28.8% ~ 48.8% 

타났다 의 학교가 도시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학교는 였. 81.3% , 43.8%

다 졸업 후 모니터링 수준에 대해서는 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3.41 . 

구분 취업 미취업 전체

전체

계열

공업

상업

그 외

수도권 
소재 
여부

수도권

비수도권

계열 별로 살펴보면 상업 계열의 경우 취업을 선택한 비율이 로 높았고51.5% , 

공업이 그 외의 계열이 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은 40.1%, 14.7% . 

가 취업을 선택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은 만이 취업을 선택해 65.8% , 16.9%

수도권과의 차이가 컸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집단의 특성. 

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에 투입되는 학생특성변인들과 에 투입되는 level-1 level-2

학교특성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본 연구의 에 . level-2

투입되는 학교특성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에 제시되었다 또한 < -4> . Ⅳ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취업결정과 학생특성변인들과의 관계는 다음 표 에 < -5>Ⅳ

제시되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볼 때 학교특성변수와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학생특성변수들 사이에서도 다중공선성의 ,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학교 계열공업

학교 계열상업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주1) *p< .05, **p< .01 ***p<.001

주 계열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여부 학교의 수도권소재 여부는 로 입력한 더미변인임2) , , , 0, 1
공업계열 공업 그 외 상업계열 상업 그 외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여부 학교의 (1), (0) / (1), (0) / , , – –
수도권소재 여부 예 아니오(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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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모형 분석

무조건모형 에서는 어떤 독립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Unconditional Model)

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선택 여부에 대한 학교별 분산을 분

석한다. 

무작위효과 가 인 학교의 취업 가능성 값은 이(random efffect) 0 (log-odds) 0.570–
다 따라서  .   이므로 학생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0.566 

가능성보다 배 낮았다 즉 보통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취업을 선택할 가0.566 . , 

능성이 취업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의 배 수준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0.566 . 

이에 따라 학생의 취업결정 확률( 은 로 나타났다 취업결) 1/(1+exp(0.570))=0.361 . 

정확률 은 학교수준의 무작위 효과가 일 때의 확률인데 이는 연구대상 집(0.361) 0 , 

단의 평균적인 취업결정 확률인 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취업 가능38.7% . 

성(log-odds) 과 취업결정 확률  사이에 비선형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의 무조건모형에서 수준 분산은 으로 수준 분산과 수준 2 4.860(p<.001) 1 2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생이 취업결정 을 . (log-odds)

설명하는데 학교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 

학교 특성에 따라 취업결정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살

펴볼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주



3. 평균모형 분석

무조건모형을 통해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결정 가능성 에 대한 학교 특성의 분산을 분석하여 학(log-odds)

교 특성에 따라 취업결정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변. 

수들이 취업결정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각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모형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모형은 (Means-as-Outcomes Model) . 

표본집단의 취업결정 가능성에 학교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모형으로 수준에 어떠한 변수들도 투입하지 않고 절편 , 1 에 대해 학교 특성 

변수와 무작위 효과를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 평균 모형은 수준에 투입하는 변. 2

수들에 따라 개의 세부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과 같8 , < -7>Ⅳ

다. 

평균모형 은 특성화고의 계열이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1

미치는지 보여준다 공업 계열은 취업결정 가능성을 . 231.3%( 만큼  =3.313) 

증가시켰으며 상업 계열은 취업결정 가능성을 , 340.6%( 만큼 증가시켰=4.406)

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계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졸. . 

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업계열과 상업계열의 경. 

우 농업 가사 등의 계열과 비교했을 때 관련 업종으로의 취직이 용이하기 때문, ,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균모형 는 학교의 취업 지원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에 어떠2

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학교의 취업 지원이 한 단위 증가 할 때 취업을 . 

선택할 가능성은 28.7%( 가 증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수준에=1.287) , .001 

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정서적 정보적 실제적인 취업 지원이 학. , , 

생들의 취업결정에 태도와 자신감 등에 영향을 미쳐 잠재적으로 이들이 취업결

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교의 취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취. , 

업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학교 특성에서 취업 지원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평균모형 은 학교가 중소기업청이나 교육청 등의 다양한 기관에 연계되어 지3

원을 받을수록 소속 학생의 취업결정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준다. 

취업 관련 기관이 개씩 증가할수록 소속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1 152.0%( 

 가 증가했으며 이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부의 =2.520) , .001 . 

학교기업 지원사업이나 교육청의 취업역량강화사업 글로벌 역량강화 현장실습, , 

중소기업청 및 지역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이 학교에 

많을수록 학생들은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평균모형 는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시 학생들의 참여 비율4

이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 

높을수록 취업결정 가능성은 , 104.7%( 가 증가했으며 이는 수준=2.047)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생들이 산학협동이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비율이 각각의 단위 학교마다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참여 비율이 높은 , 

학교의 상황이 취업결정 가능성을 높이는데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평균모형 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 지역인지 읍면리 지역인지에 따라 5 ‧ ‧
취업결정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일 경우 . 

읍면리 지역에 비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50.7%(‧ ‧  만큼 증가했으나=1.507) ,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 

람들이 특정한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인지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가 있다 즉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 

데 구조적 맥락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을 뜻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이 되어있(Gannon-Rowley, 2002). 

지 않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과 구조적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취업결정의 경우 도시지역과 그 외의 . 

지역만을 놓고 보았을 때 도시지역이 경제적 기회구조가 상대적으로 읍면리 지, ‧ ‧
역보다 나은 수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결정의 가능성이 증가 할 수는 있으

며 이에 따른 영향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평균모형 은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와 비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에 따라 6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도권에 위치한 특성화고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 

에 비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822.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9.266) 

며 이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수도권에 위치한 특성화고의 , .001 . 

졸업자가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지방 출신의 졸업자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한다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가 관련 . 

기관과의 연계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의 기회도 더욱 , 

많이 주어지며 사회문화 시설로의 접근이 쉽고 활용성도 더 뛰어나다 또한 교, . ‧
육정책의 영향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쉽기 때문에 현재 특성화고등학, 

교의 취업을 고취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취업결정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결정에 있어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 -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모형 은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졸업 후에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7

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취업결정의 차이가 발생

하는가를 보여준다 졸업 후에도 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학교의 경우 그렇지 . , 

않은 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취업결정을 할 가능성이 93.4%( 만큼 증가=1.934)

했으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록 졸업 후에 취업에 대, .01 . 

한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결정할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실시로 인해 비롯된 학교의 잠재적인 요인들이 재학 중인 , 

학생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모형 은 모든 학교특성변수를 투입하여 평균적인 취업결정 가능성에 어8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 

미치는 여러 가지 학교특성을 고려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에서 취업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은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학생참여비율 학교, , 

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로 나타났다 학교특성의 변인를 고, . 

려하였을 때 계열에 따른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학교의 취업지, . 

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취업결정의 가능성은 29.7%( 가 증가하였=1.297)

으며 이는 평균모형 에서 학교의 취업지원만을 고려했을 때인 보다 약 2 28.7%

가 증가한 수치다 즉 학교의 취업지원은 다른 학교 특성 변인을 고려할 때 1.0% . 



그 영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비율이 증가할 때마. 

다 취업결정의 가능성은 59.0%( 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평균모형 에서 =1.590) , 4

나타난 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비율이 취업결104.7% . 

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학교 특성을 고려할 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 

도시 소재 여부가 도시지역일 경우 읍면리 지역에 비해 취업결정 가능성이 ‧ ‧
614.6%( 증가하였으며 이는 평균모형 에서 살펴본 보다 크게 =7.146) , 5 50.7%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특성변인을 고려할 때 학교의 특성이 부각. , 

되어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일 경우 . 

지방 소재 학교에 비해 취업결정의 가능성이 247.3%( 가 증가하였는데 =3.473)

이는 평균모형 에서 살펴본 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6 822.6% . 

평균모형의 무작위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모형에서 투입되는 학교특성변, 

수에 따라 수준 절편의 분산은 최대 에서 최소 로 나타났다 특히 학2 5.038 1.628 . 

교특성변수를 모두 투입한 평균모형 의 경우 수준 분산은 으로 다른 평균8 2 1.628

모형에 비해 분산이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평균모형에 비해 평. 

균모형 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말8

해준다 개별적으로 살펴본 학교특성변수들을 비교하면 학생의 취업지원만을 고. , 

려하였을 때 취업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으며 관련기관과의 연계(1.905),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 참여(2.620), (2.703), 

비율 졸업후 모니터링 여부 계열 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교의 (3.494), (4.263), (4.770) . 

도시소재 여부의 절편 분산은 로 무조건모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를 이해5.038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단독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학교특성이나 학생특성의 

변수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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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ANCOVA 

평균 모형을 통해 수준 변수들이 보통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2

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균모형이 수준 변수만을 투입해. 2

서 살펴본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간 모형은 수준과 수준 변수들을 모ANCOVA 1 2

두 투입하여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게 된다.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이 졸업자의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ANCOVA

같다 모형은 수준에 투입된 변수들에 대한 공분산 효과가 모든 학교에. ANCOVA 1

서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절편에 대해서만 무작위 효과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즉 . 

학생의 특성에 대해 학교의 영향은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학교특성변

수를 투입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모형은 수준 변수인 학생특성변수. ANCOVA 1

를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수준에 투입하는 학교 특성을 달리하여 총 (level-1) 2 9

개의 세부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은 학생특성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ANCOVA 1

으로 이후 순차적으로 학교특성변수를 투입하여 모형 부터 모형 까지 구성하였, 2 9

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 과 같다. < -8> .Ⅳ

우선 모형 부터 모형 까지 전반에 걸쳐 학생특성변수가 취업결정 ANCOVA 1 9

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 모형 전체에서 특성(log-odds) . , 9

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 , 

인식 구직효능감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은 입학 동기가 취업에 가까울수록. , 

가정의 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특성. 

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구직효능감이 , 

높을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취업결, 

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 

하며 특성화고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는 ,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투입하는 변수에 따라 아버지 혹은 남성보호자 의 최종학력 어머니 혹은 여성( ) , (

보호자 의 최종학력 교육포부가 취업결정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통계적) , , 

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수들은 전부 취업결정 가능성을 감소시. 

켰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자의 최종학력이 높거나 학생 본인의 교육포부가 , 

클수록 졸업 후에 취업보다 진학과 같이 다른 진로를 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

명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고졸취업이 활성화되고 선취업 후진학과 같은 다양한 . 

진로가 확보되면서 고등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선 취업을 선택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를 택하는 경향, 

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더 이상 취업결정에 있어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 , 

부모와의 동거 여부 학교수업 만족도 성적 취업관련 경험들은 투입되는 변수에 , , , 

상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에서는 학생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학교 계열이 취업결정에  ANCOVA 2 ,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공업계열은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 

결정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상업계284.1% , .05 . 

열은 다른 계열과 비교하여 취업결정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나 통계적으로 12.5% 

유의하지는 않았다 평균모형 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을 고려했을 . 1 , 

때 계열의 영향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에서는 학생특성변수와 함께 학교의 취업지원을 투입한 모형이ANCOVA 3

다 학교의 취업 지원이 증가할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씩 증가하는 . 34.3%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001 . 

모형 에서 학교의 취업지원이 만큼 취업결정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과 비2 28.7%

교하였을 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면 학교의 취업 지원의 영향이 상당히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에서는 학교특성변수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투입한 모형이다ANCOVA 4 . 

학생특성변수를 고려하여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투입하였을 때 취업결정 가능성, 

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평균모형 165.1% , .001 . 3



과 비교해 볼 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취업결정 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모형 에서는 수준에 투입하는 학교 특성 변수로서 특성화고에서 현ANCOVA 5 2

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시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투입하고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취업결정 가. , 

능성은 가 증가했으며 이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평균107.0% , .001 . 

모형 와 비교하여 볼 때 다소간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개4 , , 

인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산학협동이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

이 높은 학교에 속한 학생들이 취업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모형 에서는 학생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 ANCOVA 6 , 

지역인지 읍면리 지역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 ‧
살펴본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일 경우 읍면리 지역에 비해 취업을 선택. ‧ ‧
할 가능성은 만큼 증가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117.0% , 

수준이었다 평균모형 과 비교하였을 때 에서 거의 두 배에 가깝게 가능성. 5 50.7%

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모형 에서는 학생특성변수를 모두 투입한 조건에서 학교가 수도권에 ANCOVA 7

위치할 경우와 비수도권에 위치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 

가 수도권에 위치랑 경우 만큼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716.0% 

나타났으며 이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생특성변수를 모두 투, .01 . 

입했을 때 평균모형 에서 확인한 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6 822.6% . 

모형 은 학생특성변수를 모두 투입한 조건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ANCOVA 8

졸업 후에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의 취업결정의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졸업 . 

후에도 학생의 진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취

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만큼 증가했으며107.7%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균모형 과 비교해 볼 때 에서 . 7 , 93.4%

다소 증가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모형 는 학생특성변수를 모두 투입한 뒤 수준에 모든 학교특성변수ANCOVA 9 , 2

를 투입하여 평균적인 취업결정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

과이다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 , , 

도시 소재 여부 수도권 소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학교특성, . 

변수만을 투입한 평균모형 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효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8

었으며 학교의 취업지원의 경우 학생특성변수와 학교특성변수를 모두 고려한 경, 

우가 학교특성변수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다소 증가했다 그 외의 변수들에서는 . 

학교특성변수만을 고려한 경우보다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수 중에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결정 ( )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 

버지 혹은 남성보호자 의 최종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 동거 여부는 투입되는 ( ) , , 

변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로 보고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특성변수 중에서 졸업 후 모니터링 여. 

부도 투입되는 변수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었는데 이는 학교특성변인과 , 

학생특성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요인들의 설명력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의 무작위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투입되는 학생특성변수와 학교특성ANCOVA , 

변수에 따라 수준 절편의 분산은 최대 에서 최소 으로 나타났다 특히 2 4.332 1.035 . 

학생특성 및 학교특성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 의 경우 수준 분산은 ANCOVA 9 2

로 다른 모형에 비해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모형 전체1.035 . 1~8 

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수준으로서 평균모형에 비해 모형이 특성화, ANCOVA

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 가능성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개별적. 

으로 투입한 학교특성변수들을 비교하면 학교특성변인으로 학생의 취업지원만을 , 

고려하였을 때 취업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었으며 졸업후 모니터링 (2.025), 

여부 관련기관과의 연계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의 순서로 (3.289), (3.320), (3.747)

나타났다 학생특성만 고려한 경우에 절편 분산은 로 분석되었으나 학교의 . 3.972 , 

도시소재 여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 참여비율 가 절편 (4.000), (4.003)

분산에 비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차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모. 

형의 설명력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로 미루어볼 때 취. , 



업결정에서 변인들의 설명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변인들을 단독적으로 해석

할 것이 아니라 학교특성이나 학생특성의 변수와의 상호작용 효과 함께 해석해

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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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아버지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교육포부

학교 수업 만족도

졸업 후 사회적 대우

구직효능감

성적

취업관련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계열
공업

상업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

무선효과 χ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주
주 표 계속



모형 

고정효과

절편 

성별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아버지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교육포부

학교 수업 만족도

졸업 후 사회적 대우

구직효능감

성적

취업관련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계열
공업

상업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주
주



5.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은 학교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학생 특성에 따른 기

울기 차이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학교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는 모형이다 무선. 

효과 회귀계수 모형에서 수준에 투입되는 변수는 모형 에서 학교 특1 ANCOVA 9

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화고입학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어머니 혹은 여성보, , (

호자 의 최종학력 교육포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 , , 

구직효능감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다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은 학생 특, . 

성 회귀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무작위로 변하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준 에는 어떠한 학교특성변수도 투입하지 않았다2 (level-2) . 

특성화고 입학동기에 따른 취업결정 가능성 을 살펴본 결과 입학동기(log-odds)

가 취업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163.3%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회귀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한 결과 특성화고 입학동기 기울기의 무작위 효과 , 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특성화고 입학동기 기울기는 학. , 

교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특성화고 입학동기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특성화고 입학동기 기울기 분산 

주
주



가정의 진로지지에 따른 취업결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진로지지를 , 

높이 인식할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정. , 

의 진로지지를 한 단위 높이 인식할수록 씩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5.8%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회귀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 

검증한 결과 가정의 진로지지 기울기의 무작위 효과 , 는 수준에서 통계적.01 

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정의 진로지지 기울기에 학교특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가정의 진로지지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가정의 진로지지 기울기 분산 

주
주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에 따른 취업결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 ,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 )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년씩 높아질 때마다 취. , 1

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형의 회귀9.3% . 

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 (

자 의 최종학력 기울기의 무작위 효과 )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 기울기의 학교특( )

성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어머니의 최종학력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어머니의 최종학력 기울기 분산 

주
주

교육포부에 따른 취업결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포부가 높아질수록 학생, 

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교육포부가 년씩 높. , 1

아질 때마다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14.5% . 

형의 회귀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교육포부 기울, 

기의 무작위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육포부 기울기의 학교특성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교육포부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교육포부 기울기 분산 

주
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에 따른 취업결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인식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단위, , 1

씩 높아질 때마다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5% . 

이 모형의 회귀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졸업 후 ,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의 기울기의 무작위 효과 는 수준에서 통계적으.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졸업후 사회적 대우. 

의 인식에 대한 기울기는 학교특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졸업후 사회적 대우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졸업후 사회적 대우 

주
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구직효능감에 따른 취업결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구직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높아졌으며 단위, , 1

씩 높아질 때마다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6% . 

이 모형의 회귀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구직효능, 

감 기울기의 무작위 효과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구직효능감에 대한 기울기는 학교특성에서 차이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구직효능감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구직효능감 

주
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취업결정 가

능성을 살펴본 결과 장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그, 

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아졌으며 구체적으로 취업결정 가능성이 만큼 , 28.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회귀계수가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장기적 아르바이트 경험 기울기의 무작위 효과 , 는 통

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아르바이. 

트 경험에 대한 기울기는 학교특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고정효과

절편 

아르바이트 경험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아르바이트 경험 

주
주



6. 기울기 절편 모형-

이전까지의 모형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을 결정하 

는데 학교특성변인과 학생특성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 

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떤 학교에서 취업결정 가능성이 높고 개인 특성이 . , 

학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기울기 절편 모형. -

은 학생특성과 학교특성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 차이를 분, 

석하는 모형이다 기울기 절편 모형은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에서 학교 특성에 . -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변수들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이 일정하다고 가

정하였다 그리고 학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검증된 가정의 진로지지 특. , 

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의 기울기에 대해 학교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 표 은 기울기 절편 모형 분석의 결과를 . < -16> -Ⅳ

정리한 것이다. 

첫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생 특성의 영향을 각각의 절, 

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특성변수를 투입한 이후 가정의 진로지지 와 , (p<.05)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의 영향 모두 통계적으(p<.05)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변수의 영향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학생특. 

성변인들 중에서는 특성화고 입학 동기 교육포부 구직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 , 

의하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모형 와 비교하였을 때 학생특성변인 . ANCOVA 9 , 

중에서 어머니의 최종학력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 

였다 이는 학교특성변수의 영향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둘째 수준의 절편은 현재 모형에 투입된 학생 중 평균적인 속성을 가진 학생, 1

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취업결정에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 

시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체계적, , 

인 영향을 미쳤다 취업결정에 대한 학교 특성의 효과를 고려할 때 학교의 취업. , 

지원이 증가할수록 취업결정의 가능성은 증가했으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23.3% , 

운영시 학생비율이 높아질수록 취업결정 가능성은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36.6%



보인다 또한 학교가 도시에 위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을 선택할 .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는 지방에 위치한 경우359.4% , 

보다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앞서 살펴본 모형 와 비153.8% . ANCOVA 9

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교특성변인들은 전반적으로 일치하였으며 그 , , 

효과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학교특성과 학생특성을 체계적으로 고. , 

려하였을 때 비록 설명력은 증가하지만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 가능성, 

은 학생개인의 특성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다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정의 진로지지에 대한 학교의 영향을 보면 가정의 진로지지가 높을수, , 

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에서 통계3.3% , .05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모형에서 가정의 진로지지가 취업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 

모형 과 비교했을 때 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학교 특성 중에서 통ANCOVA 9 8.5% .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정의 진로지지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로 나타났다 가정의 진로지원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나타. 

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학교에서 가정에 대해 개입을 , 

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을 높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

이다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효과적인 진로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 단위 학교에. 

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학교마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정에도 학교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 

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학교의 영향, 

을 보면 인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만큼 증가, 11.4%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 .001 . ANCOVA 9

와 비교했을 때 에서 다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증가하였다 학, 13.2% . 

교 특성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로 나타났다, , . 

다섯째 기울기 절편 모형의 무작위 효과를 살펴보면 수준 절편의 분산은 , - , 2

으로 모형 의 수준 절편 분산인 에 비해 조금 더 감소하였0.740 ANCOVA 9 2 1.035

다 이는 기울기 절편 모형에 투입된 상화작용 효과들에 의해 학생의 취업결정 . -



가능성이 더 잘 설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울기 절편 모형에서 학생특성과 . -

학교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수준 절편 분산의 2 χ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들 외에 취업결정을 설명하는 다른 특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고정효과

절편

절편 

학교 계열
공업

상업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

가정의 진로지지

절편 

학교 계열
공업

상업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

졸업 후 사회적 대우

절편 

학교 계열
공업

상업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

주
주 표 계속



고정효과

성별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아버지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교육포부

학교 수업 만족도

구직효능감

성적

취업관련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무선효과 χ

학교특성 절편 분산 

가정의 진로지지 기울기 분산 

졸업후 사회적 대우 기울기 분산 

학생특성 분산

주
주

7.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에 대한 결정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단계별 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취업결정에 학교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에 대해 무조건 모형으로 분석하고 학교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균,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학생 특성을 투입한 뒤에 학교특성이 어떻. 



게 변화하는가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 특성이 취업결ANCOVA . 

정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마다  체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무선효과 회귀계수

모형을 통해 살펴본 후 학교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혀진 학생 특, 

성과 학교 특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울기 절편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 . 

장에서는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서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의 종속변수인 취업결정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약 가 특성화고등학38.7%

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 이후로 점차 높. 2010

아지고 있지만 특성화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보인다, .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졸업 후 취업을 결정하는 비

율이 높았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학생에 비. 

해 졸업 후 취업을 확실히 결정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 

적으로 군입대 문제는 학생의 진로뿐 아니라 고용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고용의 

장애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남학생들은 군입대를 핑계로 졸업 후 별다른 활동. 

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복무기간 동안의 공백에 대한 부담,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학생들의 군입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의 특성화고등학생 명 중 명이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4 1

되었으며 대조 집단에 비해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한부모 가정, . 

의 경우 경제적심리적 요인으로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 ‧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부모의 이혼 사망 별거 등으로 인한 한부모 . , , 

가정이라는 배경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구인회( , 

정철영 오창환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성2003; , , 2009), 

화고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



다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은 가정 경제수준을 중에서 중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 

있었으며 취업결정에 있어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 

준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 고등학교졸업에서 전문대졸업 수준으로 취업을 하려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 정철영( , 

오창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 2009), 

여준다. 취업을 결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

해 가정의 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교육포부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풀이할 수 있다 교육포부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하게 분. 

석 할 수는 없지만 교육포부가 취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졸업 후에 취업을 선택할 지라도 . 

장기적으로 진학에 대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특

성화고에서 선취업후진학과 같이 취업 후에도 진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홍보하

는 것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은 현재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목적에 맞게 적절하

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 

대한 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취업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졸업 .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구직효능감의 경우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의 평균이 그렇지 . 

않은 학생들의 평균보다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선행적 특성들이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취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주요한 변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영향을 받아 변화하며 . 교육적정책‧
적인 개입이 가능한 학생들의 맥락적 특성의 영향력도 선행적 특성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학교의 노력여하에 따라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가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결정HGLM . 

에 대한 학교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무. 

조건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결정에 대한 학교 분

산을 분석하였으며 수준 분산은 수준 분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2 1

다 이는 이후 모형에서의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차이가 있다, 

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학생의 선행적 특성 중에서 취업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은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 , 

상황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되지 않았다 학교의 맥락적 특성 중에서 취업.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

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나타났다, , . 

즉 학생개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은 입학 동기가 취, 

업에 가까울수록 가정의 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 

높았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장기적인 아르바, , 

이트 경험이 취업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특성화고학생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원인으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동기는 학교의 영향을 고려할 때 취업결정 가능성을 상 

당히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입

학하기 전인 중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특성화고 입학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학교의 교육적 개입이 어렵거나 개. , 

입을 통해 변화가 불가능한 학생선행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학. 

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차원에서 취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

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 . 

및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진로지지도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유의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진로지지는 학교의 교육적 개입이 어려운 변인으로서 . 

학생선행요인으로 파악하였으며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험적 정보적 정서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학생의 경우 . , ,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았다 가정에서 충분한 지지. 

자원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지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을 강조하지만 ( , 2012). 

여전히 취업보다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가정의 진로지지가 취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정에서 자식들이 진로 선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따. 

라서 가정의 진로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 중심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진로지지를 높게 인지하는 학생들이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성화고등학생들의 가정에서 진학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지 않

을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비록 부모의 최종학력이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최종학력이 낮은 부모를 둔 학생들, 

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화고등학생 학. 

부모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에서 전문대학졸업 수준으로 선행연구들과 비

슷한 수준이었으며 최동선 외 부모의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세대의 ( , 2011), 

학력이 높아진다는 선행결과들과 일치한다 오창환 일반고에 비하여 부모( , 2009). 



의 최종학력이 높지 않다는 점은 본인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들에게 고등교육을 강요하지 않거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고등교육의 , 

진학 비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 

가정 내의 형제 수 가정의 정확한 수입 진학 시에 학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 

지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연구 설, 

계와 실행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이 되어있지 않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

제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취에 대한 연구가 가족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한 가족을 둔 학생들은 그, 

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지위가 낮은 직업 낮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혜정 이지혜 정철영( , 2005; , . 2010). 

특성화고등학생이 취업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보호자는 , 

이러한 선택에 반대할 수 있으며 진학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을 높이는데 학생과 학교의 노. 

력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해 지지되는 자원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학생의 흥미, . 

와 적성이 취업에 있다하더라도 학생의 가정에서 진학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

하다면 학생이 학교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기는 매우 ,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족의 진로지지를 확대하기 .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 

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 , 

가정에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

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노력은 매우 어려. 

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 ‧
분이라 할 수 있다.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은 취업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 

진학이 일반적인 진로 선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취업이라는 , 

결정은 개인의 의사가 보다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취업은 . 

개인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로 취업을 결정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 

정자는 개인의 진로를 고려하여 취업이 주는 혜택과 의사결정에 따른 기회비용

을 고려하게 된다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다수가 . , 

선택하는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

도록 특성화고 차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 

학교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청이나 ,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취업. 

을 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에 비해 보다 주체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확인시켜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한 뒤에도 지속적인 경력개발과 성장이 . 

가능하다는 사실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

으로 강화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구직효능감도 취업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이었다 구직. 

효능감이 취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사회인지진로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선

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통한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고 성공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은 취업결정을 보다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취업하기로 결정. 

하는 과정에 확신과 애착을 심어주고 자신의 가치와 현실을 고려한 취업 가능성, 

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결정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다양. 



한 구직활동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구, ‧
직효능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개인의 . 

교육포부 등을 이유로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구직능력에 대한 효능감. 

은 취업에 대해 한정되므로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을 높이는데 보다 효과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전체 모형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생들의 다수가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가 취업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

다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보다 학생들의 직업 선택 및 이행에 .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정(

호 연구의 결과도 취업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아르바이트가 가능성을 높, 2004).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정, 

하고 적정한 선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학교 .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건전, 

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 

있는 학생들과 일자리를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쌓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인권을 . 

보장해주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아르바이트에 대해 규제 위주로 운영, 

되는 법과 제도를 촉진과 보호 위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도경수 양정호( , 2001; , 

장원섭2004; , 2000). 

학생특성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학교특성변수만을 투입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 

유의한 수준에서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은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 , 

재 여부로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만을 투입하였을 때와 학교특성변수 전체를 투. 

입하였을 때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없는 변수들은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 



요약하면 학교의 취업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 

생들의 참여 비율이 높으며 수도권 소재의 학교일수록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학교특성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학교의 취업지원이 증가할 때마다 

취업결정의 가능성은 학교의 취업지원만을 고려했을 보다 더 증가하였다 즉 학. , 

교의 취업지원은 다른 학교특성변인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증가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학교의 취업지원은 정보적 정서적 실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 , , 

한 학생들의 응답으로 측정하였는데 학교의 취업 지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학교의 . 

취업지원은 다른 학교특성변인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일관적으로 취업결정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교의 취업지원이 핵심적

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향후 취업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 

으며 학교의 취업지원만을 고려했을 때 보다 다른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때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한 점은 학교의 취업지원을 측정하는 도

구에 대해 보다 정밀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 

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적 기반 외에도 현장실습의 운영이나 관련기관과의 연계 

등 취업에 대한 학교의 취업에 대한 적극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수준에서 정교

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 프로그램 학생참여비율이 증가할 때마다 취업결정의 가능성은 증가

하였으며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독으로 고려했을 때에 비해서 다른 학교 , 

특성을 고려할 때 다소 감소하였지만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 

는 변인이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의 상당부분은 현장실습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실시한 산업체에서 졸업 후까지 그대로 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비율이 높을수록 취업결정 가능성. 

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현장실습. 

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무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갖게 되어 자신의 진로를 

보다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즉 현장실습 프로그램. , 

은 취업에 대한 경험을 미리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를 위. 

해서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학교특성변인만을 고려했을 때 학교의 위치적 특성이 학생들의 취업에 상당한 ,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 , 

도시지역과 그 외의 지역 사이에서 나타나는 지역격차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격차란 사회적 불평등이 공간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된. 

다 조명래 지역격차는 좁은 의미에서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복( , 2011). 

지 문화 등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을 포함한다 선행연구에 의하, . 

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적 영향이 ,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김영종 서민철 따라서 중등직( , 2009; , 2007). 

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활발해진 지금 수도권 소재 학교로부터 취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은 정책, 

의 수용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의 기회가 더 많

이 주어지고 현장실습 및 산학협동의 기회도 더욱 많이 주어지며 사회문화 시, , ‧
설로의 접근이 쉽고 활용성도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 ‧
문화적 자본이나 경제적 기회는 지방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역 특

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의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

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정한 성향을 보. 

이게 되는 것인지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역. 

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구체적인 수준. 

에서 분석할 수 있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유효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요인 중에서 무엇이 학생들의 취업결정을 결정하는

데 유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계열 관련기관의 연계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는 개별적으로 작용하였을 때와 , , 

학교특성의 전반적인 영향력으로서 고려했을 때에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

나는 요인들이었다. 

계열은 개별적으로 작용하였을 때와 학교특성의 전반적인 영향력으로서 고려

했을 때에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이었다 이는 공업계열과 상업. 

계열의 경우 농업계열 가사 및 실업계열 등과 비교했을 때 관련 업종으로의 취, , 

직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계열에 따른 취업률 차이를 , 

인정하되 계열에 따른 진로경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차별화된 특성화교육을 , 

실시하여 취업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관의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함께 고려하는 학교특성변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현장실습이 가능. 

한 산업체들과 학교가 연계가 잘될 경우 학생들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은 학교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실습과의 연계를 통한 ,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소속 학. . 

교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관련 ,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의 취업 역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졸업 후에도 학생의 진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학교에 소속된 학생

들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증가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록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결정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 

개입으로 인해 비롯된 학교에 대한 잠재적인 신뢰감이나 적극성 등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졸업 후 모니터링 여부를 포함한 학교의 추수지도가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울기 절편 모형은 학생 특성과 학교 -

특성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학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모형이다 기울기 절편 모형을 통해 어떤 . -

학교에서 취업결정 가능성이 높고 개인 특성이 학교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특성화고 입학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의 최종학력 교, , ( ) , 

육포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장기적, , , 

인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서 학교에 따라 체계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에 대

해 분석한 결과 가정의 진로지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 , 

인식이 학교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의 경우 .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학생 개개인에 따른 편차, 

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성화고 입학동기 어머니 혹은 여성보호자. , ( )

의 최종학력과 같이 학생의 선행적 특성은 교육적 개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른 편차가 커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장기적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교의 영향 보다는 학생 개인의 선택에 .  

가까운 변인으로서 학교의 교육적 개입에 거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학교특성변인들 중에서는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 ,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 , 

의하였다.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수도권 소재여부 등이 있었다, .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의 교육 및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인식 개선에 더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학교는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가능하며 현장실습 프로. , 

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졸업 후 모니터링의 경우 가정의 진로지지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 

대우에 대한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판별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은 . 

졸업 후 모니터링이 학생의 취업에 대한 학교의 적극성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졸업 후 추수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 

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취업에 적극적인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 취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특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최동선 외 기울기 절편 모형 분석의 결과 학교의 취업( , 2012). - , 

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참여비율이 학교의 , , 

취업에 대한 적극성의 연장선 상에 있는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취업에 대한 적극성을 실제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러한 지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데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이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개인이나 학교 특성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 

나 취업결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할 때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 

학생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특성화고. 

등학교가 취업 중심의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학생들과 학교 특성 사이

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 

원하는 학교나 취업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있는 반면 소극적이고 취업 관련 정책, 

에 대해 수동적인 학교나 학생들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 , 

그 외 지역에 위치하는 학교의 취업결정 가능성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

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 중에 수도권과 도시에서 그 외의 지역

과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 

교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취업결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본래 목적은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의 양성으로 학교에서 ‘

일로의 이행 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특성화(school-to-work)’ . ,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 

로 취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현장실, 

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을 경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노력이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 

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 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개입이다. . 

특성화고 학생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취업결정이 학생과 학교 차원의 노력. 

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 지지되는 자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에서 가정의 진로지지가 학. 

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점은 현재 학생들의 가정에 취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와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가정에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이나 . 

설명회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별하여 전파, 

한다면 보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취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예, 

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정에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이 이루, ‧
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 간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무작위 

요소들의 분산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수준 절편2 ( 분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하도록 한다 지금까) . 



지 살펴본 무조건 모형 평균모형 모형 모형 기울기 절, 8, ANCOVA 1, ANCOVA 9, -

편 모형의 설명력이 변화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7> . Ⅳ

수준에서 학교특성변인을 투입한 평균모형 의 설명력은 최초의 모형인 무조2 8

건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수준에 학생 수준만을 투입한 66.5% . 1

모형 은 무조건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만큼 증가하였으며ANCOVA 1 18.3% , 

모형 는 무조건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ANCOVA 9 78.7%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울기 절편 모형의 설명력은 모형 에 비해 설. - ANCOVA 9

명력이 증가하였으며 무조건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는 의 설명력이 28.5% , 84.8%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교에서 학교특성의 체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모형을 통해 . 

취업결정 가능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수준 절편의 분산

추가로 설명된 분산

이전 모형과 비교 무조건 모형과 비교

무조건 모형

평균모형 

모형 

모형 

기울기절편 모형

주
주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구명하고 취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과과 학교 특성의 , 

변인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 ? 

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학생 및 학교특성변인은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교특성변

인의 영향은 학생특성변인의 영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3 , 

년 기준으로 개 학교의 명이다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고 2013 470 105,320 . 

곳 공업고 곳 상업고 곳 가사실업고 곳을 선정하여며 총 명을 표집4 , 12 , 12 , 4 640‧
하였으며 농업계열과 가사보건계열에 각각 명 공업계열과 상업계열에 각각 160 , ‧

명씩 할당하였다240 . 

조사도구는 학생특성변인 학교특성변인에 대해 질문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였으, 

며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도구를 활용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학생특, . 

성변인 중 학생의 선행적 특성은 성별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 , , 

족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보호자의 최종 학력을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 ,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생의 맥락적 특성은 교육포부 학교수업 . , 

만족도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성적, , , , 

취업관련 경험 여부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하여 응,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교특성변인이란 특성화고등학생이 속한 학. 

교의 환경 특성으로서 이 연구에는 학교의 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학교와 관련, , , 

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소재 여, , 

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 졸업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여부를 의미한, , 

다. 



설문조사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자료수집을  2013 10 20 2013 11 15 , 

위해 특성화고에서 취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취업담당 부장교사의 협조를 구

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교사가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화를 통해 설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설문시 유의할 사항을 . 

기록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설문지와 함께 발송하였다. 

이렇게 설문지는 각 특성화고등학교에 부씩 총 개 교에 부가 배포되었20 32 640

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부가 회수되어 의 회수율이 나타났다 이후 개 , 632 98.8% . 2

이상의 변인을 하나의 번호로 응답한 불성실 응답자료를 제외하였으며 이상치 , 

응답을 보인 부를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배포 시에 계획한 설문지로부터 부10 18

가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유효자료율은 . 622 , 

로 나타났다97.2% .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와 을 이용하여 분SPSS 18.0 for Windows HLM 6.0

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5% .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결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설계하였다5 . 

우선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대한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무조건모형을 ①

통해 검증하고 평균모형을 통해 일차적으로 학교 특성의 영향을 살펴본 뒤, , ②

모형을 통하여 학생특성의 요인과 학교특성의 요인이 특성화고 졸업ANCOVA③

예정자들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무선효과 회귀. ④

계수모형을 이용하여 취업결정에 대한 개인 특성의 영향이 학교에 따라 체계적

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뒤 기울기 절편 모형을 통해 학교특성과 학생특성 , -⑤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에 대해 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다, .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특성을 분석한 결과, , 

학생의 선행적 요인인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와 학생의 맥락적 요, 

인인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장기적인 , , 

아르바이트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을 분석한 결과, ,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은 학교의 취

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 , , 

수도권 소재 여부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 개인에게 미치는 학교특성변수의 영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투입, 

하여 평균적인 취업결정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학생, 

특성변인으로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어머니의 최종 학력 교육 , , , 

포부 졸업 후 사회적 대우 구직효능감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통계적으로 , , , 

유의하였다 학교특성변인으로는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 , 

학생 참여 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수도권 소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했, , 

다.

다섯째 학교특성에 따라 학생특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학생, , 

특성변인 중에서 가정의 진로지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 

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입학 동기 교육포부 구직효능감은 취업결정에 , ,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학교특성 

변인들 중에서는 학교의 취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시 학생참여율 학, , 

교의 도시 소재여부 학교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여섯째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대한 변인들의 위계적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설, 

명력을 비교하였을 때, 무조건 모형 평균모형 모형 모형 , 8, ANCOVA 1, ANCOVA

기울기 절편 모형으로 구조화할수록 설명력이 9, - 만큼 66.5%, 18.3%, 78.7%, 84.8%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학교특성의 체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모. 

형이 취업결정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은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따라 차이가 , 

있었다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대한 변인들의 위계적 구조를 가정하고 학생 및 학. 

교특성의 체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취업결정을 더

욱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서 학. 

생의 개인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학교의 취업을 위한 노력여, 

하나 지리적교육적 특성 등에 따라서도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는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선행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학생의 선행적 특성인 특성화고 입학 동기 가정의 진로지원이 통계적, ,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선행적 특성의 경우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적 개. , 

입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등

학교 입학 전부터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의 진로지원을 높. 

게 인식하는 학생이 취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의 맥락적 특성을 분석, 

한 결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시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구직효능감 장기적, , , 

인 아르바이트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성화고를 졸업 후 취. 

업하더라도 직업생활 및 진로에 대해 불리하지 않으며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대, 

우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학생들이 함양하도록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 다양한 구직활동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학생들의 구직효능감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의 직업 선택 및 이행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

해 다양한 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을 분석한 결과, ,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은 학교의 취

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학교의 , , , 

수도권 소재 여부였다 학교의 취업지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업결정에 긍정적 .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학교의 취업지원이 다각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단위학교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위치적 특성이 학생들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지, 

역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의 공급과 교육정책의 수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생특성변인인 성별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최종 , , , , 

학력 교육 포부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성적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은 학교, , , , 

특성을 고려할 때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 . 

현재 주어진 조건이 학생의 취업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특성, 

화고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학생들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

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취업과 같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조건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본인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취업을 결정. 

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는 장기적인 관

점에서 학생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특성에 따라 학생특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학생, , 

특성 변수 중에서 가정의 진로지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 

대한 인식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 

졸업후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가정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학

생들의 취업결정 가능성을 높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생. 

들에게 사회적인 대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가정에서 효과적인 진, 

로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 노력을 경주하는 경우 그 차이가 학교, 



마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다 다른 요인들의 경우 학교로부터의 교육적 개입에 . 

영향을 받지 않거나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 제언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특성 및 학교특성변인 이외에도 지역적으로 나, 

타나는 차이 교사에 따른 차이 등을 구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본래 목적은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의 양성으로 . 

학교에서 일로의 이행 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school-to-work)’ . 

이러한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 직업 교육의 내실, 

화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는 

원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면 특성화고 학 , 

생들의 취업결정에 유효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무선효과의 절편 분산이 이 아니고 지역 격차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가0 , 

능한 변수가 조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학. , 

생들의 취업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 

역에 따른 차이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

향이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요인 , 

중에서 무엇이 학생들의 취업결정을 결정하는데 유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 , ‧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동기는 학교의 영향을 고려할 때 취업결정 가능성. 

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특성화고 입학 전부터 취업에 대한 . 

가능성을 보여주고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면 학생들이 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속 학생들이 아닐 경우 특성화고 차원에서 취업에 대. , 



한 홍보 및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보다 홍보와 정책

적 개입이 용이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넷째 이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 , 

확대하고 졸업 후에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취업에 대한 적극성

을 실제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에서 적. 

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학생들이 속해있는 가정에 취업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일 수 있는 특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보고된다 최동선 외( , 

이러한 학교들은 취업지원 우수사례로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가 되고 있2012). 

는데 본 연구에서도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 , , 

운영시 학생참여비율 등을 통해 학교의 취업에 대한 적극성의 정도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취업에 대한 . 

적극성을 실제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러한 지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데 충분한 의의

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학생들의 진로지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진로지원 수준은 개인에 따라 . 

달랐다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마다 인지되. , 

는 진로지원 수준이 다른 것은 계열이나 학생들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였을 수

도 있으나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인 동기성향이나 성격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인지된 진로지원에 영향을 . 

미치는 개인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의 취업결정에 있어서 가족에 의해 지지되는 자원에 대해 보다 ,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구의 결과에서 가정의 진로지지가 학교.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점은 현재 학생들의 가정에 취업의 긍

정적인 측면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가정에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이나 설명. 

회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공유한다면, , 

보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취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
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계

열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학교로 대, 

상을 확대하여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모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양, 

한 층화기준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전공계열별 성별 등을 심층. , 

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전공마다 진로가 다르고 군입대와 같은 . , 

성별에 따른 진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집단의 특성을 논의한다면 취업결정에 , 

대한 이해를 보다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심층적인 이해를 .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식 외에도 관찰법 사례 연구 ,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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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생용 설문지[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여러분들은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

다 이 설문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어떤 요소나 환경들을 고려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

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특성화고등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분 정도의 시간이 소. 8~12 

요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 , 

없습니다 본 설문 자료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여러분들의 사적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나 제언은 아래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로 주시길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해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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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1.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 학교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인식 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

에 표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당신의 원활한 3. 취업을 위해서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표 ✔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즘 시대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직업의 장점과 단점 전망과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 준다

다양한 직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한 선배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려 준다

좋은 일자리나 직업에 대해 내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 직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인터넷이나 등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준다

나의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경쟁률 일정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과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과 
체험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과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비슷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의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이나 실습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기업 회사와 학교가 맺고 있는 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면접  지도 등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도와준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 
문제에 관해 마음 놓고 상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

나의 진로 문제를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긍지를 갖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준다

졸업 후에도 진로를 상담 할 수 있는 선생님과 
환경을 마련해 준다



4.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지지한다고 느끼는지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장래 직장에서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이 일하는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이야기 해 
준다

직업을 갖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해 준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점 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내가 직업을 잘 선택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잘 모르는 상황을 알려준다

좋은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취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조언해준다

내가 진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준다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한다

내가 가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 
주고 내 의견을 받아들여준다

나에게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다음은 여러분이 5. 취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표✔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6.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됩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부록 교사용 설문지[ 2]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 설문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요소

들을 고려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특성화고등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는 약  분 정도의 시간이 소. 3~5 

요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 , 

없습니다 본 설문 자료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여러분들의 사적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나 제언은 아래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로 주시길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해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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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을 잘 읽고 선생님이 속해 있는 학교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 전문가 검토지[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요인

측정도구 전문가 검토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의 조규형입니다.

이번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요인“ ” 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졸업을 앞둔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취업지원 , 

가정의 진로지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를 직접 ,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학생들이 인지하는 학교의 취업에 대한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설

문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총 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약 분 입니다5 , 15 .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 조 항에 의거하여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33 2

약속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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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의 개발과정 요약 



학교의 취업지원의 조작적 정의

학교의 취업지원 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지원으로 정의하며 지원 영역에 따라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학생의 기대 및 인식 수준을 

측정합니다 현재 개발된 도구의 하위요소 및 문항 수는 표 과 같습니다

구분 문항 수

학교의 진로지원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총계

표 부록 학교진로지원 측정도구의 구성



※학교의 취업지원은 표 와 같이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 2> 3 . 

생이 인지하는 학교 취업지원의 하위요인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여 주시고 하위요인에 ,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위
요인

주요내용

적절성
매우
부적절
하다

부적절
하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정보적
지원

취업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
보나 충고를 제공해주는 지원을 의미함

의견

실제적 
지원

취업과 관련된 문제해결 및 문제상황에 실
제로 필요한 도구 재원 실습을 위한 기회
를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지원을 의미함

의견

정서적
지원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서
적 공감과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고 긍정
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지원을 의미함

의견

하위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의견

표 부록 학교 취업지원의 하위요인별 주요 내용 및 적절성



※다음 문항은 학교의 취업지원을 측정하는 설문문항입니다 적절성을 점 척도로 판단. 5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문항에 대하여 그 이유 또는 수정 .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영역

문  항

우리학교는 나에게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정보적

지원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의견

여러 가지 직업의 장점과 단점 전망과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 준다

의견

다양한 직업에서 실제로 일이나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의견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한 선배들의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려 준다

의견

좋은 일자리나 직업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의견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의 미래 직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의견

인터넷이나 등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준다

의견

나의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경쟁률 일정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의견

표 계속

표 부록 학교의 취업지원의 측정문항 내용 및 적절성



하위
영역

문  항

우리학교는 나에게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실제적

지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과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의견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과 체험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과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다

의견

비슷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견

나의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이나 실습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

다양한 기업 회사와 학교가 맺고 있는 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의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면접  지도 등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도와준다

의견

표 계속

표 부록 학교의 취업지원의 측정문항 내용 및 적절성



하위
영역

문  항

우리학교는 나에게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정서적

지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 문제에 관해 마음 
놓고 상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

취업이나 진학 등의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주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

의견

나의 진로 문제를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의견

나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의견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의견

나의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의견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긍지를 갖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준다

의견

졸업 후에도 진로를 상담 할 수 있는 선생님과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의견

표 부록 학교의 취업지원의 측정문항 내용 및 적절성



가정의 진로지지의 조작적 정의

가정의 진로지지는 진로에 대한 인지된 지지로 측정하고 인지하는 지지의 

유형에는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학생의 기대 

및 인식 수준을 측정합니다 현재 개발된 도구의 하위요소 및 문항 수는 표 와 

같습니다

구분 문항 수

가정의 진로지지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전체

표 부록 특성화고등학생이 인식하는 가정의 진로지지 측정도구

※가정의 진로지지는 표 와 같이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 4> 3 . 

생이 인지하는 가정의 진로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적절한지 판단하여 주시고 하위요인,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위
요인

주요내용

적절성

매우
부적절
하다

부적절
하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경험적
지지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과 관련된 문제해결 
및 문제상황에 직접적으로 조언해주는 지
원을 의미함

의견

정보적 
지지

진로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
보나 충고를 제공해주는 지원을 의미함

의견

정서적
지지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서
적 공감과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고 긍정
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지원을 의미함

의견

표 부록 가정의 진로지지의 하위요인별 주요 내용 및 적절성



하위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의견

※다음 문항은 자정의 진로지지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입니다 적절성을 점 척도로 판단. 5

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 문항에 대하여 그 이유 또는 수정 .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
영역

문  항

우리가족은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경험적

지지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

의견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장래 직장에서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 준다

의견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이 일하는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의견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이야기 해 준다

의견

직업을 갖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해 준다

의견

표 계속

표 부록 가정의 진로지지의 측정문항 내용 및 적절성



하위
영역

문  항

우리가족은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정보적

지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점 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의견

내가 직업을 잘 선택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잘 
모르는 상황을 알려준다
의견

좋은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의견

취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의견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조언해준다

의견

정서적

지지

내가 진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준다

의견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한다
의견

내가 가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 주고 내 의견을 
받아들여준다
의견

나에게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의견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의견

표 부록 가정의 진로지지의 측정문항 내용 및 적절성



부록 학교의 취업지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 4] 

하위요인별 문항 값α 제거시 평균 제거시 분산
제거시 
총점상관

항목제거시 
값α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주 학교의 취업지원 전체의 신뢰도 α



부록 학교의 취업지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 5] 

하위요인별 문항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실제적 지원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정서적 지원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부록 가정의 진로지지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 6] 

하위요인별 문항 값α 제거시 평균 제거시 분산
제거시 
총점상관

항목제거시 
값α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주 가정의 진로지지 전체의 신뢰도 α



부록 가정의 진로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 7] 

하위요인별 문항 경험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험적 지지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정보적 지지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정서적 지지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부록 각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8] 

구분 취업 진학
주변의 
권유

주어진 
조건

기타 전체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주 주어진 조건 성적 경제적 상황 등을 의미함

부록



구분 하 중하 중 중상 상 전체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구분 한부모 가정 양부모 동거 전체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구분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전체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구분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전체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구분
취업관련 경험 적극적인 취업관련 경험

전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주 적극적인 취업관련경험은 현장실습이나 인턴 등 취업관련 경험을 본인이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임

부록



구분
아르바이트 경험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

전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주 장기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르바이트를 개월 이상 꾸준히 한 경우임

부록



구분 평균 응답수 표준편차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구분 평균 응답수 표준편차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구분 평균 응답수 표준편차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구분 평균 응답수 표준편차

취업
여부

미취업

취업

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
실업

거주 지역

읍 면 리

도시

수도권
여부

비수도권

수도권

전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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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ed variables and predictability 

of employment decision making determinant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enior students.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HGLM) method 

was used in order to examine systematic differences of student-leve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school-level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ir 

effects on employment decision making.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the 105,320 senior students attending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ccording to the 2013 record. The research 

carried out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gender, 

ratio of school location and students major. Through this process, 640 students ʹ
from 32 different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sampled.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student-level and school- 

level variables of this study. Student-level variables were consisted of 



antecedent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Student-level antecedent characteristics 

were gender, purpose of attending a vocational high school, career supports 

from family, economic status of family,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whether ʹ
the student was living with the parents or not. Student-level contextual 

characteristics were educational aspirations, school satisfaction, social perception 

on workers who graduated vocational high school, job-seeking efficacy, grades, 

job-related experience, and long-term and part-time experience. School-level 

variables were areas of specialization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employment 

supports from school,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the school and related 

institutions, level of students’ participation in working experience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school, whether the school located was in city area, whether  

the school was located in a metropolitan area and whether monitoring and  

feedback was provided after gradu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and e-mail from October 20th to November 

15th, 2013. A total of 632 out of 64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622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data were analyzed by bo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HGLM method consisting of the following five steps; ①

Unconditional Model, Means-as-Outcomes Model; One-Way ANCOVA Model, ② ③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and Intercepts & Slopes-as- ④ ⑤

Outcomes model.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PASW Statistics 

18.0 and HLM 6.0. An alpha level of 0.05 was established priori for determining 

the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decision making in employ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 

senio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chools. 

Second, only considering school-level variables, employment supports from 

school, level of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work experience opportunities 

offered by school, whether  the school was located in city area, and whether  

the school wa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 all ha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employment decision making of students. 



Third, at student-level, purpose of attending a vocational high school, career 

supports form family, social perception on workers whograduated a vocational 

high school, job-seeking efficacy, long-term part-time experience all appeared 

to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decision making of students. 

Fourth, Career supports from family and social perception on workers who 

graduated a vocational high school were systematically different across schools 

on the employment decision making.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student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career 

supports from family and social perception on workers after graduating a 

vocational high school were almost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Purpose of 

attending a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al aspirations, and job-seeking 

efficacy ha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areer choice of student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across schools. Other variables were found to be very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uses were 

suggested: First, further research aimed at various subcategories of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is needed to demonstrate the psychologic processes of 

career choice. Second,  further research which also includes environmental 

factor and motivational factor  could be considered. Thir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choice and other variables, longitudinal study is 

recommended. Fourth, for measuring variables related to career choice, 

measuring instruments for school-level and student level should be developed. 

Fifth, part-time work experience during highschool could also be  discussed. 

Sixth, career guidance program and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vocational 

highschool students. 

..................................

Keywords: employment decision making, specialized vocational highschool senior 

students,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ing(HGLM)

Student number: 2012-2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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