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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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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년

홍 성 표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하고 각 집

단의 특성을 확인하며, 이들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2014년 기준으로 475개 학교의 208,189명이다. 계열,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층화군집비율 표집을 했으며, 13개 학교의 총 627명을 표집 하였다. 

 조사도구는 학생특성, 가정특성, 학교특성을 포함한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각 

변인별로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일부 변인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설문지를 발

송했으며, 교사가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뒤 다시 회수하여 연구자에게 발

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648부

가 회수(92.6%)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자 및 이상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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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유효자료율은 89.1%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취업결정수준과 취업준비행

동,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을 기준으로 탐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진로결

정 유형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

을 구분하기 위해 취업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공식적 진학정보탐

색,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진학예비행동)을 기준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잠재집단 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

종적으로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와 Mplu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은 5가지가 도출되었으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

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강한

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진로결정 잠재집단의 유형별 특성을 개인적 특성(성별, 학년, 입학동기, 

개인의 교육포부, 일 경험, 거주지역, 일반교과 성적, 전공교과 성적,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가족 특성(부모의 학력, 가정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기대, 부모의 진

로지지), 학교 특성(계열, 진로상담 및 체험 횟수와 만족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다른 잠재집단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한취업선호-

미행동’집단 사이에서는 차별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교 교육만족도가 유

의미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사이에서는 

개인의 교육포부, 입학동기가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진로미결정-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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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이에서는 차별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인의 교육포부가 유의미한 영

향요인이었으며,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 사이에서는 차별인식,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개인의 교육포부, 가정 경제수준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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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체제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취업후진학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교

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

화고등학교 내에서 졸업 후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입

학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체험 횟수가 매우 적은 만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향후 종단 연구 또는 질적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1)

주요어: 취업결정수준, 진학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진학준비행동, 진로결정 

유형화, 전로결정 영향요인

학  번: 2014-20719





- i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문제 ·····································································································5

4.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9

1. 특성화고등학교 ·······························································································9

2. 진로결정 ········································································································15

3. 진로준비행동 ·································································································20

4. 진로결정 유형화 ···························································································22

5. 진로결정 요인 ·······························································································27

III. 연구 방법 ·····························································································41

1. 연구모형 ········································································································41

2. 연구대상 ········································································································43

3. 조사도구 ········································································································44

4. 자료수집 ········································································································61

5. 분석 방법 ······································································································62



- ii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67

1. 잠재집단 수 선정 ·························································································67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70

3. 잠재집단별 영향요인 분석 ···········································································77

V. 요약, 결론 및 제언 ············································································117

1. 요약 ·············································································································117

2. 결론 ·············································································································119

3. 제언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41



- iii -

표 차례

<표 Ⅱ-1> 지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10

<표 Ⅱ-2> 계열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11

<표 Ⅲ-1> 모집단 분포 ·················································································43

<표 Ⅲ-2> 취업결정수준 신뢰도 검사 결과 ···················································45

<표 Ⅲ-3> 진학결정수준 신뢰도 검사 결과 ···················································46

<표 Ⅲ-4> 취업준비행동 신뢰도 검사 결과 ···················································47

<표 Ⅲ-5> 취업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8

<표 Ⅲ-6> 진학준비행동 신뢰도 검사 결과 ···················································50

<표 Ⅲ-7> 진로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1

<표 Ⅲ-8> 개인 특성변인 문항 종합 ····························································53

<표 Ⅲ-9> 차별 인식 신뢰도 검사 결과 ························································55

<표 Ⅲ-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신뢰도 검사 결과 ······································56

<표 Ⅲ-11> 학교 교육 만족도 신뢰도 검사 결과 ·········································57

<표 Ⅲ-12> 가족 특성변인 문항 ····································································57

<표 Ⅲ-13> 부모의 진로지지 신뢰도 검사 결과 ···········································59

<표 Ⅲ-14> 학교 특성변인 문항 ····································································60

<표 Ⅳ-1>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지수 ··························································68

<표 Ⅳ-2> 하위지표에 따른 잠재집단별 프로파일 ······································72

<표 Ⅳ-3> 하위지표에 따른 잠재집단별 프로파일 ANOVA 분석 결과 ······73



- iv -

<표 Ⅳ-4> 잠재집단별 성별 분포 ···································································78

<표 Ⅳ-5> 잠재집단별 학년 분포 ···································································79

<표 Ⅳ-6> 잠재집단별 거주지역 분포 ····························································80

<표 Ⅳ-7> 잠재집단별 입학동기 분포 ····························································81

<표 Ⅳ-8> 잠재집단별 교육포부 분포 ····························································82

<표 Ⅳ-9> 잠재집단별 일반교과 성적 분포 ···················································83

<표 Ⅳ-10> 잠재집단별 전공교과 성적 분포 ················································84

<표 Ⅳ-11> 잠재집단별 일 경험 여부 분포 ··················································84

<표 Ⅳ-12> 잠재집단별 일 경험 동기 분포 ··················································85

<표 Ⅳ-13> 잠재집단별 일 경험 기간 분포 ··················································86

<표 Ⅳ-14> 잠재집단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 ·······································88

<표 Ⅳ-15> 잠재집단별 특성화고 차별인식, 교육만족도 수준 ····················91

<표 Ⅳ-16> 잠재집단별 아버지 학력 분포 ····················································92

<표 Ⅳ-17> 잠재집단별 어머니 학력 분포 ····················································93

<표 Ⅳ-18> 잠재집단별 가정경제 수준 분포 ················································94

<표 Ⅳ-19> 잠재집단별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분포 ····································95

<표 Ⅳ-20> 잠재집단별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 ···········································96

<표 Ⅳ-21> 잠재집단별 계열 분포 ·································································97

<표 Ⅳ-22> 잠재집단별 진로상담 횟수 분포 ················································98

<표 Ⅳ-23> 잠재집단별 진로체험 횟수 분포 ················································99

<표 Ⅳ-24> 잠재집단별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만족 수준 ·························100

<표 Ⅳ-25> 통제변인 선정 차이검증 결과 ··················································101

<표 Ⅳ-26> 상관계수 분석 결과 ··································································104



- v -

<표 Ⅳ-27> 강한취업선호-강함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약한취업선호-미

행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107

<표 Ⅳ-28>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보통취업선호-탐

색행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109

<표 Ⅳ-29>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진로미결정-미행

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111

<표 Ⅳ-30>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강한진학선호-강

한진학행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114

<표 Ⅳ-31>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비교집단의 회귀

분석 결과 종합 ·········································································116



- vi -

그림 차례

[그림 Ⅱ-1]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진학률 추이(2001~2014) ···············14

[그림 Ⅲ-1] 연구절차 ······················································································41

[그림 Ⅲ-2]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개인, 가족, 학교 특성 변인에 따른 다항

명목 로지스틱 분석 모형 ··························································42

[그림 Ⅲ-3] 취업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49

[그림 Ⅲ-4] 진학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52

[그림 Ⅳ-1] 잠재집단 수에 따른 BIC, AIC 지수 변화 ································69

[그림 Ⅳ-2] 하위지표에 따른 잠재집단별 프로파일 ·····································71

[그림 Ⅳ-3] 잠재집단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 ·······································89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중등직업교육 정책을 

선취업후진학 중심으로 재편한 출발점이자 2001년부터 꾸준히 하락해온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을 반등시킨 전환점이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성공적으로 양성했다(이주호, 홍성창, 2014; 장창성, 2013). 그러

나 2000년대 초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중 약 70%가 대학에 진학했으며, 결

과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까지 이르렀다(김동규, 2012; 오석영, 2012).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대학설립준칙주

의’ 도입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의한 중등직업교육 

의 정책 방향 전환이 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일정한 설립 기준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정원을 확대하는데 

기여했으며(김진모, 최동선, 주현미, 김선미, 장상윤, 2012; 최동선, 이종범, 

2014), 1996년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은 중등직업

교육 정책 방향을 취업 중심의 종국교육에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과 다

양한 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 계속교육 관점으로 전환시켰다(이정표, 장홍근, 

백형찬, 정걸채, 김기홍, 옥준필, 2003; 장창성, 2013).

평생교육 체제 속에서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진로경험

을 제공함으로써 폭넓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대학 진학률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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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과잉학력 논란, 구직자의 취업눈높이와 산업계 인력수요가 일치하지 않

는 미스매칭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중등직업교육 기

관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 

및 열망, 고졸 취업자 및 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차별, 숙련된 기술 인력의 필

요 등 중등직업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응해 왔는지 의문시 

된다. 오히려 특정분야에 대한 흥미와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을 함양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 고등교육 기관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무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 이후 중등교육기관을 취업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

부의 노력은 노동시장의 수요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선취업후진학 체계를 통해 

능력중심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을 취업에 초점을 맞추되 일-학습 병행제, 재직자 특별전형 등 취업과 학업

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김지

경, 김종성, 2014).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직업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마이스

터 고등학교 설립, 고졸 취업 확대 등 여러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

식이 강했던 특성화고등학교의 이미지가 개선되었고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정숙, 나민주, 2015; 

오석영, 2012).

그 결과 2009년 이후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서서히 낮아지고 취업

률은 증가하여 2009년 16.7%였던 졸업생 취업률은 2014년 45.0%로 크게 증

가했으며, 대학 진학률을 추월하게 되었다(교육부, 2014). 이런 흐름 속에서 학

계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

데 특히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의 취업성과를 규명한 연구(강순희, 2013; 강순희, 안준기, 2013; 김성남, 

2013; 김성남, 최수정, 2012; 최동선, 이종범, 2014), 취업장벽에 대한 연구(고

영란, 2015; 윤광현, 2011; 이지혜, 정철영, 2010),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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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2013; 이정규, 2011) 등이 있다. 그 중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는데(강순희, 2013; 노경란, 허선주, 2012; 이쌍

철, 엄문영, 2014; 장현진, 이지혜, 2012, 조규형, 2014) 이 연구들은 연구대상

을 졸업예정자(장현진, 이지혜, 2012; 조규형, 2014), 졸업자(강순희, 2013), 

청년층(노경란, 허선주, 2012)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선행연구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취업과 

미취업이라는 두 가지 상태만을 고려한 이분법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개인의 진로결정은 여러 진로 대안 중 특정 진로만을 선택하는 단절

적인 선택 행위가 아니라 여러 진로 대안들을 동시에 탐색하고 다양한 수준 차

이를 갖는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특히 특

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취업과 진학을 사이에 두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으며, 선취업후진학 체계를 중등직업교육 방향으로 설정한 이후에도 특성

화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40%를 상회(교육부, 2014)하는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과 유형, 영향요인을 보다 깊이 있게 이

해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취업, 미취업 상태가 아

니라 취업, 진학 집단 또는 취업, 진학, 미결정 집단 등 다양한 집단으로 설정하

여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김성환, 전용석(2005)의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

교 학생들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비교하여 진로결정을 연구하였으나 시기

적으로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국가 정책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비교 

대상을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석영(2012)의 경우 서울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취업, 

진학, 진로미결정 상태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차이와 집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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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도출했는데, 오석영(2012)의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

별점을 가지나 그 대상이 서울지역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

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변인들 중 가족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 등 진로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이 상당수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 

연구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다양한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연

속적인 과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취업, 미취업, 진로미결정처럼 분절된 접근 방식

을 취했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 및 선호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 기계적인 접근방

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의 진로결정 유형을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도출하고 각 집단의 특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

을 도출하기 위해 김봉환(1997), 손은령, 김연중(2010) 등의 선행연구에서 인

식적 차원의 진로결정수준과 행동적 차원의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수준과 준비행동을 유형화 기준으로 설정했

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진로결정 상황에 직면하며, 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은 진로 대안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한 잠정적인 결정 행위의 결과인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취업과 진학으로 세분화하고 결정수준과 준비행동이

라는 두 가지 유형화 기준과 결합했으며, 한 개인에게 취업과 진학에 대한 결정

수준과 준비행동 수준을 모두 측정했다. 결과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

로결정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취업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

준비행동이라는 4가지 유형화 기준을 설정했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

여 탐색적인 방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도출된 진로결정 유형 집단의 개인, 가정, 학교 특성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잠재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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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진로, 진로미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토대로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잠재적인 진로결정 집단을 확인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며,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과 영향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진로지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하고 각 집

단의 특성을 확인하며, 이들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한다. 

둘째, 진로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한다.

3. 연구의 문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잠재집단 구성과 

특징은 무엇인가?

      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따른 적정 잠재집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의 취업·진학결정수준, 

취업·진학준비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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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무엇인가?

 2-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별 개인, 가족, 학교 

특성은 어떠한가?

 2-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별 개인, 가족, 학교 

특성 변인 중 잠재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

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

되며, 계열은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5계열로 구성된다. 특성

화고등학교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 전체를 의

미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 시점에 3학년 학생들의 진로가 상당부분 결정된 

점을 고려하여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취업결정수준

취업결정수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얼마나 선호하고 있으며, 취

업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수준을 의미한다. 취업결정수준에 대한 

개념은 진로결정수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진로결정수준이 진학, 취업 등 향후 자

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고향자, 1992)를 의미한다면, 취업결정수준은 

취업에 초점을 맞춰 ‘향후 취업에 대한 개인의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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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학결정수준

진학결정수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얼마나 선호하고 있으며, 진

학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진학은 전

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포함하며, 취업결정수준과 동일하게 진로결정수준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향후 진학에 대한 개인의 확신 정도’를 의미한다.

라.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행동’ 보다는 포괄적이지만 ‘진로준비행동’보다

는 그 범위가 좁은 협의의 개념으로 어윤경,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2011)에 

따르면 ‘직업을 준비하거나 취직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 또는 당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보탐색 활동과 준비행

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들이 취업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영역으로 공식

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이 있다.

마. 진학준비행동

진학준비행동은 취업준비행동과 유사하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관련된 학과 및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확인 하는 등 진학에 대한 정

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취업준비행동과 동일

하게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진학예비행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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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진로결정유형화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유형화는 김봉환(1997)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인지적 영

역의 진로결정수준과 행동적 영역의 진로준비행동을 바탕으로 이차원적 유형화

를 바탕으로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크게 취업과 진학이라는 진로 

대안이 존재하며 졸업과 함께 이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취업과 진학으로 세분

화하여 취업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 4가지 기준을 

토대로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한다. 

사. 진로결정 영향요인

진로결정 영향요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으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개인, 

가족, 사회적 특성 변인을 선정하고 진로결정 잠재집단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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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특성화고등학교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

영하여 해당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성화고등학교

는 직업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당시 혼재되어 있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을 일원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임

나영, 2014).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전까지 전문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으로 불렸으며, 

중등직업교육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의와 관

련하여 옥준필(1998)은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 관심이 있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전문분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

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

교”로 정의했으며, 임나영(2014)은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특성화된 교육 과정의 운영을 통하여 특정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했다. 보다 공식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의는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

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특성화고등

학교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특정분야에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산업 및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교육하여 특정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5년 05월 02일 기준 교육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에 따르면 특성

화고등학교의 수는 전국 475개교이며 경기 71개교, 서울 70개교, 경북 48개교 

순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위치하고 있다. 계열별로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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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99개교,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가 42개교,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192

개교, 수산·해양계열 특성화고등학교 8개교, 가사·실업계열 고등학교가 31개교가 

존재한다. 총 학급 수는 11,505학급이며, 310,599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지역 학교(개교) 학급(개) 학생(명)

서울 71 1,960 49,692

부산 35 962 23,838

대구 18 649 18,336

인천 26 769 21,433

광주 10 334 10,507

대전 11 355 10,272

울산 9 271 8,705

세종 1 23 610

경기 70 2,109 61,166

강원 21 394 9,745

충북 23 527 15,497

충남 25 507 13,321

전북 26 526 13,872

전남 43 782 18,087

경북 48 656 16,866

경남 32 694 17,420

제주 6 143 4,082

합계 475 11,505 310,599

자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2015.05.02.). 유형-지역별 학교통계. Retreived from: 
http://www.hifive.go.kr/stats/schStats.do?rootMenuId=05&menuId=050201&edu_seq=&sType=A7

<표 Ⅱ-1> 지역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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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학교(개교) 학급(개) 학생(명)

공업 199 5,354 145,529

농업 42 827 18,896

상업 192 4,930 135,762

수산해운 8 100 2,544

가사실업 31 616 17,827

자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2015. 05. 02). 유형-계열별 학교통계. Retrieved from: 
http://www.hifive.go.kr/stats/schStats.do?rootMenuId=05&menuId=050201&edu_seq=&sType=A1

<표 Ⅱ-2> 계열별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나.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

특성화고등학교는 1996년, 진학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Ⅱ’에서 제시되었다(나승일, 김기용, 문세연, 한상기, 2009). 개혁 방

안에 따라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을 특정 직업분야

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특성화고등

학교는 입시 위주 및 교과 교육 중심으로 편중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자 설립되었다(송달용, 이용환, 2008).

이처럼 2010년 이전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와 완전히 구분되는 별

개의 학교가 아니라 전문계고등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조금 더 학교의 특색을 강

조한 학교에 가까웠다(조규형, 2014). 1998년 3월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첫 

특성화고등학교로 개교한 이후 1999년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충북전산기계고등

학교 등 8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2000년에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

교,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등 13개교가 추가로 설립되었다(강성원, 옥준필, 

2000). 2010년 고등학교 체제가 개편되어 대부분의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운영되기 전까지 2001년에는 6개교, 2002년에는 1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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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는 7개교, 2004년 12개교, 2005년 9개교, 2006년 17개교, 2007년 

37개교, 2008년 37개교, 2009년 50개교가 특성화고로 개편 또는 신설되었다

(조규형, 2014). 

그러나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제정되어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설립됨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었고 평생교육 관점이 

강조됨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고등학교 포함) 학생들이 취업보다 대학을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특히 2002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

률(49.8%)이 취업률(45.1%)을 앞지르게 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장현진, 이지혜, 2012). 더불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열악한 근무조건은 특성화고등학교 졸

업생들의 취업률을 더욱 낮추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진학률이 

증가함에 따라 과잉학력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노동시장의 숙련수준 및 취업눈

높이에 대한 미스매치를 발생시켰다.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는 반면 중소기

업은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0%에 그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이

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나승일 외, 2009).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제고를 위

한 정책으로는 직업교육체제의 혁신과 대학진학 시스템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 

취업, 진학이 순서대로 연계된 비전 2030(최동선 외, 2011), 전문적이고 효과

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장인(마이스터) 육성을 목적으로 개교한 산

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 정책 등이 있다(장명희, 김종우, 이

병욱, 2008). 특히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2008년 “한국형 마이스터

고 육성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2010년 21

개교가 개교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까지 총 41개 고등학교가 개교했다.

2010년에 수립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은 현재 중등직업교육 체계를 

정립한 정책으로 전문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계고등

학교를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고 산업체 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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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중등직업교육 정책이다(교육부, 2010).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

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고등학교의 분류체계가 일반고

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네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었고 한 학교에 일반계와 전문계가 함께 존재하던 종합고등학교는 단계적으

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결과적으로 중등직업교육 기관은 산업

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50개교,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등학교 

350개교로 개편되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주요 운영 방향은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고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등 선취업후

진학 제도를 통해 일-학습 병행제를 추구하고 있다(최동선 외, 2011). 

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현황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014년 기준으로 45.0%(47,519명)로 2009년 

16.7%까지 감소했던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방향을 

취업 중심으로 설정한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02년 45.1%에 달하던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이후 7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최저치

인 16.7%를 기록했으나 이후 2010년 19.2%로 반등했고 2014년에는 45.3%

를 기록했다(교육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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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진학률 추이(2001~2014)

자료: 교육부. (2014). 특성화고의 비상, 드디어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서다. 교육부 보도자료.

동시에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급격히 감소했는데 2009년 대학진학

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38.7%로 13년 만

에 취업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취업과 진학 어느 한 가지도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약 13.6%를 차지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동시에 진학률이 감소

하는 현상은 정부의 취업중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의 국

정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졸업한 직후인 1월 취업자 중 7개월이 지

난 8월에도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는 1,651명(52.3%)으로 1,503명

(47.7%)이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조사되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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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진로를 결정했다면, 정부의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이 취업중심으로 전환된 

2010년 이후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이처럼 양적인 측면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2000년대 

후반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나 한편으로는 취업의 질과 관련되는 임금, 안정성, 

전공일치, 직무만족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가 취업 중심으로 정착되

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는 

2000년부터 약 15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정책

이 취업중심으로 변화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은 내적으로 보다 복합적인 

진로결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진로결정

가. 진로결정의 개념

진로결정(Career decision making)의 개념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이

성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직업적 요구가 부합될 때 진로가 

결정된다는 주장(Gati, 1986; Parsons, 1909)과 인간의 진로결정은 이성적인 

판단에만 기초하지 않으며, 우연적인 사건, 개인의 학습경험 등 다양하고 복합적

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처럼 진로결정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이라는 주장과 우연과 비

합리적 과정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또한 개인의 진로결정은 진로결정

과 미결정의 이분법적인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결정과 미결정을 두 축으로 한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Larson & Heppner, 

1985; Wanberg & Muchinsk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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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결정 관련 이론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이론으로 청소년

기 진로발달 및 결정에 대해 연구한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과 Super의 진로

발달이론, 그리고 사회인지이론을 주요하게 다룬다.

1) Ginzberg, Super의 진로발달이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17세~19세에 해당되며 진로발달이론에 따

르면 이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잠정적인 결정을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지혜, 정철영, 2010).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과 진학 중 자신의 

경력경로에 적합한 진로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선취업후진학 

제도의 확산으로 더 이상 취업과 진학이 양립할 수 없는 단절된 의사결정 사항

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먼저 직업세계에 종

사할 것인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것인지는 향후 그들의 진

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자로는 Ginzberg와 Super가 있다. 이들은 

인간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생애 관점에서 연구했는데 Ginzberg는 고등학

생 시기를 잠정기(tentative), 현실기(realistic)로 보고 잠정기에는 직업선택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 경험, 흥미 등을 바탕으로 직업선택에 필요한 사항들을 비

교·평가 하는 단계이며, 현실기에는 흥미, 가치관 등 개인적인 요소와 더불어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직업훈련 및 교육을 이수하는 단계이다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0). Ginzberg의 생애단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잠정기에서 현실기로 전환하여 직접 진로를 결정하고 그

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는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인으로서 어떤 경력을 밟아 나갈 것인지 결정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진

로결정이 실제 현실적인 결정 시기로 인식되며 자신이 지향하는 직업을 위한 결

정과 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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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는 생애에 걸쳐 개인의 진로가 발달되고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위치한 단계를 탐색기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탐색기는 자

신의 흥미, 가치 등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고 선호하는 직업을 탐색하여 진로결

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결정화 단계(14~18세)와 실제적으로 자

신이 추구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며 구체적

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구체화 단계(18~21세)로 나누어진다(곽민호, 2012; 김

보경, 정철영, 2013).

Ginzberg,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공통적으로 진로결정에 있어 고등학교 시

기를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중학교 시

기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단계였다면 고등학

교 시기는 현실적인 조건을 인식하고 진로결정을 구체화하며, 실제 직업세계에

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이 주

요 목적인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 대학(2년제, 4년제), 

창업 등 다양한 진로대안이 있는 만큼 특성화고등학교는 진로결정에 있어 상대

적으로 그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학년별로도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특정 직업세계의 개론적인 지식을 탐색하고 보통 교과지식을 학습하며, 자신의 진

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며,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는 본격적

으로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현실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취업, 진학을 결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개인의 행동과 환경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 진로발달을 심리적 변인과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흥미발달, 수행과정, 선택 세 가지 모형을 바탕으로 개인

의 흥미 발달과정과 진로목표 수행, 선택 과정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2000). Lent, Brown과 Hackett(1994)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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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은 개인의 자기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 흥미 등 개인 인지적, 심리적 

변인을 환경적, 맥락적 변인들이 촉진시키거나 저해하는 동적이고 상호적인 작

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개인은 진로장벽과 진로지지 등 자신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외부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로발달을 이루며(Brown et al., 

1996), 특히 환경적인 장벽은 진로 발전을 저해하고, 환경적인 지원은 진로 발

달을 촉진시킨다(Lent et al., 2000). 개인을 둘러싼 이 환경은 단일한 층이 아

니라 여러 층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국가, 지역, 가정, 학교 등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대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국가, 특성화고등학교, 가정 등 여러 환

경적 층으로 둘러싸여 있게 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양한 층들에 의해 개인은 외부 자극에 대해 보호받고 자극에 대해 반응, 대처

함으로써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곽민호, 2012).

결과적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이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진로결정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Lent, Brown, & Hackett, 2000). 

이처럼 진로결정에 있어 외부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이전까

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개

인의 진로결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 진로결정수준

개인의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 수준과 

결정의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자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이성식, 2007). Wanberg와 Muchinsky(1992)는 개인에 따라 진로

를 확실하게 결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처럼 초기에는 개인을 진로

결정자와 미결정자로 구분하고 미결정자의 특성과 원인을 구명하여 이들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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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주홍석, 정철영, 2012). 그러나 인간은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진

로결정 상황에 처하게 되고 여러 변인에 의해 진로가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진로결정수준을 단순히 결정자와 미결정자라는 이분법적 관점

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Larson과 Heppner(1985)는 진로

결정수준을 결정과 미결정을 양극점으로 한 하나의 연속적인 선 위의 특정한 지

점으로 정의했다. Lasron과 Heppner(1985)의 주장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의 개

념은 이분법적인 상태가 아닌 연속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로 변화되었으며, 진로

결정자와 진로미결정자들도 다양한 결정 수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진로미결정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면 Osipow(1999)는 진로미결정을 발달적인 진로미결정과 만성적인 

진로미결정 상태로 구분했다. 발달적인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실성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이 진로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 상태로 전 생애에 걸쳐 순환적인 진로결정 과정을 거친다. 반

면, 만성적인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이 필요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다(Fuqua & Harman, 1983). 이처럼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구분된 진로미결

정자 내에도 다양한 수준과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도 개발되었는데 주로 진로미결정 수준

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Holland와 Holland(1977)의 

VDMD(Vocational Decision-Making Difficulty Scale), Jones와 

Chenery(1980)가 개발한 CDP(Career Decision Profile) 등이 있다. 현재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Osipow 외(1976)의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로 개발자들의 임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이다(유지선, 2004). 따라서 Osipow 외(1976)의 진로결정

척도는 진로미결정의 원인과 이에 따른 상담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는데 ‘구조와 확신의 결여’, ‘인지된 외부적 장애’, ‘긍정적인 선택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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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갈등’ 4가지 미결정 원인과 이와 관련된 차원으로 구성 된다. 세부

적으로 진로결정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2문항은 진로결정

의 확신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개인이 얼마나 진로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며, 다음 16개 문항은 진로미결정 요소와 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탐색적인 행동과 진로를 결

정하고 난 이후 진로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준비행동을 포함하는 개념(김봉

환, 1997)으로 인지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

한다. Brown과 Heath(1984)는 개인이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은 

일정 부분 예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예측가

능성(predictability), 기대(expectedness), 준비(preparedness)를 중요한 요

소로 제시했는데 이 중 준비는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영란, 

2015). 이와 유사하게 서희정, 윤명희(2011)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결정과 결

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노력하고 있는 정도로 정의했으며, 최윤

경, 김성회(2012)는 개인의 일과 관련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 탐색, 결

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로 정의했다.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

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김계현(1997)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

인을 자아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과 직접적인 취업 관련 준비행동 두 가지로 구

분했다. 자아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의 경우 개인의 자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

해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을 검사도구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

며,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직접적인 취

업 관련 준비행동의 경우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력서를 작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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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 확보 활동, 실천적인 노력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정보수집활동에서는 개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직업세계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며, 필요한 도구 확보 활동에서는 개인이 결정한 진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 기자재, 교재 등 다양한 도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

한다. 실천적인 노력은 개인이 결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완성(2003)의 경우 진로준비행동 검

사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직업·학과결정

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이

를 측정하기 위해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도구를 개발했다. 최윤경, 김성회

(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준비행동 도구를 개발한 결과 자기이해행

동과 직업세계탐색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했으며, 측정문항은 총 2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서희정, 윤명희(2014)는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를 통해 학습영역, 상담 및 정보수집

영역, 취업실전영역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학습영

역은 구직이나 취업 후 직업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습활동을 의미하며,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은 진로결정 및 목표달성을 위해 상

담을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취업실전영역의 경우 실

제 직무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은 정보탐색활동, 예비적·실질적 실천행동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탐색이 있는데 진로탐색은 개인의 진로

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강재연, 2009; 최동선, 

2003). 진로준비행동과의 차이점은 진로탐색이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확인에 초점을 맞춘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정보탐색활동과 더불어 이력서 제출,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인 준비행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더 포

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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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결정 유형화

진로결정 유형화 연구는 진로미결정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상담

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 진로결정 유형 연구는 진로결정자와 

미결정자를 구분하고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특히 진로미

결정자의 특징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Wangerg & Muchinsky, 1992). 

이후 진로미결정 상태도 다양한 차원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고 대표적으로 Fuqua와 Hattman(1983)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발달적 미결정과 

만성적 미결정 두 가지 상태로 구분했다. 이 때 발달적 미결정 집단은 진로를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하는 집단을 의미하며, 만성적 미결정 집단은 우유부단하고 지속적으로 미결정 

상태를 유지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후 진로미결정자와 더불어 진로결정자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진로결정 상태를 유형

화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송지은, 이정윤, 2013). 

Larson, Heppner, Ham과 Dugan(1988)은 진로미결정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했는데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미결정자도 다양한 특정을 지닌 하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Larson 외(198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하위유형은 계획이 없는 회피 집단, 진로정보를 알고 있으

나 결단성이 부족한 집단, 진로정보와 확신이 모두 부족한 집단, 진로정보가 부

족한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와 유사하게 Lucas와 Epperson(1990)은 군집분석

을 통해 진로미결정자의 하위유형을 분석한 결과 행복-과업 중심 집단, 행복-

유희중심 집단, 딜레마 상태 집단, 흥미와 진로결정이 제한적인 집단, 목표가 불

확실하고 불안을 느끼는 집단으로 구분했다. 

Larson 외(1988), Lucas와 Epperson(1994)이 진로미결정자의 유형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했다면 Jones(1989)는 진로미결정자와 함께 진로결정자를 

포함하여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했다. Jones(1989)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을 

결정성, 편안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했는데, 그 결과 결정-편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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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결정-불편 집단, 미결정-편안 집단, 미결정-불편 집단으로 구분했다. 개인

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했는지도 중요하지

만 실제 결정한 진로에 대해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는 점에서 Jones(1989)의 연구는 진로결정 유형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켰다

는 의의가 있다. Jones(1989)와 유사하게 Newman, Fuqua와 Minger(1990)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결정-심각, 미결정-심각

하지 않음, 결정-불편, 결정-약간불편, 결정-중간편안, 결정-매우편안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진로결정-미결정 상태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함께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

하여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진로결정수

준과 준비행동을 바탕으로 인지적인 면의 진로결정과 행동적인 면의 진로준비행

동 수준을 중요한 두 요인으로 유형화하기 위한 시도가 존재해왔다(노혜정, 

2004). 진로와 관련된 집단 유형화 연구 중 김봉환(1997)은 기존의 연구가 행

동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5개 사범대학 총 879명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의 두 가지 차원을 준거로 하여 이차원

적인 유형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네 가지 타입이 도출되었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A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

은 B유형, 진로결정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C유형,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 모두 낮은 D유형으로 분류했다.

홍혜경(1998)은 대학생 진로상담자에 대한 차별적인 진단의 한 방법으로 서

울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상태를 유형화했는데 그 결과 여섯 개의 

진로결정상태 유형이 나타났으며, 각 유형의 특징에 따라 안정결정형, 다재다능

형, 잠정결정형, 불안결정형, 혼돈미결정형, 수행불안형으로 분류했다. 정윤경

(2000)은 진로상담을 위한 진로결정 문제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진로상담 문

제유형에 따른 진로상담 방안을 제시했는데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별 특성 차이를 확인했다. 손은령, 김

연중(2010)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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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하고 학습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했는데 단순히 진로결정 유

형을 도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도출된 유형과 학습행동의 관계를 분석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이와 유사하게 김지선(2012)의 연구에

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

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분포와 성격 및 진로장벽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

증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낮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나타냈고 유형별 성격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한 연구도 존재하는데 김성남

(2013)은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취업목표설정과 진로준비행동 두 가지 차원으로 유형화

하고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김성남(2013)의 연구에

서는 진로결정 유형을 진로발달 유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으며, ‘고졸자 취

업진로조사’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묻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진로

결정수준 대신 이와 유사한 취업목표 설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유형은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도출된 4

가지 유형과 동일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과 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A유형이 

29.9%, 진로결정 수준은 높으나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은 B유형이 13.8%, 진

로결정 수준은 낮으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C유형이 25.0%, 진로결정 수

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 모두 낮은 D유형이 31.3%로 구성되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영선(2014)은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유형을 도출

했는데 취업준비행동, 진로결정 및 계획,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이라는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준비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계층

분석을 활용하여 진로결정 유형을 분류했다. 그 결과 진로결정형, 진로미결정형, 

수동준비형, 준비부족형 4가지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진로결정형 집단은 진로

준비도 4가지 요인들의 평균 점수가 모두 높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준비부족

형 집단은 4가지 요인들의 평균 점수가 모두 낮은 특징을 보였다. 진로미결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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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취업준비행동, 자기이해, 진로정보수집의 평균 점수는 높았으나 진로결정 

및 계획에 대한 평균점수는 낮은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수동준비형 집단은 

행동적 측면은 높으나 인지적 측면은 자기이해만 높은 특징을 보였다. 진영선

(2014)의 연구는 기존의 진로결정 유형화 연구에서 활용한 인지적 측면의 진로

결정수준, 행동적 측면의 진로준비행동을 적용했으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새

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잠재계층분석이라는 탐색적 유형화 방법을 활용했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김봉환(1997)이 제시한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이차원적 기준을 사용하여 유형화 연구를 수행해왔

다면, 최근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다른 분류 기준을 추

가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준을 활용한 유형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외에도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장애 등을 통해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한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김민정, 양현정

(2015)은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진로

결정수준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준비 유형의 하위 집단을 분류했으

며, 연구결과 5개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인식부족형’ 집단으로 진로

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도 모두 낮은 특징을 보이며, 군집 2는 

‘고뇌형’ 집단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낮으나 취업스트레스는 높

은 특징을 보였다. 군집 3은 ‘태평형’ 집단으로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

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는 낮았으며, 군집 4는 ‘실행착수형’ 집단으로 진로

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취업스트레스가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군

집 5는 ‘안정형’ 집단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취

업스트레스는 가장 낮아 자신의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끼는 특징을 보였다. 김민정, 양현정(2015)의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인식과 행동의 2차원적 접근에 머물렀다면 집단 분

류 기준에 취업스트레스를 추가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포함시

켰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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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중, 손은령(201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분류 기준으로 진로유형을 분류했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진로장벽이 모두 높은 도전적인 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으나 지각된 진

로장벽은 낮은 긍정적인 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낮으나 지각된 진로장벽은 

높은 부정적인 유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진로장벽 모두가 낮은 자신 

없는 유형 4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중 가장 높은 분포 비율을 나타낸 집단은 긍

정적인 유형으로 32.0%였으며, 다음으로 부정적인 유형 30.7%, 도전적인 유형 

19.5%, 자신 없는 유형 17.8% 순이었다. 이처럼 김연중, 손은령(2012)은 기존 

진로결정 유형화 연구들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면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라는 다른 기준

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화 연구가 가능함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진로결정 유형화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김봉환

(1997)이 제안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라는 2차원적 분류를 적용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집단 분류에 있어 잠재계층분석을 활용

한 진영선(2014)의 연구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취업스트레스를 

집단 분류 기준으로 사용한 김민정, 양현정(2015)의 연구,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집단 분류기준으로 사용한 김연중, 손은령(2012)의 연구 등 차별

화된 통계방법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분류 기준을 사용한 연구들이 수행되는 등 

진로결정 유형화 연구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폭넓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

행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유형을 취업과 진학 등 개인의 진로대안을 모두 포함

하는 진로라는 큰 틀에서만 논의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결정 대안

으로 취업과 진학이라는 큰 두 가지 축이 존재하며 과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의 진로가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크게 변화했음을 고려해 볼 때, 현재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취업과 진학으로 세분화하여 진로결정 집단을 

유형화 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취업과 진학으로 세분화 하고 각각의 결정수준과 준비행동을 바탕으

로 집단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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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로결정 요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어 왔

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한 연

구(신희경, 김우영, 2005; 안선영, 이경상, 2009), 취업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

구(강순희, 2013; 노경란, 허선주, 2012; 이쌍철, 엄문영, 2014; 이지혜, 정철

영, 2010; 장현진, 이지혜, 2012; 조규형, 2014, 최동선, 이종범, 2013), 취업

선택집단과 진학선택 집단을 비교한 연구(김성환, 전용석, 2004), 취업, 진학선

택집단과 진로미결정 집단을 비교한 연구(오석영, 2012), 진로미결정 요인에 대

한 연구(진기영, 2009;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들의 진로결정요인부터 집단 간 비교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특성

화고등학교의 설립취지가 전문 직업인 양성에 있는 만큼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취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2010년 정부의 중등직업교육 선진

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취업과 진학, 미결정 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의 취업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영향 요인을 개인특성, 학

교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강순희, 2013 노경란, 허선주, 2012; 장현진, 이지

혜, 2012; 조규형, 2014). 강순희(2013)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인을 개인적 속성변인(성별), 고교특성과 학교생활 변인

(학교계열, 성적,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진로준비 변인(취업목표설정 여

부, 교육과정 만족도, 진로관련 경험의 빈도 또는 여부, 진로상담 경험 유무, 고

교 졸업 후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여부와 횟수), 가구배경 변인(부모의 학력, 

가구원 수, 부모의 총소득)으로 구분했으며, 조규형(2014)은 학생특성 변인(성

별, 입학동기, 가정의 진로지지, 가족의 경제적 수준, 부모 동거여부, 부모의 최

종학력, 교육포부, 학교수업만족도,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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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구직효능감, 성적, 취업관련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특성 변인(학교

계열,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참여비율, 

학교소재지, 졸업 후 모니터링)으로 구분했다. 노경란, 허선주(2012)는 개인 및 

가정특성 변인(성별, 거주지역, 부모학력, 가계소득), 취업목표 변인(취업목표 

유무, 취업목표 설정 시기), 학교진로 지도 변인(학교교육 만족도, 진로지도 만

족도, 취업지원 만족도, 학교 만족도, 학교성적), 가정진로지도 변인(가정 진로

지도 경험, 가정진로지도 빈도, 진로준비행동),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변인(직

업관련 교육 및 훈련 경험 유무, 경험시간, 다양성, 유익성,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활동 변인(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시간, 일자리 지원 경험, 면접 경험)으

로 구분했다. 선행연구들의 변인들을 종합하면 조규형(2014)의 분류에 따라 개

인특성 변인(선행, 학교맥락), 학교특성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경란, 허선

주(2012)와 강순희(2013)의 경우 학교생활, 진로지도 등 변인들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개인특성, 학교특성 변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영향 요인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취지가 전문 

직업인 양성인만큼 진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

학집단과 취업집단의 비교를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한 연구는 존재하는데 김성

환, 전용석(2004)은 가정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진학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학생들의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미래직업결정 

여부, 직업체험경험, 학교학과선택에 대한 대화, 아르바이트 횟수, 부모의 학력, 

편부모 여부,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도출되었다. 오석영(2012)의 경우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의 집단을 취업, 진학, 진로미결정으로 두고 진학영향요인을 분석

한 결과 보통교과 성적, 미래직업결정, 학과학교안내 참여 경험, 진로상담 경험

이 학생들의 진학결정에 유미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취업과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함께 진로미결정 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도 수행되어 왔는데 주로 성별, 학년, 가정형편,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진

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의사결정유형, 애착, 심리적 독립 등이 주요

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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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장희, 김은희, 2013) 이처럼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연구

들은 취업이나 진학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 보다 진로미결정 수준과 유형, 

결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은 심리

적, 환경적, 생리적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거나 탐색적으로 확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변인들

을 정리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가. 개인 특성 변인

1) 성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김경근, 

1999; 김안국, 신동준, 2007; 안주엽, 홍서연, 2002; 장현진, 이지혜, 2012; 조

규형, 2014). 여학생들이 남학생 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 의무와 취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지위가 불안정

한 취업을 선택하기보다 학업을 지속하거나 군 입대를 위한 대기 과정에 들어갔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노경란, 허선주, 2012). 

진학과 관련하여 김성환, 전용석(2004)은 남성일수록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는 취업영향요인과 유사하게 군입대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석영(2012)은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남학생이 여학

생 보다 취업을 하지 않고 진로미결정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성별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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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학동기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동기가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

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강순희, 2013; 노경

란, 허선주, 2012; 장현진, 이지혜, 2012; 조규형, 2014). 

장현진, 이지혜(2012)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다층분

석을 실시한 결과 특성화고 입학 동기가 취업선택 결정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알고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의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했다. 고등학교 입학동기가 졸업 후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강영혜와 박소영(2008)은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적합성은 입학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중학생들이 

특정 영역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기보다 낮은 

성적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밝혔다(김소예, 2009). 

특히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진학하려는 학과에 대해 충

분한 정보 없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정규, 2011)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입학동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중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동기가 진로결정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집단별로 입학

동기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3) 개인의 교육포부

교육포부는 한 개인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자 열망하는지 보여주는 지

표(전하람, 김경근, 2006)이며, 실제 교육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자신이 어느 정

도까지 고등교육을 이수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의미한다(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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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육포부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진학을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경근, 변인용(2006)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이나 미진학 

보다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대학 유형에 있어서 4년제 대학을 2년

제 대학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숙, 황여정(2007)에 따르면 

교육포부가 직업포부를 빠르게 형성시켜 직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안선영, 이경상(2009)의 연구에서는 교육포부가 낮을수록 취업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처럼 교육포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학생들이 취업과 진학, 진로미결정 상태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학교 교육 만족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수업내용 및 방법에 대한 인지

적, 정서적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Huebner, Ash & Laughlin, 2001). 선행연

구에 따르면 수업에 대한 만족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여주

며, 중도탈락률, 학습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illms, 2003).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박

행모, 문승태, 김희수(2008)의 연구의 경우 다양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특별

활동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 교육의 질이 

좋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하

는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것으로 학생들이 직업교육에 대

해 흥미를 갖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교육 만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서울시교육청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만족도를 연구한 이명훈(2007)

의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교과지도, 진로지도 및 상담, 교사와의 관계가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규형(2014)의 연구에서는 특성

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선택에 있어 수업에 대한 만족은 유의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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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만족을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5) 학업성적

학업성취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다양한 연구에 

의해 그 유의성이 확인되어 왔다(김경근, 변인용, 2006; 채창균, 2009). 학업성취

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지적 수준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실성을 입증하는 지표

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 보면 학업성적은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채창균, 2009). 학업성취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선행연구들은(노경란, 허선주, 2012; 장혜진, 이지혜, 2012; 조규형, 2014; 최

동선, 이종범, 2013) 모두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

고 있다. 

학업성취 수준은 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진학 가능성을 높

여주기도 하는데 오석명(2012)은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결정 연구에서 보통교과로 대표되는 국영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

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문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취업할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집단과 비교할 경우 전문교과 성적이 높

을수록 미결정 상태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 수준을 단순히 높다 낮다는 수준으로 분석할 경우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고 그 수준을 서

열형으로 조사하여 교과유형별, 수준별 등급에서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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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별에 대한 인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차별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입직 후 직업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박태준, 2008; 이선미, 2012; 이지혜, 

정철영, 2012). 박윤희, 허영준, 오계택(2013)의 고졸자 채용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비교연구에 따르면 최근 고졸 취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졸자 채용과 관련하여 학력 차별이 중요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준(2008)은 졸업 후 고졸 취업자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 인식할 경우 직업교육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

용함을 제시했으며, 김은영(2001)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불확실

성이 높아지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할 경우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조규형(2014)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졸업 후 사회적 대우가 나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이들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고졸 취업자에 대

한 차별을 더 인식할수록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 인식이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흥

미를 발달시키고 진로목표에 이르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다양

한 환경적 요인들이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를 개인이 어떻게 받

아들이고 재해석하는가에 따라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흥미와 목표설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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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

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오석영(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진학, 취업, 진로미결정으로 구분된 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조아미(2007)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해당되는 정보탐색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8) 일 경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일 경험은 학교에서의 현장체험 활동, 인턴, 아르바

이트 경험 등을 포함한다.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일 경험은 직업 가치관을 확

립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 감각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이병

희, 2003).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일 경험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

타났으나(김주섭, 2002; 박성재, 2004; 최동선, 2008; Carr, Wright, & Brody 

1996), 한편으로 일 경험이 진로결정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

기헌, 박영실, 2006; 장기영, 2008; 조아미, 2007). 일 경험의 하나인 아르바이

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많고, 학업 부담이 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정화, 2004). 장원

섭(2001)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생에게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

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배경, 일의 특성 등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진학과 관련해서도 김성환, 전용석(2004)은 재학 중 아르

바이트 경험이 진학결정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취업선택 확률을 유의하게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 경험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취업을 할 것인지, 오히려 일 경험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을 가지고 진학이나 미결정 상태로 남을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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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일 경험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연구에서는 일 경험 변인을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9) 거주지역

지역적 특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들이 존재한다(장현진, 이지혜, 2012; 조규형, 2014; 최동선, 이종범 

2014). 장현진, 이지혜(2012)는 도시 학생보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으며, 최동선(2007)의 연구에서도 장현진, 이지혜

(2012)와 유사하게 대도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역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 가족 특성 변인

1) 부모의 경제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은정, 2007, 남재봉, 2009;  신명호, 2010; 

유선, 정영애, 2012; 유홍준, 김월화, 200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 진로결정, 노동지위 등 다양한 부분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시적으로는 세대 간 지위 재생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창규,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경제수준이 있다. 최동선

(2013)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자녀가 취업보다 진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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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학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동선, 2002). 실제 박현수(2013)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청년들의 직업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배

경이 청년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장현진, 

이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수준이 학생의 취업결정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규형(2014)은 부모의 경제수준이 취업결정

에 있어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조사 대상자의 가정 경제수

준이 전반적으로 중, 중하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분

석했다.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김성환, 전용석(2004)은 부모의 소

득이 높을수록 취업을 결정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반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선행연구 결과가 상반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수준은 자녀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수준 변인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2)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학력은 소득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박현수, 2013; 최은영, 홍장표, 2014; Blau & Duncan, 1967; Parkin, 

1971). 남기곤(2008)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

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으며, 채창균(2009)은 부모의 학력이 학생의 진

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감소한다고 밝

혔다. 김경근, 변인용(2006)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는 

진학을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유사하게 김혜정(2005)도 부모의 학력이 낮

을수록 자녀가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데 강순희, 안준기(2012), 조규형(2014)은 부모의 최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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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자녀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김성환, 전용석(2005)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함께 

포함한 집단에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보다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

반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최종학력 변인을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부모의 진로지지

가정환경은 자녀들의 인격 형성, 사회화 등 자녀 발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에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

용하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Lent et al., 2000). 또한 부모는 성장기의 자녀에게 역할모델로서 개인의 자

아개념, 가치관, 직업관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에게서 접한 

직업정보를 진로결정에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림, 2012). 

이지연(2013)에 따르면 부모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지지의 하위변인인 정서지

지, 평가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이는 곧 부

모의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주희, 문은미(2011)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부모의 진로지지를 많이 인식할수록 진로결

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도 부모

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지

지가 진로결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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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교육기대

부모의 교육기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세상과 소

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방식들에 의해 형성된 가치이며, 이는 사회 문화적 

영향 속에서 형성된다(오경희, 한대동, 2009). 학부모는 현재 우리 사회를 학벌

사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영화, 1992; 이두휴, 남경희, 손준종, 오경희,  

2007), 자녀의 학업성취를 통해 계급상승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열

망을 바탕으로 부모는 자녀가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5년 전 대학진학률이 약 80%에 근접했으며, 이는 고

등교육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부모의 기대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기대 변인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

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 학교 특성 변인

1) 계열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양, 가사·실업 다섯 가지 

계열로 구분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 간 특성 차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들에게는 향후 입직하게 될 산업분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결정

에 중요한 변인이다. 강순희(2013)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계

열별 취업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상업계, 공업계 등 학교 계열의 차이에 따라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채창균(2009)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 진로결정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는데 상업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률

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실업 상태에 있는 학생 비율도 계열 간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정선욱(2009)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을 활용하여 계열선택과 고졸자의 

취업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상업과 공업계열이 취업할 확률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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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열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계열 차이에 의한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다는 이쌍철, 주현준(2013), 조규형(2014)의 연구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계열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

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계열 변인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진로상담

정부의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이 취업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진로지도 및 상담의 

초점과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오석영(2012)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진로상담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12년도에는 취업할 확률을 유의미

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진로상담이 취업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라 판

단했으며, 진로미결정 집단과 취업집단을 비교했을 때 2012년도에 진로상담을 받

은 학생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 취업 중심의 진로상담이 효과

가 있음을 밝혔다. 반면 김성환, 전용석(2004)은 진로지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프

로그램이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진로상담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일

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상담 변

인을 진로상담 횟수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

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진로체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직업관을 확립하고 자

신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진로체험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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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11; 봉미미, 김은

나, 박성희, 이명진, 2011). 봉미미 외(2011)에 따르면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

에 참여한 집단이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포함하는 학습동기와 진

로결정에 대한 확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영(2011)의 연구에서

는 직업체험 활동을 포함한 진로프로그램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자아효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진로체험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진로체험이 실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집단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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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 잠재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취업의지와 취업

준비행동(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 진학의지, 진학준비행동(진학정보탐색, 

진학예비행동)을 기준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도출된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각 집

단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그림 Ⅲ-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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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진로결정 유형에 대한 개인, 가족, 학교 특성 변인에 따른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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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4년 교육통

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475개교이며, 재학생 수는 

310,599명이다(교육통계연보, 2014). 특성화고 재학생 수의 분포를 학년별, 지

역별, 계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31,657명(42.4%), 지방 178,942명(57.6%)이며 각 학년 별로 1

학년은 103,954명(33.5%), 2학년은 104,235명(33.6%), 3학년은 102,410명

(32.9%)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 계열별 분포눈 농업계열이 16,973명(5.5%), 

공업계열이 140,991명(45.4%), 상업계열이 127,795명(41.1%), 가사·보건계

열이 22,277명(7.2%), 그리고 수산·해양계열이 2,563명(0.9%)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103,954 33.5

2학년 104,235 33.6

3학년 102,410 32.9

지

역

수도권 42,991 42.0

비수도권 59,419 58.0

계열

농업계 16,973 5.5

공업계 140,991 45.4

상업계 127,795 41.1

가사·실업계 22,277 7.2

수산·해양계 2,563 0.8

계 310,599 100.0

자료: 교육부. (2014). 2014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표 Ⅲ-1> 모집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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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앞서 모집단에서 제시된 비율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131,657명(42.4%), 지방 178,942

명(57.6%)으로 약 1:1.4의 비율을 보인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전국의 특성

화고등학교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했으며, 군집표집을 통해 수도권 5개교에 

280명, 지방 8개교에 420명을 할당했다. 계열별 학생의 비율은 공업계열과 상

업계열, 그리고 그 외 계열의 비율이 약 8 : 7 : 3임을 고려하여 농업계 고등학

교 2개, 공업계고 6개, 상업계고 5개를 선정했다. 

3. 조사도구

가. 취업결정수준

취업과 진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측정도구는 개발되

어 있으나 세부적으로 취업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및 확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들의 취업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외(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도구를 활용했

는데, 진로결정검사의 하위요인 중 진로확신 정도를 의미하는 2문항을 특성화고

등학교와 취업에 초점을 맞춰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진로결정수준 검사 도구에서 진로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

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 문장에 결정 여부와 

결정에 대한 편안함, 방법 등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에 초

점을 맞추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생각이 있다’, ‘나는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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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직업이 있다’, ‘나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

다’로 문항을 수정했다. 

수정된 측정문항을 진로교육 분야 박사 2인과 박사수료생 1인에게 내용을 검

토 받았으며, 모든 문항의 응답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0.645, 본 조사에서 0.836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취업결정수준 3 0.645 0.836

<표 Ⅲ-2> 취업결정수준 신뢰도 검사 결과

나. 진학결정수준

진학결정수준의 경우 취업결정수준과 동일하게 진학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및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과 진학은 진로라

는 큰 범위 아래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취업결정수준

과 동일하게 Osipow 외(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수준 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도구를 활용했다. 진로결정검사의 하위

요인 중 진로확신 정도를 의미하는 2문항을 특성화고등학교와 진학에 초점을 맞

춰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진로결정수준 검사 도구에서 진로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

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를 알고 있다’로 표현되어 있는 문항을 진학에 초점을 맞

추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졸업 후 곧바로 대학(전문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있다’, ‘나는 졸업 후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전공이 있다’, ‘나는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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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편안함을 느낀다’로 수정했다. 

수정된 측정문항을 진로교육 분야 박사 2인과 박사수료생 1인에게 내용을 검

토 받았으며, 모든 문항의 응답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0.860, 본 조사에서 0.896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진학결정수준 3 0.860 0.896

<표 Ⅲ-3> 진학결정수준 신뢰도 검사 결과

다. 취업준비행동

개인이 직업을 준비하거나 취업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얻고 준

비, 대처하는 행동(어윤경 외, 2011)을 의미하는 취업준비행동은 이제경

(2004), 어윤경 외(2011)에 의해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며, 유사하게 취업

준비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인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도 김봉환(1997), 박완성

(2003), 최윤경, 김성회(2012)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측정도

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에 초점을 두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김봉환(1997)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활

용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경

(2004)은 취업준비행동을 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소스,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준비행동의 강도로 구분했으며, 어윤경 외(2011)는 공식

적 직업탐색, 비공식적 직업탐색, 예비적 직업탐색, 적극적 직업탐색, 탐색강도, 

준비노력으로 구분했다. 박완성(2003)은 진로준비행동을 진로탐색활동, 정보수

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직업준비활동으로 구분했으며, 최윤경, 김성회(201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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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자기이해행동, 직업능력향상행동, 직업세계탐색행동

으로 구분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이 특성화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취업준비행동을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으로 구분했다. 

진로교육 분야 박사 2인과 박사수료생 1인에게 내용을 검토를 받았으며, 신뢰

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문항, 비공식적 취업

정보탐색 5문항, 취업예비행동 5문항,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를 확정했다. 응답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뢰도의 경

우 예비조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862였으며,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0.765,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0.763, 취업예비행동 0.663이었

다. 본조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931, 공식적 취업

정보탐색 0.873,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0.846, 취업예비행동 0.833으로 측정

도구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취업준비행동 15 0.862 0.931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 0.765 0.873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 0.763 0.846

취업예비행동 5 0.663 0.833

<표 Ⅲ-4> 취업준비행동 신뢰도 검사 결과

타당도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절대부합지수를 대표하는 RMSEA 지수

는 0.089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AGFI .855로 적합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NFI, CFI, TLI 지수가 각각 .902, .916, 

.900으로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명적합지수의 경우 PRATIO, 

PNEI, PCFI를 분석한 결과 각각 .829, .747, .759로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은 하위변인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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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

이 구성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판단기준 수치 판명

절대부합도지수

 > .05
522.5869

(df=87, p=0.000)
미적용

RMSEA

≥ .05(매우 좋음)

≥ .08(좋은편임)

≥ .10(보통)

0.089 보통

GFI ≥ .90 .895 양호

AGFI ≥ .85 .855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 ≥ .90 .902 적합

CFI ≥ .90 .916 적합

TLI ≥ .90 .900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 ≥ .60 .829 적합

PNEI ≥ .60 .747 적합

PCFI ≥ .60 .759 적합

<표 Ⅲ-5> 취업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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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취업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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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학준비행동

상대적으로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의 경우 어윤경 외(2011), 이제경(2004)

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진학준비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는 

전무한 상황인데,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일

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준비행동 수준을 측정한 홍성욱(200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학준비행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진학

준비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진로준비행동 측정도구와 진학에 대한 진로대

안 중 하나인 취업준비행동을 참고하여 진학준비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진

학준비행동은 취업준비행동과 동일하게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비공식적 진학정

보탐색, 진학예비행동으로 구성되며 진로교육 분야 박사 2인과 박사수료생 1인

에게 내용을 검토를 받았다.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결과 최종적으로 공식적 진

학정보탐색 5문항,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5문항, 진학예비행동 5문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했다. 

신뢰도의 경우 예비조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934

였으며,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0.875,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0.776, 진학예비행

동 0.860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이 

0.965,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0.931,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0.903, 진학예비행

동 0.913으로 측정도구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진학준비행동 15 0.934 0.965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5 0.875 0.931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5 0.776 0.903

진학예비행동 5 0.860 0.913

<표 Ⅲ-6> 진학준비행동 신뢰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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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절대부합지수를 대표하는 RMSEA 지수

는 0.10으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나타냈으며, GFI는 .849, AGFI는 .792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의 경우 NFI, CFI, TLI 지수가 

각각 .920, .929, .914로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명적합지수의 

경우 PRATIO, PNEI, PCFI를 분석한 결과 각각 .829, .762, .770으로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진학준비행동은 하위변인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진학예비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이 구성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판단기준 수치 판명

절대부합도지수

 > .05
710.361(df=87, 

p=0.000)
미적용

RMSEA

≥ .05(매우 좋음)

≥ .08(좋은편임)

≥ .10(보통)

.10 보통

GFI ≥ .90 .849 양호

AGFI ≥ .85 .792 양호

증분적합지수

NFI ≥ .90 .920 적합

CFI ≥ .90 .929 적합

TLI ≥ .90 .914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 ≥ .60 .829 적합

PNEI ≥ .60 .762 적합

PCFI ≥ .60 .770 적합

<표 Ⅲ-7> 진로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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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진학준비행동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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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 특성 변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 특성으로 성별, 학년, 거주지역, 입학동기, 교육포부, 차별에 대한 인식, 일 

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교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일반교과, 전공교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문항을 구성했다.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범주

성별 남성/여성 1
➀ 남자

➁ 여자

입학동기
특성화고에 

입학한 이유
1

➀졸업 후 취업

➁대학진학

➂부모님, 지인의 권유

➃성적, 가정형편에 맞춰서

➄소질과 적성에 맞아서

➅기타

교육포부
본인이 원하는 

최종학력수준
2

➀고등학교 졸업

➁전문대학 졸업

➂대학 졸업

➃대학원 졸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목표설정

미래계획

직업정보

25 1 - 5

학교교육만족 학교교육 만족 수준 6 1 - 5

학업성취
보통교과 2 1 - 5

전문교과 1 1 - 5

차별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5 1 - 5

일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1
➀ 있음

➁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 동기 1

➀ 선생님 등 주위사람의 권유로

② 본인의 흥미 때문에

③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서

④ 용돈을 벌기 위해서

⑤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기간 1

➀ 하루나 이틀 정도 

②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③ 1~2개월 정도

④ 3개월~6개월 정도

⑤ 6개월 이상 

<표 Ⅲ-8> 개인 특성변인 문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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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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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더미 변인화 한 후 값을 부여했다. 

2) 입학동기

선행연구들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진로결정에 있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진학, 취업에 관한 

내용이 문항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적으로 부모님 또는 지인의 

권유, 성적에 맞춰서, 소질과 적성에 맞아서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3) 교육포부

교육포부는 학생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 획득하고자 하는 최

종적인 학위를 지칭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동일한 이지혜, 정철영

(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포부 문항을 활용했다. 문항의 범주는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되며, 자료 분석 시 선

행연구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년수를 고려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학 졸업은 14, 대학교 졸업은 16, 대학원 졸업은 

18로 변환하여 투입했다. 

4) 차별에 대한 인식

차별에 대한 인식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받게 될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규형(2014)이 오창환, 정철영(2009)과 이지

혜, 정철영(2010)의 도구를 바탕으로 수정한 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은 총 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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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며 응답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

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의 

Cronbach’s α 값은 0.875였으며 본조사에서는 0.892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차별 인식 5 0.875 0.892

<표 Ⅲ-9> 차별 인식 신뢰도 검사 결과

5) 일 경험

특성화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일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여

부, 아르바이트 동기, 아르바이트 기간으로 설정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해 경험 있음을 1, 경험 없음을 0으로 기입하도록 했으며, 아르바이트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주변의 권유’, ‘본인의 흥미’, ‘가정의 생활비’, ‘개인 

용돈’, ‘사회경험’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하루나 이틀정

도’의 단편적인 경험, 산발적인 경험, 1~2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5가지 

범위로 설정했다. 

6)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1996)를 이은경

(2001)이 타당화한 문항을 사용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 수는 총 

25문항이며, 문제해결,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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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전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928이였으며, 정보수집 0.901, 목표설정 0.758, 진로계획 0.841, 미래계획 

0.682였다. 본조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0.949였으며, 정보수집 

0.917, 목표설정 0.837, 진로계획 0.778, 미래계획 0.763으로 측정도구가 신뢰

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 0.928 0.949

정보수집 11 0.901 0.917

목표설정 6 0.758 0.837

진로계획 3 0.841 0.778

미래계획 5 0.682 0.763

<표 Ⅲ-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신뢰도 검사 결과

7) 학업성적

이 연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보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

분하여 측정한다. 오석영(2012)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보통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진학을 할 확률이 높은 반면 전공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취업 할 확률이 높다고 밝히는 등 학업성적의 효과에 대한 논의

가 분분한 가운데 학업성취를 보통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보통교과는 영어와 수학에 대한 주관

적인 학업성취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전공교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전공교과라는 포괄적이지만 단일한 문항

으로 구성했다. 보통교과의 경우 영어와 수학 성적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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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두 문항의 평균값을 하, 중하, 중, 중상, 상으로 재등급화 하는 과

정을 거쳤다. 응답범위는 Likert 5점 척도이며, 보통교과 2문항, 전공교과 1문

항 총 3문항이다. 

8) 학교 교육 만족도

학교 교육 만족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생 개인의 지식 및 기술 

향상, 흥미 고취, 미래 효용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동선 외(2011)와 조규형

(2014)이 활용한 학교수업 만족도 문항을 사용했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 결과 학교 교육 만족도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912였으며, 본조사에서는 0.936으로 충분한 신

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학교 교육 만족도 6 0.912 0.936

<표 Ⅲ-11> 학교 교육 만족도 신뢰도 검사 결과

바. 가족 특성 변인

가족 특성 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수준, 부모

의 진로지지, 부모의 교육기대, 부모의 최종학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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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범주

부모의 경제수준

학생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부모의 

경제수준

1 1 - 5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 8 1 - 5

부모의 교육기대
학생이 생각하는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1

➀고등학교 졸업

➁전문대학 졸업

➂대학 졸업

➃대학원 졸업

부모의 최종학력
아버지의 최종학력

어머니의 최종학력
2

➀중학교졸업 이하

➁고등학교 졸업

➂전문대학 졸업

➃대학 졸업

➄대학원 졸업

<표 Ⅲ-12> 가족 특성변인 문항

1) 부모의 경제수준

부모의 경제수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표기하는 것 보다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인 경제수

준을 응답하도록 했다. 채창균(2009)을 비롯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응답하도록 했으며 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응답범위는 상, 중상, 중, 중하, 하 5수준

으로 구분했다. 

2)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4가지 수준으로 구분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모두 기

입하게 하여 전반적인 부모의 학력수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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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진로지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부모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수

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House(1981)의 정의를 바

탕으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만든 장수현(2012)의 도

구를 사용했다. 측정도구는 정서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평가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수준을 측정하여 총합을 활용한다. 응답범

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예

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비조사의 Cronbach’s α 값은 0.909였으

며, 본조사는 0.915로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명 문항 수
Cronbach’s α

예비조사 본조사

부모의 진로지지 8 0.909 0.915

<표 Ⅲ-13> 부모의 진로지지 신뢰도 검사 결과

4) 부모의 교육기대

부모의 교육기대는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적인 교육수준을 의미하는데 

개인 차원 변인 중 교육포부가 학생 개인이 희망하는 최종적인 교육 수준을 의

미한다면 부모의 교육기대는 인식의 대상이 부모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이지혜, 정철영(2010)이 사용한 문항을 활용했으며, 응답범주는 개인

의 교육포부와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

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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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문항범주

학교 계열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 1

➀농업계열

➁상업계열

➂공업계열

➃해양·수산계열

➄가사·실업계열

진로상담
진로상담 횟수 1 개방형

진로상담 만족도 1 1 - 5

진로체험
진로체험 횟수 1 개방형

진로체험 만족도 1 1 - 5

<표 Ⅲ-14> 학교 특성변인 문항

사. 학교 특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상담 횟수 및 만족도, 진로체험 횟수 및 만족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했다.   

1) 학교계열

학교 계열은 현행 특성화고등학교 계열 분류 체계를 따라 공업, 상업, 농업, 

해양·수산, 가사·실업계열로 구분한다. 

2) 진로상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진로상담의 정도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진로상담 횟수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특성

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진로상담을 받는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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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만족도 측정을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진로상담 횟

수는 개방형 문항이며, 만족도는 응답범위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진로체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체험의 정도와 수준을 확인

하기 위해 진로체험 횟수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측정문항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진로체험 활동을 하는지 그 정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만족도 측정을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에 대해 학생

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진로체험 횟수는 개방형 문항이며, 만족도는 응답범위가 Likert 5점 척도로 구

성되었다.

4. 자료수집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이며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편을 통해 인쇄된 

설문지와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고 교사가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회수된 설문지는 648부(92.6%)이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과 자료누락을 고려하

여 최종적으로 627부(89.1%)를 분석에 활용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자속적

으로 전화를 통해 설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수집 진행사항을 점검하

고 학교 계열, 학년 별로 균형 있는 표본이 수집되고 있는지 확인했으며, 학교 일

정 등을 이유로 설문지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설문기간을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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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Mplus 6.0과 SPSS 23 for Windows를 통해 분

석했다. 잠재집단 분석을 위해 Mplus 6.0을 사용했으며 잠재집단 간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SPSS 23 for Windows를 사용했

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했다.

가.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은 관찰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잠재된 하

위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혼합모형(mixture modeling)의 한 종

류로서, 피험자들의 문항 반응 패턴의 이질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을 각 하위집단

으로 분류하는 모형을 지칭 한다(민여준, 2015).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자료를 

축약한다는 점에서 요인분석 또는 군집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요인분석의 

경우 잠재변인을 축약 하는데 초점을 둔 변인 중심적인 방법인 반면, 잠재프로

파일 분석은 변인이 아닌 대상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작은 수의 집단으로 축약한

다는 점에서 대상 중심적인 접근이다(편지애, 2015). 또한 군집분석의 경우  이

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전에 예상되는 군집 수를 지정해야 되는 반면, 잠재계

층분석은 탐색적인 방법으로 추출되는 계층의 수를 자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비슷한 응답을 보이는 대상자를 잠재적인 동일 집단

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잠재계층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과 동일하

며, 횡단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경

우 관측된 종속변인이 연속형인 반면, 잠재계층분석은 범주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은 n번째 관찰변인로서, 주어진 잠재집단에 이 속할 확률은 모든 잠재집

단에 대하여 집단 j로 분류될 사전확률 와 이 특정 집단에 속할 확률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민여준, 2015). 또한 문항 M개에 대한 반응벡터는 

  ⋯, c개의 잠재집단변인 L은  ⋯로 나

타내는데, 여기서 잠재집단 c의 출현율은   로 표현하며, 각각의 

잠재집단 c는 평균 과 분산 

인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른다. 결과적

으로 가장 일반적인 모형은 제한이 없는 다변량 정규분포로부터 도출된다(민여

준, 2015; Vermunt & Magidson, 2002). 다음 식은 각각 잠재집단과 관측변

인에 대한 결합분포와 주변부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    

 × 


 




×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잠재집단을 도출함에 있어 모형적합 지수를 바탕으로 가

장 적절한 분류를 판단하게 되는데, 잠재집단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모형 적합도

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표적인 모형 적합 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수정된 

BIC(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의 정보기준지수이다(신택수, 

2010). 정보기준지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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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로그 우도값, 는 모수의 수, 은 표본의 크기를 나타내며, AIC, BIC, 

saBIC 지수가 감소할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LMR(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유의수준에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데 일반적으로 p-value 값이 0.05 이하인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집단은 AIC, BIC, saBIC 

지수가 감소할수록, LMR, BLR 값이 유의수준 내 위치할 때 적합하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확장한 개념으로 종속변인

이 명목형 변인이면서 집단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독립

변인은 연속형 변인과 명목형 변인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독립변인

이 모두 명목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검증을 주로 사용한다(채구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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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의 식은 다음과 같은데 종속변인이 2개 범주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p와 일어나지 않은 확률 1-p를 대비시킨다. 

ln 


   ⋯  

반면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인이 3개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 다른 사건을 대비시키게 되는데 이 특정 사건을 기준집단

(reference)이라 부르며, 어떤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과 해

석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준집단 설정이 중요하다. 

ln 


   ⋯  

ln 


   ⋯  





- 67 -

IV. 연구결과 및 논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결정수준, 취업

준비행동,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을 기준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

했으며, 모형 적합도와 해석가능성, 분포비율을 바탕으로 적절한 잠재집단 수를 

도출했다. 다음으로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가족, 학교 관련 변

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차이검증을 실시했으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1. 잠재집단 수 선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준

비행동에 대한 응답패턴을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을 분

류했다. 적절한 잠재집단 수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를 바탕으로 집단 분

류의 적정성을 확인했으며, 적합도 확인을 위해 사용한 지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aBIC(the 

adjusted BIC), LMR(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test)이다. BIC, AIC, saBIC 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높아지며 LMR과 BLRT는 유의수준 0.05이하일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분포비율의 경우 각 잠재집단에 위치한 표본 

수가 최소한 1% 이상일 경우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권

재기, 2014; 편지애, 2015; Hilletal, 2000). 잠재집단 분류에 대한 모형적합도 

결과는 <표 Ⅳ-1>,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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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BIC AIC saBIC LMR BLRT

집단 간 분류 비율

1 2 3 4 5 6 7

2개집단 12162.10 12273.12 12193.75 0.00 0.00
314

(50.1%)

313

(49.9%)

3개집단 11602.73 11753.72 11645.77 0.08 0.00
326

(52.0%)

231

(36.8%)

70

(11.2%)

4개집단 11155.61 11346.57 11210.05 0.00 0.00
144

(23.0%)

212

(33.8%)

57

(9.1%)

214

(34.1%)

5개집단 10852.79 11083.72 10918.63 0.01 0.00
102

(16.3%)

99

(15.8%)

181

(28.9%)

189

(30.1%)

56

(8.9%)

6개집단 10519.11 10790.01 10596.34 0.42 0.00
61

(9.7%)

97

(15.5%)

208

(33.2%)

178

(28.4%)

32

(5.1%)

51

(8.1%)

7개집단 10677.96 10367.10 10455.72 0.02 0.00
26

(4.1%)

95

(15.2%)

68

(10.8%)

58

(9.3%)

167

(26.6%)

45

(7.2%)

168

(26.8%)

<표 Ⅳ-1>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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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잠재집단 수에 따른 BIC, AIC 지수 변화

<표 Ⅳ-1>의 결과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BIC, AIC 

saBIC 수치가 감소하다 7개 집단으로 분류될 때 BIC 수치가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잠재집단이 2개일 경우 BIC 지수는 12162.10, AIC 지수

는 12273.12였으며, 잠재집단이 6개일 때 BIC 지수는 10519.1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잠재집단의 수가 7개로 증가하자 BIC 지수는 10677.96

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잠재집단이 6개로 구분될 때 BIC 지수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LMR과 BLRT의 p-value를 살펴보면, 

BLRT p-value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0.05 이하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나 LMR 

p-value의 경우 잠재집단 수가 3개, 6개일 때 0.05 이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BIC, AIC, saBIC 지수가 가장 낮으면서 LMR, BLRT의 P-value

가 유의한 집단은 잠재집단을 5개로 분류한 경우와 7개로 분류한 경우이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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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집단간 분류 비율을 살펴보면 잠재집단을 5개로 분류한 경우 1집단 

102명(16.3%), 2집단 99명(15.8%), 3집단 181명(28.9%), 4집단 189명

(30.1%), 5집단 56명(8.9%)으로 표본 수가 가장 적은 집단이 56명(8.9%)인 

반면 잠재집단을 7개로 분류한 경우 1집단 26명(4.1%), 2집단 95명(15.2%), 

3집단 68명(10.8%), 4집단 58명(9.3%), 5집단 167명(26.6%), 6집단 45명

(7.2%), 7집단 168명(26.8%)으로 표본 수가 가장 적은 집단이 26명(4.1%)으

로 해석가능성 측면에서 5개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

다. 최종적으로 BIC, AIC, saBIC 지수, LMR, BLRT p-value, 집단간 분류 비

율을 고려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는 5집단으로 결정되었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도출된 적정 잠재집단에 대하여 취업결정수준,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 진학결정수준,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비공식적 진

학정보탐색, 진학예비행동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면 [그림 Ⅳ-2], <표 Ⅳ

-2>,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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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하위지표에 따른 잠재집단별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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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합계/

평균

표본 수
102명

(16.3%)

99명

(15.8%)

181명

(28.9%)

189명

(30.1%)

56명

(8.9%)

627명

(100%)

취업결정

수준
3.43 4.45 3.82 3.10 3.30 3.59

공식적 

취업정보

탐색

1.72 3.16 3.15 2.23 3.25 2.65

비공식적 

취업정보

탐색

1.91 3.34 3.32 2.44 3.55 3.85

취업예비

행동
1.79 3.24 3.27 2.20 3.56 2.73

진학결정

수준
2.10 1.81 3.06 3.07 4.41 2.83

공식적 

진학정보

탐색

1.21 1.58 2.94 2.37 4.10 2.37

비공식적 

진학정보

탐색

1.26 1.62 3.04 2.44 4.02 2.43

진학예비

행동
1.11 1.42 2.82 2.25 3.99 2.25

<표 Ⅳ-2> 하위지표에 따른 잠재집단별 프로파일 



- 73 -

 구 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F Scheffe

취업

결정수준
3.43 4.45 3.82 3.10 3.30 45.666*** b>c>a>d

b>c>e

공식적 

취업

정보탐색

1.72 3.16 3.15 2.23 3.25 161.587*** b,c,e>d>a

비공식적 

취업

정보탐색

1.91 3.34 3.32 2.44 3.55 151.238*** b,c,e>d>a

취업

예비행동
1.79 3.24 3.27 2.20 3.56 187.435*** b,c,e>d>a

e>c

진학

결정수준
2.10 1.81 3.06 3.07 4.41 105.556*** e>c,d>a,b

공식적 

진학

정보탐색

1.21 1.58 2.94 2.37 4.10 535.679*** e>c>d>b>a

비공식적 

진학

정보탐색

1.26 1.62 3.04 2.44 4.02 450.179*** e>c>d>b>a

진학

예비행동
1.11 1.42 2.82 2.25 3.99 485.411*** e>c>d>b>a

* p<0.05, ** p<0.01, ***p<0.001

<표 Ⅳ-3> 하위지표에 따른 잠재집단별 프로파일 ANOV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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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1의 경우 취업결정 수준이 평균 3.43점으로 가장 높으나 취업준비행동

에 해당되는 공식적 취업정보탐색(1.72점),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1.91점), 취

업예비행동(1.79점)은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진학결정수준(2.10점)

과 진학준비행동에 해당되는 공식적 진학정보탐색(1.21점), 비공식적 진학정보

탐색(1.26점), 진학예비행동(1.11점)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진학

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집단 1

은 취업결정수준이 평균 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으며,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

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진학결정 

수준도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진학예비행동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업결정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나, 취업준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은 

모두 낮은 집단 1을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으로 명명했다. 

집단 2의 경우 취업결정수준이 평균 4.45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결정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준비행동에 해당되는 공식적 취업정보탐색(3.16점),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3.34점), 취업예비행동(3.24점)도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결정수준과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수준인 반면, 진학결정수준과 진

학준비행동 수준은 모두 낮았는데, 진학결정수준의 경우 1.81점, 공식적 진학정

보탐색 1.58점,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1.62점, 진학예비행동 1.42점으로 전반

적으로 진학에 대해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경우

에도 집단 2는 취업결정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취업준비행동

에 해당되는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 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학결정수준은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진학준비행동과 관련된 지표들도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업결정수준이 아주 높고 취업준비행동을 수

행하고 있는 집단 2를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으로 명명했다.

집단 3의 경우 취업결정수준이 3.82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취업준비행동도 공

식적 취업정보탐색 3.15점,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3.32점, 취업예비행동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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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취업을 위한 준비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 2와 대조적으로 진

학결정수준 3.06점으로 진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진학준비

행동 역시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2.94점,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3.04점, 진학예

비행동 2.82점으로 취업준비행동 보다 그 수준이 약간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취

업과 진학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전체 

평균과 비교할 경우 집단 3은 취업결정수준이 평균 보다 약간 높은 편이며, 취

업준비행동에 해당되는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

행동 수준은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결정

수준 및 진학준비행동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집단 3은 집단 내적으로는 취업결정수준이 진학결정수

준 보다 높았으며, 집단 간 비교 결과 취업결정수준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취업준비행동과 진학준비행동 수준이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이런 특

징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집단 3을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집단으로 

명명했다. 

집단 4의 경우 취업결정수준과 진학결정수준이 각각 3.10점, 3.07점으로 취

업과 진학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이며, 취업준비행동에 해당되는 

공식적 취업정보탐색(2.23점),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2.44점), 취업예비행동

(2.20점)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진학준비행동에서도 공식적 진학정보

탐색 2.37점,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2.44점, 진학예비행동 2.25점으로 진학을 

위한 준비행동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집

단 4는 취업결정수준과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

행동을 포함하는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평균보다 낮았으며, 진학결정수준과 진학

준비행동 수준도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2점 초반

으로 수준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집단 4는 취업과 진학 사이에서 명확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동시에 취업 또는 진학준비행동도 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집단 4를 ‘진로미결정-미행동’ 

집단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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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5의 경우 진학결정수준이 4.41점으로 가장 높으며 진학준비행동에 해당

되는 공식적 진학정보탐색(4.10점),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4.02점), 진학예비

행동(3.99)이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취업결정수준의 경우 3.30점으로 보

통 수준이었으며, 취업준비행동에 포함되는 공식적 취업정보탐색(3.25점), 비공

식적 취업정보탐색(3.55점), 취업예비행동(3.56점)도 모두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집단 5는 취업결정수준이 다른 집단 보

다 가장 낮은 반면 진학결정수준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취업준비

행동과 진학준비행동 수준은 다른 집단보다 모두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적

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진학준비행동의 수준이 취업준비행동 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5가 진학준비행동과 함께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가장 높

은 이유는 진학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교수업에 집중하며 

내신 성적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취업결정수준은 가장 낮으나 진학결정수준 및 진학준비행동이 가장 높은 이 집

단을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으로 명명했다.

실제 표본이 각 집단에 속한 비율을 살펴보면, 취업과 진학에 대해 진로를 결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준비행동도 하지 있는 ‘진로미결정-미행동’ 집단에 속

하는 표본이 189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수준의 취업 선

호를 보이지만 취업과 진학, 모두에 대한 준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보통취업

선호-탐색행동’ 집단에 속한 표본이 181명(28.9%)으로 많았다. 취업에 대한 

선호가 약하게 존재하나 실질적인 준비행동은 하고 있지 않는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집단은 1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취업에 대한 선호와 준비

행동 수준이 강한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집단의 경우 전체 조사 대

상자 중 15.8%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진학에 대한 선호와 진학준비행동 수준

이 높은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의 경우 가장 적은 56명(8.9%)이 

포함되어 있었다. 

잠재집단에 대한 표본의 분포 비율에서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전반적으로 특성

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선호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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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진학에 비해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

동’ 집단과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집단,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집단

의 비율을 합하면 61.0%로 약 2/3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입

학 동기가 대학진학 또는 낮은 학업성적에 기인한다는 선행연구(김소예, 2009; 

류성희, 2007; 방하나, 2011)와 다른 점으로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상

당수가 대학 진학 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특징으로는 취업과 진학 어느 쪽도 크게 선호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극

적인 준비행동도 하지 않는 ‘진로미결정-미행동’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전체

의 30.1%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진로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탐색행동도 하

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잠재집단별 영향요인 분석

이 장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집단별 개인, 가족, 학교 특성을 확인했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변화 되지 않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 차이

분석을 실시한 뒤 유의미한 변인만 회귀분석에 투입했다. 다음으로 투입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다른 잠재집단과의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했다.

가. 잠재집단별 특성 

1) 개인 특성

 잠재집단별 개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학년, 지역, 입학동기, 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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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개인의 교육포부, 학업성

취, 교육만족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가) 성별

성별의 경우 집단 내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남학생

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57.1%에서 최대 74.6%의 범위를 

보였다. 집단 간 비교 결과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과 ‘보통취업선

호-탐색행동’집단이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

단,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업을 선호하면서 실제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집단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진학 선호 또는 미결정 집단으로 갈수

록 그 비율이 감소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취업에 대

해 더 긍정적이며, 실제 더 많이 준비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성별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남학생
63

(62.4%)

73

(73.7%)

135

(74.6%)

108

(57.1%)

34

(60.7%)

여학생
38

(37.6%)

26

(26.3%)

46

(25.4%)

81

(42.9%)

22

(39.3%)

합계
101

(100%)

99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4> 잠재집단별 성별 분포

나) 학년

학년의 경우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에서 

1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반면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 ‘보통

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서 2학년 학생



- 79 -

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들이 취업과 진학 모든 측면에서 진로결정 수준이 더 높아지며, 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취업과 진학 등 실질적인 진

로결정을 앞둔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보다 더 많은 탐색 및 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학년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1학년
55

(54.5%)

42

(42.4%)

77

(42.5%)

101

(53.4%)

20

(35.7%)

2학년
46

(45.5%)

57

(57.6%)

104

(57.5%)

88

(46.6%)

36

(64.3%)

합계
101

(100%)

99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5> 잠재집단별 학년 분포

다)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 ‘약한취업선호-미행동’,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진로미결정-미행동’,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

행동’ 집단 모두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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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역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읍면
24

(23.8%)

35

(35.4%)

52

(28.7%)

48

(25.4%)

13

(23.2%)

도시
77

(76.2%)

64

(64.6%)

129

(71.3%)

141

(74.6%)

43

(76.8%)

합계
101

(100%)

99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6> 잠재집단별 거주지역 분포

라) 입학동기

입학동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진

학이 아닌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강한취업선호-강

한취업행동’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

학했다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집단 내에서 진학을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서

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긴 했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부모님, 중학교 선생님 등을 포함하는 

지인의 권유로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아 ‘강한취업선호-강한

취업행동’집단에 비해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상태로 입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집단과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정형편을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

다. 이는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진로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대한 준비행동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통취업

선호-탐색행동’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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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들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가 강화된다면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으로 옮겨갈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동기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취업
50

(49.0%)

60

(60.6%)

81

(44.8%)

81

(42.9%)

22

(39.3%)

진학
6

(5.9%)

0

(0.0%)

12

(6.6%)

27

(14.3%)

10

(17.9%)

지인

권유

13

(12.7%)

7

(7.1%)

20

(11.0%)

14

(7.4%)

8

(14.3%)

가정

형편

15

(14.7%)

12

(12.1%)

29

(16.0%)

39

(20.6%)

6

(10.7%)

소질

적성

11

(10.8%)

18

(18.2%)

35

(19.3%)

21

(11.1%)

8

(14.3%)

기타
7

(1.1%)

2

(2.0%)

4

(2.2%)

7

(3.7%)

2

(3.6%)

합계
102

(100%)

99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7> 잠재집단별 입학동기 분포

마) 개인 교육포부

개인 교육포부의 경우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과 ‘강한취업선호-강한

취업행동’집단의 경우 최종학력으로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59.8%, 

54.5%로 높은 편이었으나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집단, ‘진로미결정-미

행동’ 집단,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한진학선호-강

한진학행동’집단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집단 내에

서 82.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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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진학 모두에 대한 준비행동을 하고 있는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과 진

로를 결정하지 않고 탐색적 행동도 하지 않는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의 경

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각각 66.3%, 59.8%를 차지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교육

포부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고등학교 

졸업

61

(59.8%)

54

(54.5%)

61

(33.7%)

76

(40.2%)

10

(17.9%)

전문대학 

졸업

18

(17.6%)

19

(19.2%)

62

(34.3%)

40

(21.2%)

24

(42.9%)

대학 

졸업

23

(22.5%)

25

(25.3%)

53

(29.3%)

68

(36.0%)

18

(32.1%)

대학원

졸업

0

(0.0%)

1

(1.0%)

5

(2.8%)

5

(2.6%)

4

(7.1%)

합계
102

(100%)

99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8> 잠재집단별 교육포부 분포

바) 일반교과 성적

일반교과 성적의 경우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서 중상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약한취업선호-미행

동’집단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의 

경우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일반교과 성적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강한취

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전문교과와 함께 일반 교과 수업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의 

경우 중하 이하의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 비율이 45.8%로 높은 편이었는데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취업과 진학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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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업성취까지 낮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

일반

교과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하
27

(26.5%)

6

(6.1%)

16

(8.8%)

30

(16.0%)

5

(8.9%)

중하
28

(27.5%)

18

(18.2%)

43

(23.8%)

55

(29.3%)

12

(21.4%)

중
27

(26.5%)

29

(29.3%)

55

(30.4%)

47

(25.0%)

12

(21.4%)

중상
10

(9.8%)

28

(28.3%)

39

(21.5%)

43

(22.9%)

20

(35.7%)

상
10

(9.8%)

18

(18.2%)

28

(15.5%)

13

(6.9%)

7

(12.5%)

합계
102

(100%)

99

(100%)

181

(100%)

188

(100%)

56

(100%)

<표 Ⅳ-9> 잠재집단별 일반교과 성적 분포

사) 전공교과 성적

전공교과 성적의 경우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에서 중상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 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집단 48.7%,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 48.2% 순으로 

가장 높았다.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은 실질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전공교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의 경우 취업 보다 진학에 

대해 더 많은 선호를 보이고 있으나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관리 차원에서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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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전공

교과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하
21

(20.6%)

3

(3.0%)

5

(2.8%)

20

(10.7%)

4

(7.1%)

중하
21

(20.6%)

8

(8.1%)

23

(12.7%)

38

(20.3%)

7

(12.5%)

중
33

(32.4%)

34

(34.3%)

65

(35.9%)

76

(40.6%)

18

(32.1%)

중상
17

(16.7%)

30

(30.3%)

45

(24.9%)

43

(23.0%)

15

(26.8%)

상
10

(9.8%)

24

(24.2%)

43

(23.8%)

10

(5.3%)

12

(21.4%)

합계
102

(100%)

99

(100%)

181

(100%)

187

(100%)

56

(100%)

<표 Ⅳ-10> 잠재집단별 전공교과 성적 분포

아) 일 경험

일 경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취업선호-미행동’, ‘강한취업선호-강한

취업행동’집단에서 재학 중 일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근소하게 높은 반면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의 경우 재학 

중 일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경험

여부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경험

있음

48

(47.5%)

49

(49.5%)

101

(55.8%)

93

(50.0%)

36

(64.3%)

경험 

없음

53

(52.5%)

50

(50.5%)

80

(44.2%)

93

(50.0%)

20

(35.7%)

합계
101

(100%)

99

(100%)

181

(100%)

186

(100%)

56

(100%)

<표 Ⅳ-11> 잠재집단별 일 경험 여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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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 동기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경험한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 경험을 위해 일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집단

동기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경제적

이유

39

(81.2%)

35

(70.0%)

65

(63.1%)

72

(76.6%)

25

(69.4%)

경험
7

(14.6%)

12

(24.0%)

36

(35.0%)

17

(18.1%)

9

(25.0%)

지인

권유

0

(0.0%)

2

(4.0%)

2

(1.9%)

4

(4.3%)

0

(0.0%)

기타
2

(4.2%)

1

(2.0%)

0

(0.0%)

1

(1.2%)

2

(5.6%)

합계
48

(100%)

50

(100%)

103

(100%)

94

(100%)

36

(100%)

<표 Ⅳ-12> 잠재집단별 일 경험 동기 분포

일 경험 기간의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자 중 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집단은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으로 46.9%였으

며, 다음으로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이 39.2%, ‘진로미결정-미

행동’집단 38.5%,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38.3%, ‘강한진학선호-강

한진학행동’집단 37.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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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기간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하루/ 

이틀

16

(34.0%)

9

(19.6%)

13

(13.3%)

15

(16.5%)

7

(21.9%)

비정

기적

2

(4.3%)

13

(28.3%)

19

(19.4%)

18

(19.8%)

6

(18.8%)

1~2

개월

11

(23.4%)

6

(13.0%)

20

(20.4%)

23

(25.3%)

7

(21.9%)

3~6

개월

11

(23.4%)

5

(10.9%)

16

(16.3%)

18

(19.8%)

7

(21.9%)

6개월

이상

7

(14.9%)

13

(28.3%)

30

(30.6%)

17

(18.7%)

5

(15.6%)

합계
47

(100%)

46

(100%)

98

(100%)

91

(100%)

32

(100%)

<표 Ⅳ-13> 잠재집단별 일 경험 기간 분포

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전체적으로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이 평

균 3.79점으로 가장 수준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

단이 3.53점,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이 3.43,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이 3.03점,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이 2.81점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취업이나 

진학을 결정하고 준비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집단들이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거나 준

비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의식의 경우 ‘강한진학선호-강한진

학행동’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한취

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

행동’집단,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순이었다. 특히‘약한취업선호-미행

동’집단의 목표의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약한취업선호

-미행동’집단의 경우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취업을 중심으로 운

영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뿐 주체적이고 구체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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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목표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의 경우 목표의식과 동일하게 ‘강한

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거나 준

비행동에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직업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의 경우 ‘강한진학선호-강한진

학행동’집단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

동’집단과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약

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제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 준비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문제해결 수준

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미래계획의 경우에도 ‘강한진학선호-강

한진학행동’집단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

행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약

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순이었다. 취업과 진학을 결정하고 실제 준비행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 보다 미래계획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준비행동을 한다는 것이 곧 진로를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실제 실천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해보면 행동 집단이 미행동 집단보다 미

래에 대해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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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진

로

결

정

자

기

효

능

감

전체 2.81 0.684 3.53 0.561 3.43 0.479 3.03 0.547 3.79 0.594

목표

의식
2.65 0.732 3.45 0.643 3.41 0.536 2.96 0.597 3.88 0.672

직업

정보
2.98 0.790 3.73 0.622 3.54 0.558 3.18 0.620 3.87 0.670

문제

해결
2.55 0.644 3.26 0.586 3.25 0.531 2.76 0.570 3.58 0.646

미래

계획
2.95 0.943 3.41 0.734 3.37 0.684 3.08 0.767 3.70 0.845

<표 Ⅳ-14> 잠재집단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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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잠재집단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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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차별인식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특성

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을 높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약한취업

선호-미행동’집단에서 차별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로미결정

-미행동’집단,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

동’집단,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 순이었다. ‘약한취업선호-미행

동’집단과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은 차별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에 대한 준

비행동을 하지 않고 수동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카) 학교 교육 만족

학교 교육 만족의 경우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의 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는데 선취업후진학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방향을 전환한 이

후 취업에 초점을 맞춘 학교 교육이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의 학

생들에게는 가장 적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통취업선호-탐

색행동’집단,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

단,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순으로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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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특성화고 

차별인식
2.76 1.023 2.04 0.794 2.27 0.723 2.67 0.780 2.37 1.026

교육

만족도
2.74 1.008 3.59 0.786 3.56 0.778 3.11 0.731 3.41 1.061

<표 Ⅳ-15> 잠재집단별 특성화고 차별인식, 교육만족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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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특성

가) 아버지 학력

잠재집단별 아버지 학력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강한진학선호-강한

진학행동’집단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의 경우 아버지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집단

부

학력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중학교

졸업이하

14

(15.1%)

6

(6.3%)

20

(11.8%)

13

(7.3%)

6

(11.3%)

고등학교

졸업

49

(52.7%)

50

(52.6%)

92

(54.4%)

103

(58.2%)

19

(35.8%)

전문대학

졸업

4

(4.3%)

5

(5.3%)

9

(5.3%)

8

(4.5%)

5

(9.4%)

대학교

졸업이상

26

(28.0%)

34

(35.8%)

48

(28.4%)

53

(29.9%)

23

(43.4%)

합계
93

(100%)

95

(100%)

169

(100%)

177

(100%)

53

(100%)

<표 Ⅳ-16> 잠재집단별 아버지 학력 분포

나)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하여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강한취업선호-강

한취업행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

단의 경우 집단 간 어머니의 학력 분포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전문대 졸업 이상의 비율이 

57.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문대 졸업에 해당되는 비율이 21.4%로 다른 집

단의 비율이 10%이하인 점과 비교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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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

학력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중학교

졸업이하

9

(9.9%)

5

(5.8%)

12

(7.2%)

11

(6.4%)

1

(1.8%)

고등학교

졸업

55

(60.4%)

47

(54.7%)

97

(58.1%)

111

(64.5%)

22

(39.3%)

전문대학

졸업

2

(2.2%)

7

(8.1%)

7

(4.2%)

10

(5.8%)

12

(21.4%)

대학교

졸업이상

25

(27.5%)

27

(31.4%)

51

(30.5%)

40

(22.1%)

21

(37.5%)

합계
91

(100%)

86

(100%)

167

(100%)

172

(100%)

56

(100%)

<표 Ⅳ-17> 잠재집단별 어머니 학력 분포

다) 가정 경제수준

가정 경제수준의 경우‘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중상 이상인 비율이 3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이 21.6%로 높았고 ‘약한취업선호-미행

동’집단의 경우 10.9%로 가장 낮았다.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의 

경제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은 희망교육 수준과 더불어 자녀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며,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의 경우에도 가정 경제 수준이 낮지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의 가정형편이 가장 낮다는 점은 가정 

경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보다 취업을 생각하고 있으나 

취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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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가정

경제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상
1

(1.0%)

1

(1.0%)

7

(3.9%)

3

(1.6%)

3

(5.4%)

중상
10

(9.9%)

12

(12.2%)

32

(17.7%)

29

(15.3%)

15

(26.8%)

중
52

(51.5%)

57

(58.2%)

100

(55.2%)

105

(55.6%)

29

(51.8%)

중하
24

(23.8%)

21

(21.4%)

38

(21.0%)

46

(24.3%)

7

(12.5%)

하
14

(13.9%)

7

(7.1%)

4

(2.2%)

6

(3.2%)

2

(3.6%)

합계
101

(100%)

98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18> 잠재집단별 가정경제 수준 분포

라) 부모의 교육기대

부모의 교육기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

육수준이 대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

교 학부모도 자녀의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강한 교육적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의 경우 자녀의 최종

학력으로 전문대학 이상을 기대하는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으며, ‘약한취

업선호-미행동’집단이 63.7%로 가장 낮았다.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의 경우 자녀의 최종학력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 비율

이 32.3%로 집단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나 67.7%의 학부모가 전문대학 이

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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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교육

기대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고등학교

졸업

37

(36.3%)

32

(32.3%)

29

(16.0%)

48

(25.4%)

7

(12.5%)

전문대학

졸업

19

(18.6%)

20

(20.2%)

52

(28.7%)

38

(20.1%)

14

(25.0%)

대학교

졸업이상

46

(45.1%)

47

(47.5%)

100

(55.3%)

103

(54.5%)

35

(62.5%)

합계
102

(100%)

99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19> 잠재집단별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 분포

마)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진로지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녀의 진로에 대해 지지하는 편

이었으며, 진로지지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

으로 평균 4.08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통취업선호-탐색해동’집단 3.88점,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 3.82점,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3.65

점,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 3.42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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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로

지지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부모의 

진로지지
3.42 1.094 3.82 0.950 3.88 0.898 3.65 0.821 4.08

<표 Ⅳ-20> 잠재집단별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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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특성

가) 계열

계열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업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은 ‘강한취업선호-강한취

업행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

동’집단에 속한 비율이 높았으며, 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공업계열 학생들이 많았다.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과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의 경우 상업정보 계열에 속하는 학생 비율

이 각각 44.1%, 33.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업정보 계열

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계열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공업
45

(44.1%)

69

(69.7%)

126

(69.6%)

86

(45.5%)

37

(66.1%)

상업정

보

45

(44.1%)

17

(17.2%)

31

(17.1%)

63

(33.3%)

10

(17.9%)

농업
12

(11.8%)

13

(13.1%)

24

(13.3%)

40

(21.2%)

9

(16.1%)

합계
102

(100%)

99

(100%)

181

(100%)

189

(100%)

56

(100%)

<표 Ⅳ-21> 잠재집단별 계열 분포

나)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진로상담 횟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진로상담 횟수가 0~2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는 편이었다. 세부적으로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이 가장 많은 

진로 상담을 받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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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

단의 경우 진로상담 횟수가 0~2회에 불과한 학생들이 88.3%를 차지하여 특히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진로상담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

상담

횟수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0회
39

(45.3%)

22

(24.4%)

27

(16.2%)

52

(32.7%)

11

(20.8%)

1∼2

회

37

(43.0%)

46

(51.1%)

82

(49.1%)

75

(47.2%)

22

(41.5%)

3∼4

회

7

(8.1%)

15

(16.7%)

49

(29.3%)

20

(12.6%)

12

(22.6%)

5회 

이상

3

(3.5%)

7

(7.8%)

9

(5.4%)

12

(7.5%)

8

(15.1%)

합계
86

(100%)

90

(100%)

167

(100%)

159

(100%)

53

(100%)

<표 Ⅳ-22> 잠재집단별 진로상담 횟수 분포

진로체험 횟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진로상담 횟수가 0~2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체험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는 편이었다. 세부적으로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이 가장 많은 진로 

체험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 ‘강한취업선

호-강한취업행동’집단,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

동’집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의 경우 진로체험을 

0~2회 받은 학생들이 70.4%를 차지해 진로미결정 학생들에 대한 진로체험 강

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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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체험

횟수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0회
16

(19.8%)

6

(8.6%)

7

(5.3%)

20

(13.8%)

5

(10.4%)

1∼2

회

39

(48.1%)

37

(52.9%)

76

(57.1%)

82

(56.6%)

24

(50.0%)

3∼4

회

17

(21.0%)

18

(25.7%)

37

(27.8%)

25

(17.2%)

10

(20.8%)

5회 

이상

9

(27.2%)

9

(12.8%)

13

(9.8%)

18

(12.4%)

9

(18.8%)

합계
81

(100%)

70

(100%)

133

(100%)

145

(100%)

48

(100%)

<표 Ⅳ-23> 잠재집단별 진로체험 횟수 분포

학교 진로상담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 수

준을 나타냈으며,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에서 진로상담에 대해 가장 만

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약한취업

선호-미행동’집단 순이었다. 

학교 진로체험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냈

으며,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에서 진로상담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강한진학선

호-강한진학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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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진로상담 

만족도
3.04 0.781 3.40 0.867 3.64 0.966 3.15 0.899 3.61 1.365

진로체험

만족도
3.12 0.862 3.57 1.091 3.54 0.883 3.16 0.822 3.53 1.120

<표 Ⅳ-24> 잠재집단별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만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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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변인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성별

남학

생

63

(62.4%)

73

(73.7%)

135

(74.6%)

108

(57.1%)

34

(60.7%)
16.476**

여학

생

38

(37.6%)

26

(26.3%)

46

(25.4%)

81

(42.9%)

22

(39.3%)

학년

1학

년

55

(54.5%)

42

(42.4%)

77

(42.5%)

101

(53.4%)

20

(35.7%)
10.532*

2학

년

46

(45.5%)

57

(57.6%)

104

(57.5%)

88

(46.6%)

36

(64.3%)

거주

지역

읍면
24

(23.8%)

35

(35.4%)

52

(28.7%)

48

(25.4%)

13

(23.2%)
4.845

도시
77

(76.2%)

64

(64.6%)

129

(71.3%)

141

(74.6%)

43

(76.8%)

부

학력

중졸

이하

14

(15.1%)

6

(6.3%)

20

(11.8%)

13

(7.3%)

6

(11.3%)

15.488

고졸
49

(52.7%)

50

(52.6%)

92

(54.4%)

103

(58.2%)

19

(35.8%)

전문

대졸

4

(4.3%)

5

(5.3%)

9

(5.3%)

8

(4.5%)

5

(9.4%)

<표 Ⅳ-25> 통제변인 선정 차이검증 결과

4) 통제변인 선정

개인의 노력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만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

했다. 차이검증을 실시한 변인은 성별, 학년,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가정 경제

수준, 계열이며, 차이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성별, 학년, 어

머니 학력, 가정경제 수준, 계열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노력

으로 바뀌지 않는 변인들 중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성별, 학년, 어머니 학력, 가

정경제 수준, 계열만 통제변인으로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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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변인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강한취업선호

강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모 

학력

중졸

이하

9

(9.9%)

5

(5.8%)

12

(7.2%)

11

(6.4%)

1

(1.8%)

35.382***

고졸
55

(60.4%)

47

(54.7%)

97

(58.1%)

111

(64.5%)

22

(39.3%)

전문

대졸

2

(2.2%)

7

(8.1%)

7

(4.2%)

10

(5.8%)

12

(21.4%)

대졸

이상

25

(27.5%)

27

(31.4%)

51

(30.5%)

40

(22.1%)

21

(37.5%)

경제

수준

상
11

(10.9%)

13

(13.2%)

39

(21.6%)

32

(16.9%)

18

(32.2%)

19.894*중
52

(51.5%)

57

(58.2%)

100

(55.2%)

105

(55.6%)

29

(51.8%)

하
38

(37.7%)

28

(28.5%)

42

(23.2%)

52

(27.5%)

9

(16.1%)

계열

공업
45

(44.1%)

69

(69.7%)

126

(69.6%)

86

(45.5%)

37

(66.1%)

47.542***상업

정보

45

(44.1%)

17

(17.2%)

31

(17.1%)

63

(33.3%)

10

(17.9%)

농업
12

(11.8%)

13

(13.1%)

24

(13.3%)

40

(21.2%)

9

(16.1%)

* p<0.05, ** p<0.01, ***p<0.001

나. 상관관계 분석

이 연구에서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속형 

변인들을 투입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대상 변인은 차별인식, 부모의 진로지

지, 학교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상담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부모의 교육기대, 개인의 교육포부로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과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교육 

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상담만족도, 진로체험만족도가 부적인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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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진로지지와 학교교육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상

담만족도, 진로체험만족도는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교육만족도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상담만족도, 진로체험만족도와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상담만족도, 진로체험만족

도, 부모의 교육기대, 개인의 교육기대와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진로상담만족도의 경우 진로체험만족도와 보통 이상의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

으며, 부모의 교육기대와 개인의 교육포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개인의 교육포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교육 만족도, 진로상담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와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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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변인 차별인식
부모의 

진로지지

학교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상담 

만족도

진로체험

만족도

부모의 

교육기대

개인의 

교육기대

차별인식 1

부모의 

진로지지
-.270** 1

학교교육

만족도
-.464** .320**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60** .299** .437** 1

진로상담 

만족도
-.309** .287** .351** .317** 1

진로체험 

만족도
-.301** .195** .323** .194** .548** 1

부모의 

교육기대
.033 -.053 -.009 .097* .001 .006 1

개인의 

교육포부
.037 .006 .039 .130** -.032 -.057 .487** 1

* p<0.05, ** p<0.01, ***p<0.001

<표 Ⅳ-26> 상관계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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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재집단 영향 요인 분석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에 대한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

을 구명하기 위해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의 목적과 집단

별 표본 수, 해석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을 기

준집단으로 선정했는데,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진로 미결정 상태에 있는 학생들과의 차이점을 구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주요 진로 중 하나인 ‘강한진학선호-강한진

학행동’집단과의 차이를 함께 구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취업선호-강한

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했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해 투입된 변인은 개인 특성 변인으로 성별, 학년, 입학

동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인의 교육기대, 

교육만족도, 일반교과 학업성취, 전공교과 학업성취이며, 가족 특성 변인으로 가

정 경제수준,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교육기대, 어머니 학력을 투입했다. 학교

특성 변인으로는 학교계열, 진로상담 횟수를 선정했다. 진로상담만족도, 진로체

험 횟수 및 만족도의 경우 결측치가 많아 변인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EXP(b)는 회귀계수 b에 한 승산비를 의미하며 

각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기준집단(reference group)이 아닌 비교집단

에 속할 가능성의 배수를 의미한다(채구목, 2014). 구체적으로 EXP(b) 의 값

이 1보다 높을 경우에는 각 변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비교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집단을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으로 설정했을 때 해

당 변인의 EXP(b) 값이 1보다 크고 유의미할 경우 변인의 값이 한 단위 증가

할 때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이 아닌 비교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EXP(b) 값만큼 증가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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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비교집단)

가)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약한취업선

호-미행동’집단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에 영향

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과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학교 교육만족도가 도출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인지할수록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인식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약한취업선호-미

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65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차별 인식이 높아질수록 취업을 선호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준

비행동을 실천하는 데는 주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과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을 구

분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292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줄수록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에서 ‘강한취업선

호-강한취업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만족도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만족하면 할수

록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만족도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약한취업선호-미

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534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취

업에 대해 약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준비행동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

우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을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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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표준편차 Exp(B)

개인

특성

성별 -.002 .437 .998

학년 -.291 .373 .747

차별인식 .502* .259 1.65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231*** .372 .292

개인 교육포부 .131 .261 1.140

일반교과 학업성취 -.200 .186 .819

전공교과 학업성취 -.163 .211 .850

입학동기 -.599 .376 .549

학교 교육만족도 -.627* .265 .534

가족

특성

가정 경제수준 -.376 .296 .686

부모의 진로지지 -.057 .202 .945

어머니 학력 -.003 .089 .997

부모 교육기대 .141 .244 1.152

학교

특성

진로상담 횟수 -.322 .235 .725

학교계열-공업(ref 농업) .153 .698 1.165

학교계열-상업정보(ref 농업) 1.410 .741 4.098

* p<0.05, ** p<0.01, ***p<0.001

<표 Ⅳ-27> 강한취업선호-강함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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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보통취업선호-탐색

행동집단(비교집단)

나)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보통취업선

호-탐색행동’집단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을 결

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는 학생 개인의 교육포부, 입학동기가 도출되었다. 

개인의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의 교육포부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1.7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잠재집단의 특성을 분석했을 때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

단의 경우 취업결정 수준과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높은 반면 진학결정 수준

과 진학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였으나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

의 경우 취업결정 수준은 보통 정도이며, 취업준비행동과 진학준비행동을 모두 

수행하는 탐색적 행동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이 희망하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취업과 함께 진학을 위한 정보탐색, 예비행동

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동기 변인의 경우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일수록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학 당시 취업에 대한 의지가 한 단위 더 높아질수록 ‘보통취업선호-탐색행

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0.540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을 목적

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년,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취업에 대

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초기 입학 동기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

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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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표준편차 Exp(B)

개인

특성

성별 .361 .369 1.435

학년 .240 .306 1.271

차별인식 .290 .224 1.33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01 .314 .818

개인 교육포부 .545* .214 1.725

일반교과 학업성취 -.246 .152 .782

전공교과 학업성취 -.058 .173 .943

입학동기 -.617* .306 .540

학교 교육만족도 .149 .222 1.161

가족

특성

가정 경제수준 .399 .234 1.490

부모의 진로지지 .174 .172 1.190

어머니 학력 -.058 .072 .944

부모 교육기대 .273 .207 1.314

학교

특성

진로상담 횟수 .216 .176 1.242

학교계열-공업(ref 농업) -.450 .519 .637

학교계열-상업정보(ref 농업) .041 .609 1.042

* p<0.05, ** p<0.01, ***p<0.001

<표 Ⅳ-28>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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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진로미결정-미행동 

집단(비교집단)

다)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진로미결정

-미행동’집단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을 결정하

는 유의미한 요인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인의 교육포부가 도출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변인의 경우 차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할

수록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차별인식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에 속

할 가능성이 1.67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한취업선호-미행

동’집단과 동일하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이 학생들의 취업선택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한 단위 높아질 때마다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0.337배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계획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교육포부 변인의 경우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최종학력을 희망할수록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

의 교육포부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95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교육포부가 높아질수록 취

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앞서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집

단과의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한데, 현재 국가적으로 선취업후진학을 바탕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일-학습 병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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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표준편차 Exp(B)

개인

특성

성별 -.301 .376 .740

학년 -.245 .327 .783

차별인식 .518* .232 1.67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087*** .332 .337

개인 교육포부 .671** .228 1.956

일반교과 학업성취 -.214 .162 .807

전공교과 학업성취 -.334 .183 .716

입학동기 -.607 .326 .545

학교 교육만족도 -.144 .235 .866

가족

특성

가정 경제수준 .206 .252 1.229

부모의 진로지지 .068 .179 1.070

어머니 학력 -.081 .078 .922

부모 교육기대 .037 .218 1.038

학교

특성

진로상담 횟수 -.003 .192 .997

학교계열-공업(ref 농업) -.826 .534 .438

학교계열-상업정보(ref 농업) .107 .604 1.113

* p<0.05, ** p<0.01, ***p<0.001

<표 Ⅳ-29>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진로미결정-미행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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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집단(비교집단)

라)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강한진학선

호-강한진학행동’집단과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개인의 교육포부, 가정 경제수준이 도출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변인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

식 수준이 높을수록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별인식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강한진

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327배 증가했다. 특성화고등학

교에 대한 차별인식 변인은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

동’집단,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과의 회귀분석 결과 모두 유의미

한 영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들의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변인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강한

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 속

할 가능성이 4.70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한진학선호-강한진

학행동’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강한진학선호-강한진

학행동’집단의 경우 가정 경제수준이 가장 높고 부모의 교육기대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환경적 제약이 적은 편이며,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 하나인 미래계획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하고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계획하는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교육포부 변인의 경우 개인이 더 높은 수준의 최종학력을 희망할수록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개인의 교육포부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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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08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교육포

부가 높아질수록 취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앞서 ‘보통취업선

호-탐색행동’집단,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과의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며 

개인의 교육포부가 특성화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 경제수준 변인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정 경제수준이 높아질

수록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 경제수준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

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2.4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잠재집단의 

특성 분석 결과 가정 경제수준이 중상 이상인 비율이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

행동’집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일반교과에 중점을 두고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들을 물질적, 환경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바탕이 더 마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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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B 표준편차 Exp(B)

개인

특성

성별 -.414 .461 .661

학년 .373 .422 1.452

차별인식 .845** .291 2.32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548*** .435 4.701

개인 교육포부 .735** .284 2.085

일반교과 학업성취 -.098 .211 .906

전공교과 학업성취 -.196 .227 .822

입학동기 -.581 .415 .559

학교 교육만족도 -.265 .290 .767

가족

특성

가정 경제수준 .888** .317 2.429

부모의 진로지지 .285 .240 1.330

어머니 학력 .068 .098 1.070

부모 교육기대 .293 .303 1.340

학교

특성

진로상담 횟수 .351 .234 1.420

학교계열-공업

(ref 농업)
-.945 .655 .389

학교계열-상업정보(ref 농업) -.127 .766 .881

* p<0.05, ** p<0.01, ***p<0.001

<표 Ⅳ-30>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비교집단)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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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마)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다른 잠재집단

과의 다항명목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

의 경우 차별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학교 교육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집단의 경우 개인의 교육포부, 입학동

기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의 경우 차별인

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인 교육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강한진

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의 경우 차별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인의 교육

포부, 가정 경제수준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과 다른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결정 요인

으로 다수 나타난 요인은 차별인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개인의 교육포부였으

며, 이외에도 특성화고등학교 입학동기, 가정 경제수준, 학교 교육만족도가 주요

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

인의 심리적 요인들이 진로결정 유형 집단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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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약한취업선호 미행동 보통취업선호 탐색행동 진로미결정 미행동 강한진학선호 강한진학행동

B Exp(B) B Exp(B) B Exp(B) B Exp(B)

개인

특성

성별 -.002 .998 .361 1.435 -.301 .740 -.414 .661

학년 -.291 .747 .240 1.271 -.245 .783 .373 1.452

차별인식 .502* 1.652 .290 1.337 .518* 1.679 .845** 2.32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1.231*** .292 -.201 .818 -1.087*** .337 1.548*** 4.701

개인 교육포부 .131 1.140 .545* 1.725 .671** 1.956 .735** 2.085

일반교과 학업성취 -.200 .819 -.246 .782 -.214 .807 -.098 .906

전공교과 학업성취 -.163 .850 -.058 .943 -.334 .716 -.196 .822

입학동기 -.599 .549 -.617* .540 -.607 .545 -.581 .559

학교 교육만족도 -.627* .534 .149 1.161 -.144 .866 -.265 .767

가족

특성

가정 경제수준 -.376 .686 .399 1.490 .206 1.229 .888** 2.429

부모의 진로지지 -.057 .945 .174 1.190 .068 1.070 .285 1.330

어머니 학력 -.003 .997 -.058 .944 -.081 .922 .068 1.070

부모 교육기대 .141 1.152 .273 1.314 .037 1.038 .293 1.340

학교

특성

진로상담 횟수 -.322 .725 .216 1.242 -.003 .997 .351 1.420

학교계열-공업(ref 농업) .153 1.165 -.450 .637 -.826 .438 -.945 .389

학교계열-상업정보 1.410 4.098 .041 1.042 .107 1.113 -.127 .881

<표 Ⅳ-31>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기준집단)과 비교집단의 회귀분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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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5.

1. 요약

이 연구는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유형을 도

출하고 잠재집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잠재집단의 구성과 특징은 무

엇인가?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영향요

인은 무엇인가?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475개교, 재학생 수는 

208,189명이다.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업계 고등학교 2곳, 공업계 고등

학교 6곳, 상업계 고등학교 5곳을 선정했다.

조사도구는 취업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 학생 

개인 특성, 가족 특성, 학교 특성에 대해 묻는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기존에 개

발된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했다. 수정한 설문지의 경우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취업결정수준과 진학결정수준은 하나의 변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취업준비행동과 진학준비행동은 각각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

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 공식적 진학정보탐색, 비공식적 진학정보탐

색, 진학예비행동으로 구성되었다. 개인, 가족, 학교 특성의 경우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변인들을 선

택했는데, 개인 특성 변인의 경우 성별, 학년, 지역, 입학동기, 일 경험,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개인의 교육포부, 학업성취, 교

육만족도를 선정했으며, 가족 특성 변인의 경우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진로지지,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기대를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 변인의 경우 계열, 

진로상담 횟수, 진로상담 만족도, 진로체험 횟수, 진로체험 만족도를 선정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5년 10월 중순부터 2015년 12월 초까지이며,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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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을 위해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우편을 통해 인쇄된 설문지와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고 교사가 설문지를 학생

들에게 배부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

종적으로 648부가 회수(92.6%)되었으며,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제외하여 최

종적으로 627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유효자료율은 89.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for Windows와 Mplus 6.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결정수준과 취업준비행동(공식적 취업정

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공

식적 진학정보탐색, 비공식적 진학정보탐색, 진학예비행동)을 기준으로 잠재 프

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가지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취업

결정수준이 약간 높으며, 취업준비행동과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이 낮은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집단으로 명명했으며, 두 번째 집단은 취업결정수준과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고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강한취업

선호-강한취업행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취업결정수준이 보통 

수준이지만, 취업준비행동과 진학준비행동 수준이 유사했기 때문에 ‘보통취업

선호-탐색행동' 집단으로 명명했으며, 네 번째 집단은 취업결정수준과 진학결정 

수준이 보통 수준으로 유사하나 취업준비행동과 진학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진

로미결정-미행동' 집단으로 명명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집단은 진학결정수준과 

진학준비행동이 취업결정수준 및 취업준비행동보다 높은 ‘강한진학선호-강한

진학행동' 집단으로 명명했다. 

둘째, 잠재집단의 특징으로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성별, 학년, 거주지역, 

입학동기, 개인의 교육포부, 일반교과성적, 전공교과성적,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인식, 학교 교육만족도의 분포를 분석했으며, 가족 

특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학력, 가정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기대, 부모의 진로지

지의 분포를 분석했다. 학교 특성의 경우 계열, 진로상담횟수, 진로상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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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횟수, 진로체험만족도에 대한 분포를 확인했다.

셋째, 잠재집단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강한취업선

호-강한취업행동’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다른 잠재집단과의 다항명목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는 차별인식,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개인의 교육포부, 학교 교육 만족도, 입학동기, 가정 경제수준이 도출

되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학생들의 취업결정수준은 3.59점으로 

진학결정수준이 2.83점인 것과 비교하여 취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았으며, 

취업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진학결정수준, 진학준비행동을 기준으로 잠재 프로

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5개 집단 중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집단이 ‘약한취업선호-미행동’,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 ‘보

통취업선호-탐색행동’3개 집단으로 전체 61.0%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모

든 잠재집단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과거 대학진학 또는 낮은 

중학교 성적을 이유(방하나, 2011; 김소예, 2009)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했

던 것과 달리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는 2010년 선취업후진학 중심으로 중등직업교육 정책을 재편한 이후 고졸 취업

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졸업 후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

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년은 잠재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상대적으로 1학년에서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의 비율이 높은 반면, 2학년에서 ‘강한취업선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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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취업행동’,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

단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취업

과 진학을 포함한 진로결정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2학년에도 ‘약한취업선호-미행동’, ‘진로미결정-미행동’

집단이 약 45%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가족들은 졸업 후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들의 개인교육 포부를 분석한 결과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에서만 

최종학력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59.8%로 전문대학 또

는 대학졸업을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취업선호-탐색

행동’, ‘진로미결정-미행동’,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서는 전문

대학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 대해 적극적인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에서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55.5%로 근소하게 높았다. 

개인의 교육포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으로 도출되었는데, 개인의 교육포부가 높아질수록 ‘강한취업선호-강한

취업행동’집단이 아닌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 ‘진로미결정-미행동’,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최소 1.725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대학 진학을 선호한다는 선행연

구결과(김경근, 변인용, 2006; 김동선, 2002; 지민정, 2000)와 동일한 것으로 

특히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미행동’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

미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고졸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을 갖고 있거나 적극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 개인의 교육포부와 더불어 부모의 교육기대 수준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모든 집단에서 최소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

과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는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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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충분한 환경이 주어질 경우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선취업후진학 체제를 바탕으로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대된 상황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

로써 취업과 진학에 대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특

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차별 인식 수준은 집단 평균 2.04에서 2.76으로 절

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으로 과거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만연했던 것과 달리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및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은 실제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차별인식 수

준이 높을수록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이 아닌 ‘약한취업선호-미

행동’, ‘진로미결정-미행동’,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고졸 취업자로서 또는 재학 중 중등직업교육을 이수하는 학생

으로서 받는 사회적 시선이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졸업 후 사

회적 대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수록 직업교육을 회피하고 무조건 대학

에 진학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된다는 박태준(2008)의 연구와 동일한 내용이

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사회적 계층이동의 방법으로서 

상당부분 매력을 잃게 된 중등직업교육에 대해 사회적 선호가 감소하였으나(박

태준, 2003) 현재 고졸 취업 및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만

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사

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전반적으로 취업이나 진학

을 결정하고 준비행동을 실천하고 있는 집단들이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거나 준

비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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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진로결정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변인임을 감

안하면 미결정, 미행동의 특성을 지닌 집단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는 사회인지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과 비교하여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과 ‘진로미결정-미행동’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행동, 진학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

동’집단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강한진학선호-강한진학행

동’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선취업

후진학 체계 속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업성

취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가정 경제상황도 더 좋은 편이라는 특성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학을 결정, 준비하는 

학생들이 소수이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여섯째, 진로상담 횟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진로상담 횟수가 

0~2회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었다. 또한 취업준비행동 및 진학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집

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진로상담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로상담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 진로상담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보

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나타냈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하는 집단이 상대적으

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상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

비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불만족 이유 등을 구체

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교육 만족도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이 ‘약한취업선호-미행동’집단이 아닌 ‘강한취업선호-강한취업행동’집단

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에 대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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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이지만 선호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을 효과적

으로 실시할 경우 ‘약한취업선호-미행동’ 학생들에게 취업 및 학업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제언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취업결정수준, 취업준비행동, 진학결정수

준, 진학준비행동을 기준으로 진로결정 유형을 도출하고 그 영향요인을 밝히는

데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직업교육 체제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취업후진학 체계

를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할 필요

가 있다. 과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성적과 대학 진학을 목적 입학 

했다면 현재 학생들은 모든 집단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

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 가정 경제상황, 개인의 교육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진로를 취

업이 아닌 미결정 또는 진학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졸업 후 학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학습

을 병행하거나 선취업후진학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일과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현재 중등직업교육체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한다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 졸업 후 고졸 취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학

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가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적 차별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할수록 

‘진로미결정 미행동’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학

생들에게 졸업 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경력경로와 비전에 대해 명확히 인식

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은 학교 자체적인 노력으로 다소 완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유의

미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점을 함께 고려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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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효능감을 높여주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Bandura(1977)가 제시한 

성공경험,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의 4가지 학습경험이 자기효능감

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에 대해 성공적인 경험,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 및 진로경험을 통한 대리학습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등학

교는 특정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우수한 기술인으

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우

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입학동기

에 따라 ‘보통취업선호-탐색행동’에 속한 학생들이 ‘강한취업선호-강한취

업행동’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입학동기가 명

확한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

측치 문제로 진로체험과 관련된 변인을 회귀분석 시 투입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기술통계 및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체험 횟수가 높지 않았으며, 특히 ‘약한취업선호-미행

동’ 집단의 경우 진로상담 횟수가 0번인 비율이 높아 실제 학생들이 취업에 대

해 막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준비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안내가 부

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집단의 경우에도 진로상담 및 교육을 통해 학생

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향후 진로개발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교가 조력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진로결정에 대한 분석으로 횡단

적인 측면만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진로결

정에 대한 수준과 준비행동이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종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125 -

참고문헌

강성원, 옥준필. (2000).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순희. (201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91-123.

강순희, 안준기. (2013). 비정규직 유형별 교육훈련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 효과. 

노동경제논집, 36(1), 63-91.

강영혜, 박소영. (2008). 특성화 고등 학교 의 실태 와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 

교육 개발원.

강유림. (2012). 부모 진로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재연. (2009). 한국 대학생의 진로타협과 진로관련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영란. (2015).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민호. (2012).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탐색효능감, 부모애착, 

학교진로지원의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6 -

교육부. (2010).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2014). 특성화고의 비상(飛上), 드디어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서다. 

교육부 보도자료.

권재기. (2014).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역할자 분석-잠재프로파일 탐색, 

특성예측 및 종단적 변화양상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5, 191-227.

김기헌, 박영실. (2006). 실업고의 현장실습이 취업관련 결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6(4), 29-49.

김경근. (1999).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3), 

1-23.

김동규. (2012). 특성화고 선택의 자발성이 고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1(3), 42-59.

김민정, 양현정. (2015).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준비 유형 탐색. 상담학연구, 16(1), 95-110.

김보경, 정철영. (2013). 기업근로자의 경력성공 요인 및 성별조절효과에 관한 

국내외 연구 메타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2), 123-148.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김성남.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의 관계.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27 -

김성남, 최수정. (2012). 전문대학생의 중고등학교 시기 진학, 전공 결정에 

관한 분석. 직업교육연구, 31(2), 339-356.

김성환, 전용석. (2005). 청소년 진로선택 영향요인: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2005년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김소예. (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선택 만족 및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안국, 신동준. (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13(2), 125-48.

김연중, 손은령. (2012). 대학생의 지각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이차원적 진로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3(5), 

2443-2461.

김영화. (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20(4), 173-197.

김은영. (2001).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은정.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5), 

134-162.

김정숙, 나민주. (2015). 선취업-후진학 체제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변화 

양상: A 학교 사례연구. 교원교육, 31(3), 219-245.

김정숙, 황여정. (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28 -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1-23.

김주섭. (2002). 재학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호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김지경, 김종성. (2014). 선취업-후진학 정책 도입까지 지난 10 년 간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255-272.

김지선.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 

서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모, 최동선, 주현미, 김선미, 장상윤. (2012).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활성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51-82.

김혜영. (2011). 직업체험활동을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혜정. (2005). 청년층의 취업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승일, 김기용, 문세연, 민상기. (2009). 정부부처 위탁지원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49-76.

남재봉. (2009).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26(2), 3-33.

노경란, 허선주. (2012).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영향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5(2), 25-49.

노혜정. (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학결정, 진하준비 행동유형에 따른 



- 129 -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여준. (2015). 집단분류의 통계적 방법 비교: 군집분석, 판별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서울: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재. (2004). 청년층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친 영향.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완성. (2003). 고등학생 대상 진로준비행동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15(2), 121-143.

박윤희, 허영준, 오계택. (2013). 고졸자 채용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32(3), 117-140.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태준. (2003). 직업교육 기피현상의 사회문화적 접근.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2008). 직업교육 기피 해소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국제 비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수.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들의 진로선택과 직업선호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행모, 문승태, 김희수. (2008).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33-53.

변민경. (2013). 의미 있는 타인이 중학생의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0 -

봉미미, 김은나, 박성희, 이명진. (2011). ARCS 전략에 따른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진로결정에 미치는 효과. 

평생교육·HRD 연구, 7(4), 68-88.

서희정, 윤명희 (2011). 학생용 진로비행동검 사의 개발  진로행동 분석. 

진로교육연구, 24, 117-134.

서희정, 윤명희. (2014).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연구, 33(3), 105-125.

손은령, 김연중.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이차원적 

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1-20.

송달용, 이용환. (2008). 특성화고등학교 평가준거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송지은, 이정윤. (2013). 진로미결정 여대생 집단의 하위유형 연구. 상담학연구, 

14(4), 2107-2123.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5.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신택수. (2010). 종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 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안선영, 이경상. (2009). 중등교육단계 청소년 진로영향요인 및 결과: 고등학교 

계열선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81-99.



- 131 -

안주엽, 홍서연. (2002). 청년의 학교 졸업 후 구직기간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2(1), 19-46.

어윤경,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2011).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7(3), 267-291.

오경희, 한대동. (2009).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열망에 관한 이해. 

열린교육연구, 17(3), 127-148.

오석영.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영향요인 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31(3), 135-151.

옥준필. (1998). 직업교육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의 최근 현황과 발전 과제. 

고용능력개발직업연구, 2, 37-69.

유선, 정영애. (2012).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의 관계: 문화자본과 

교사기대지각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50(4), 1-22.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홍준, 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한국사회학, 40(6), 153-186.

윤광현. (2011). 특성화고등학생의 취업장벽인식이 취업미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건남, 정철영. (2005).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과 진로선택 및 진로의식의 비교연구.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73-610.



- 132 -

이두휴, 남경희, 손준종, 오경희. (2007). 학부모 문화 연구: 

자녀교육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명섭.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지도 활성화 방안 연구: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명훈. (2007).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변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2(2), 1-22.

이병희. (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26(1), 1-22.

이쌍철, 엄문영. (2014). 특성화고 취업의 특징과 취업에 영향응ᄅ 주는 학교 

특징 분석. 한국교육, 41(3), 89-117.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장희, 김은희. (2013). 특성화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과 관리, 26(2).

이정규. (2011). 특성화고등학교별 진로선택과 진로지도의 비교. 충남: 

한국교육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표, 장홍근, 백형찬, 정걸채, 김기홍, 옥준필. (2003). 전환기의 

직업교육체제 재정립.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주호, 홍성창. (2014). 한국 중등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산업화 단계의 

실업계고등학교 정책.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 133 -

모듈화 사업.

이주희, 문은미. (2011).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부모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11-226.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이지혜, 정철영. (201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임나영.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창규. (2008). 세대 간 직업계층 상속성과 직업계층 안정성 관계 연구. 

한국사회학회 2008 전기 사회학대회, 137-154.

장기영. (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명희, 김종우, 이병욱. (2008).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및 인증시스템 모형 

개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장원섭. (2001). 중, 고등학생 시간제 취업 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20(2), 

95-108.

장수현. (2012). 일의목적/의미 및 부모지지와 구직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창성. (2013). 우리나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역사적 발전과 제도적 특징. 



- 134 -

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현진, 이지혜.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5(2), 51-74.

전하람, 김경근. (2006).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 분석: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4), 185-206.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상담: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 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정윤경. (200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이해을 위한 탐색적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규형. (2014).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영향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아미. (2007).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시설환경, 5(1), 11-20.

주홍석, 정철영.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스트레스 

및 문제해결력에 관한 구조방정 식 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3), 73-97.

진기영. (2009).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 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영선. (2014).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채창균. (2009).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35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 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동선, 이종범. (2014).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교육연구, 32(1), 1-21.

최동선, 정원호, 박동열, 이종범. (2011). 특성화고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분석.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최윤경, 김성회. (2012).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3(5), 2085-2097.

최은영, 홍장표. (2014). 세대 간 직업계층의 이동성. 지역사회연구, 22(1), 

51-7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2015. 05. 02.). 유형-지역별 학교통계. 

Retreived from 

http://www.hifive.go.kr/stats/schStats.do?rootMenuId=05&menuId=0

50201&edu_seq=&sType=A7

편지애. (2015).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이용한 학교생활 만족도의 잠재집단 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혜경. (1998). 진로결정상태모형에 의한 대학생의 진로결정상태의 유형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Hall.



- 136 -

Blau, P. M., & Duncan, D. O.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Brown, S. D., & Heath, L. (1984). Coping with critical life events: An 

integrative cognitive-behavioral model for research and practice.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545-578.

Carr, R. V., Wright, J. D., & Brody, C. J. (1996). Effects of high school 

work experience a decade later: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Sociology of education, 66-81.

Criti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62(1), 27-29

Gati, I. (1986). Making career decisions: A sequential elimination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408-417.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Hilton, T. L. (1962).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4), 291-298.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 137 -

404-414.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Huebner, E. S., Ash, C., & Laughlin, J. E. (2001). Life experiences, 

locus of control, and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 167–183.

Jones, L. K. (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cale: The Career Decision Profi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77.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9-47

Larson, L. M., & Heppner, P. P. (1985). The Relationship of 

Problem-Solving Appraisal to Career Decision and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1),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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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9-122.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138 -

Lucas, M. S., & Epperson, D. L. (1990). Types of vocational 

undecidedness: A replication and refine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4), 382.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2), 115-24.

Metheny, J., McWhirter, H. E., & O'Neil, E. M. (2008). Measuring 

perceived teacher support and its influence on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6(3), 30-76.

Newman, J. L., Fuqua, D. R., & Minger, C. (1990). Further evidence for 

the use of career subtypes in defining career statu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2), 178-188.

Osipow, S. H. (1987).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m Inc.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Osipow, S. H., Carney, C. G., &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ed). Columbus, OH: 

Marathon Consulting and Press.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ocial 

stratification in capitalist and communist societies. New York: 

Praeger.



- 139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Super, D.E. (1942). The Dynamics of Vocational Adjustment. New York: 

Harper-Collins.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Applied latent calss analysis, 11, 89-106.

Wanberg, C.R. & Muchinsky, P.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Willms, J. D. (2003). Student Engagement at School: A Sense of 

Belonging and Participation. Results from PISA 2000.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141 -

[부록]�설문지

특성화고등학교�학생들의�진로결정수준�및�진로준비행동에�대한�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특성화고등학교�학생들의�진로결정수준�및�진로준비행동에�대해�연구를�

수행하고�있는� �서울대학교�농산업교육과�석사과정�홍성표�입니다.�

이�연구는�학생�여러분이�현재�취업과�진학�사이에서�어떤�생각을�하고�있고

여러분이�그런�생각을�하게�된�환경과�요소를�확인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이�응답해주신�내용은�향후�특성화고등학교의�진로교육에�있어

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 �질문지는�총�6면(표지�제외)이며,�응답하는데�걸리는�소요시간은�약�10분입니다.�

응답내용은�모두�익명으로�처리되며�오로지�연구를�위한�자료로만�활용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또한,�응답하지�않은�문항이�하나라도�있으면,�그�설문지는�분석할�수�없으니�한�문항도�

빠짐없이�응답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 �응답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해�주시길�바랍니다.

귀중한�시간을�내어�연구에�협조해주심을�정말�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도교수:� 정�진�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석사과정:�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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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문항을�잘�읽고�여러분에게�해당되는�항목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➀ 남자 ➁ 여자

2. 여러분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➀ 1학년 ➁ 2학년 ③ 3학년

3. 여러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➀ 졸업 후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➁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➂ 부모님 또는 지인(친구, 친척 등)이 권유해서

  ➃ 성적, 가정형편에 맞춰서

  ➄ 소질과 적성에 맞아서

  ➅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여러분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➀ 고등학교 졸업

  ➁ 전문대학 졸업

  ➂ 대학교 졸업

  ➃ 대학원 졸업

5.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길 바라십니까?
  

  ➀ 고등학교 졸업

  ➁ 전문대학 졸업

  ➂ 대학교 졸업

  ➃ 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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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여러분의�진로(진학,�취업)에�대한�질문입니다.�

 1. 취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현재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6개월�동안�자신이�시도한�행동을�기준으로�각�문항에�대해�평가해�주세요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나는�졸업�후�곧바로�취업할�생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졸업�후�희망하는�취업분야와�직업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졸업�후�곧바로�취업하는�것에�대해�편안함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지난�6개월�동안�자신이�시도한�행동을�기준으로�각�문항에�대해�평가해�주세요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신문이나�잡지,�책자�등을�통해서�취업관련�정보를�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TV,�라디오�등�방송을�통해�취업관련�최근�정보를�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을�통해서�각종�취업관련�사이트의�정보를�검색,�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내�진로/취업센터를�통해�취업관련�정보를�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취업설명회,�취업박람회�등에�참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이나�친척�등과�취업에�대해�의논하거나�정보를�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들을�통해�취업관련�정보를�얻거나�취업에�대해�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선후배를�통해서�취업정보를�얻거나�취업에�대해�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과�취업에�대해�상의하거나�정보를�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취업을�원하는�분야의�전문가(현직자)를�만나�정보를�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인터넷을�통해서�관심�있는�분야의�커뮤니티,�카페,� SNS�등의�
활동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내�진로/취업센터를�방문하여�취업관련�상담을�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전공�또는�외국어�관련�자격증을�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일하고자�하는�분야의�직업을�견학하거나�체험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취업을�위해�스터디를�하거나�전공교과를�열심히�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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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전문대학) 진학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현재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6개월�동안�자신이�시도한�행동을�기준으로�각�문항에�대해�평가해�주세요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나는�졸업�후�곧바로�대학(전문대학)에�진학할�생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졸업�후�진학하고자�하는�대학�또는�전공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졸업�후�곧바로�진학하는�것에�대해�편안함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지난�6개월�동안�자신이�시도한�행동을�기준으로�각�문항에�대해�평가해�주세요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신문이나�잡지,�책자�등을�통해서�대학(전문대학)�진학�관련�
정보를�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TV,�라디오�등�방송을�통해�대학(전문대학)�진학과�관련된�
정보를�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인터넷을�통해서�대학�진학과�관련된�정보를�검색,�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내�진로센터를�통해�대학(전문대학)�진학과�관련된�정보를�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입시설명회,�전시회�등에�참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이나�친척�등과�함께�대학(전문대학)�진학에�대해�의논하거나�
정보를�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들을�통해�대학(전문대학)�진학에�대한�정보를�얻거나�진학에�
대해�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선후배를�통해�대학(전문대학)�진학과�관련된�정보를�얻거나�
진학에�대해�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을�통해�대학(전문대학)�진학과�관련된�정보를�얻거나�
진학에�대해�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관심�있는�대학(전문대학)�및�전공과�관련된�기관을�직접�방문해�
보았거나�방문계획을�세운�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학(전문대학)에�진학하기�위하여�필요한�교재,�참고서적�
등을�구입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대학(전문대학)�진학과�관련된�책,�홍보물,�팜플렛�등을�읽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대학(전문대학)�진학을�위해�학교�내신성적,�모의고사,�수능점수,�
실기고사�점수�등을�올리기�위해�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14
대학(전문대학)�진학�상담을�위해�학교�상담실이나�그�밖의�
상담기관을�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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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관심�있는�직업�정보를�도서관,�인터넷에서�찾을�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2
� 나는�여러가지�직업들이�나열되어�있는�목록중에서�내가�
�원하는�직업들을�선택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3 � 나는�앞으로� 5년간의�진로�계획을�세울�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4
� 나는�만약�내가�선택한�진로를�위한�공부를�하는데�학업상�
어려움이�있을�경우,�어떤�방법들을�취할�것인지�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5 � 나는�나의�능력을�정확히�평가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6
� 나는�마음에�두고�있는�직업목록들�중에서�한�가지�직업을�
�선택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7
� 나는�선택한�진로를�성공적으로�이수하는데�배워야할�교과목
�들을�알�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8
� 나는�힘든�상황에서도�내가�선택한�진로목표를�위한�일들을�
�지속적으로�수행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9 � 나는�나에게�이상적인�직업이�무엇인지�알�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 나는�향후� 10년간의�취업시장�상황을�알�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내가�선호하는�생활방식에�맞는�진로를�결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감(효능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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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는�처음�선택한�진로가�만족스럽지�않다면�진로를�바꿀�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직업선택과�관련된�여러�가치들�중에�우선순위를�정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내가�원하는�직업의�평균�수입과�연봉을�알아볼�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 나는�진로결정을�하고�나면,�그것이�잘한�결정인지�잘�못한�
�결정�인지에�대해�고민하지�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 나는�선택한�진로가�만족스럽지�않으면�바꿀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 나는�진로목표를�달성하기�위해�내가�어떤�희생은�감수할�수�
�있고,�어떤�희생은�어려울지�구분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 나는�내가�관심있는�분야에서�현재�일하고�있는�사람들을�
�만나�이야기�할�기회를�가질�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 나는�관심�있는�전공이나�진로를�선택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 나는�나의�적성이나�능력에�맞는�직업과�관련�있는�기관이나�
�기업�에�대해�알아볼�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 나는�내가�원하는�생활방식이�무엇인지�알�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대학,�대학원이나�전문교육기관에�대한�정보를�찾을�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 나는�취업면접과�관련한�절차들을�성공적으로�해낼�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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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여러분의�학업과�경험에�대한�문항입니다.

1. 여러분의 영어, 수학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➀ 하  ➁ 중하  ➂ 중  ➃ 중상  ➄ 상 (영어)
  ➀ 하  ➁ 중하  ➂ 중  ➃ 중상  ➄ 상 (수학)

2.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전문교과의 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➀ 하  ➁ 중하  ➂ 중  ➃ 중상  ➄ 상

3.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 입니까?
  ➀ 도시 지역  ➁ 읍면리 지역

4. 다음 질문은 학교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시간에�배우는�내용은�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에�하고자�하는�일에�도움이�될�것이라�생각하기�때문에�
수업을�열심히�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경력을�향상시켜�줄�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수업을�
열심히�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나중에�공부하고�싶은�것들을�위해�필요하기�때문에�
수업을�열심히�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직업을�얻는데�도움이�되는�많은�것들을�수업을�통해�배울�
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배우고�싶은�것들을�학교�수업을�통해�배울�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진로지도 및 상담을 몇 번 받았습니까?
   (        )

6. 여러분은 학교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➀ 매우 만족, ➁ 약간 만족, ➂ 보통, ➃ 약간 불만족, ➄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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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진로체험을 몇 번 했습니까?
   (        )

8. 여러분은 학교의 진로체험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➀ 매우 만족, ➁ 약간 만족, ➂ 보통, ➃ 약간 불만족, ➄ 매우 불만족

9. 다음 질문은 특성화고 및 직업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특성화고�졸업자도�일반�대학(전문대)졸업자와�비슷하게�좋은�
직장으로�취업할�수�있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특성화고등학교를�졸업한�후�취업을�해도�얼마든지�일과�공부를�
계속할�수�있는�여건이�갖추어져�있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특성화고등학교�졸업자는�승진,�보수�등에서�비슷한�조건의�
대학졸업자와�동등하게�경쟁할�수�있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특성화고등학교�졸업자는�열심히�노력한다면�전공�분야에서�
충분한�전문성을�확보할�수�있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충분한�능력을�가지고�있다면�대학을�나오지�않은�것이�
부끄럽지�않다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러분은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➀ 있다  ➁없다 

 
 (➀에 응답한 경우) 4.1.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➀ 선생님 등 주위사람의 권유로

 ② 본인의 흥미 때문에

 ③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서 

 ④ 용돈을 벌기 위해서

 ⑤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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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에 응답한 경우) 4.2.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➀ 하루나 이틀 정도 경험해 보았음

 ② 장기간으로 하기보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조금씩 여러번 했음.
 ③ 1~2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음.
 ④ 3개월~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음.
 ⑤ 6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음.

4.� �다음은�여러분의�가족과�직업,�진로경험에�대한�문항입니다.

1. 여러분의 가족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➀ 하  ➁ 중하  ➂ 중  ➃ 중상  ➄ 상

2. 여러분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경우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➀ 중학교 졸업 이하

  ➁ 고등학교 졸업

  ➂ 전문대학 졸업

  ➃ 대학교 졸업

  ➄ 대학원 졸업

3. 여러분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경우 다

음 문항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➀ 중학교 졸업 이하

  ➁ 고등학교 졸업

  ➂ 전문대학 졸업

  ➃ 대학교 졸업

  ➄ 대학원 졸업



- 150 -

 4. 부모님은 여러분의 진로선택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다음 000에 아버지, 어머니를 넣어 문장을 완성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정보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000는�내가�사랑과�돌봄을�받고�있다고�느끼게�해준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2
000는�나에게�인간관계나�일에�관한�여러�가지�정보를�제공해�
준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000는�내가�물질적인�도움이�필요할�때�도와준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4 000는�내가�하는�일을�인정해주고�높이�평가해�준다.�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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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lassification of Career Decision Making based on the 

Decision Scales and the Preparation Behaviors on the 

Pursuit of Higher Education and of Employment, and 

Its Influential Factors 

by Sungpyo-Hong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Major Advisor :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lassification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of classification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Latent Profile 

Analysis method was used in order to classify the career decision 

making and utilize descriptive statistic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tent groups. Finally,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which affect to latent group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208,189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from 475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ccording to the 

2014 record. The research carried out a stratified, clus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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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gender, ratio of school location and 

student’s major. Through this process, 627 students from 13 different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sampled.

A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student-level, home-level, and 

school-level variables of this study. Some of variables were measured 

by existing tools and others were measured by tool which we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e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October 20th to December 

11th, 2015. To increase the ratio of return, researcher contacted the 

teachers who have worked at vocational high schools to request for 

help. A total of 648 out of 700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627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For classify the career decision making, four criteria were used: 

employment decision scale, pursuing higher education decision scal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ursuing higher education preparation 

behavio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onsisted of exploration of 

official employment information, exploration of non-official employment 

information, and employment preparatory behavior. Pursuing higher 

education preparation behavior also consisted of exploration of official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exploration of non-official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and pursuing higher education preparatory behavior. The 

Mplus 6.0 was used to classify career decision making, and SPSS 23.0 

from Windows was used to analyze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effect to lat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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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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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re were five latent groups of career decision making. The 

names of the groups were ‘low preference of employment-non 

behavior’ group, ‘high preference of employment-high employment 

behavior’ group, ‘middle preference employment-exploratory 

behavior’ group, ‘career indecision-non behavior’ group, ‘high 

pursuing higher education-high pursuing higher education behavior’ 

group.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t 

verification, sex, grade, motivation of entrance, educational aspiration, 

academic achievement(mathematics, english, vocational subjec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wareness of discrimination, satisfaction 

of school’s education, education level of mother, economic level of 

family, educational expectations to child, support of child’s career, 

types of schools, number of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career experience. 

Thir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which took a reference group was ‘high preference of 

employment-high employment behavior’, between reference group and 

‘low preference of employment-non behavior’ groups, awareness of 

discrimin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school’s education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Between ‘middle 

preference of employment-exploratory behavior’ group, educational 

aspiration, motivation of entrance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Between 

reference group and ‘career indecision-non behavior’ group, 

awareness of discrimin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educational aspiration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Between reference 

group and ‘high pursuing higher education-high pursuing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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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ehavior’ group, awareness of discrimina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educational aspiration, economic level of family 

were valid influential factors.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us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hat ‘work first-then to college’ policy be 

enforced to facilitate employment. and provide precise, various 

information to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the educational 

programs which facilitat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needs to 

be more active. Third, the motivation of entrance should be considered 

when recruiting new students. Fourth, the career counseling and 

experience programs should be extended and upgraded to their quality. 

Last, the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cess of career decision making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

Key words : Employment decision scale, Pursuing higher education 

decision scal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ursuing higher education preparation behavior, 

Classification of carer decision making.

Student number : 2014-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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