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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조홍용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

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을 비교 분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으로 총 1,381,334명에 

이른다. 이중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15,945명으로 전체 중학생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도구는 직업포부,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직업포부수준의 경우 커

리어넷의 주니어 직업정보에 포함된 직업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103개 직업목록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직업포부수준으로 활용한 직업지위점수는 유홍준, 김월화

(2002)의 직업지위 연구방법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였다.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

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경우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

되는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연구자가 표집학교를 직접 방문하

여 설문 실시 및 수거를 진행했다. 설문은 총 417부를 배포하였고, 총 381부(회수율 

91.37%)를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로 판단되는 케이스를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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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5부(유효응답률 85.13%)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0.05를 기준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t검증, F검증 및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중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은 요리사, 경찰관, 운동선수, 메이크업아티스트, 

프로게이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포부수준 평균은 59.88점으로 나타났다. 다문

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요리사, 운동선수, 메이크업아티스

트, 만화가 등과 같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과 공

무원, 경찰관, 초등학교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은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관

여부족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일반 가정 중학

생에 비해 부모의 진로관여부족행동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구명한 결과 전체 중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부모의 진로관여부족행동이 부적 영향

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중학생

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회귀모형 설명량의 경우 전체 중학생 14.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23.0%, 일반 가정 중학생이 13.6%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

에 부모관련 변인의 설명량이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유형에 따른 직업포부수준을 구명하고 향후 진로선택 및 진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연구와, 학교 밖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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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포부수준을 구명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자녀를 중심으로 직업포부 및 진로발

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최신 노동시장의 정보를 반영하여 직업포부수준을 산출하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직업포부수준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직업포부수준

을 설명하는 R 값이 낮게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포부수준을 예측하는 변인들

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 다문화 가정 중학생, 직업포부,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위계적 회귀분석

학  번 :  2016-2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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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입국, 북한이탈주민 유입현상으로 인해 다

문화 현상이 급격화 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으로 이어져 교육 장면의 다문화 현

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2017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학생은 

109,387명으로, 전년대비 10,201명(10.3%)이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가

정 학생의 비율이 1.9%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언어적 장벽, 문화 차이, 부모의 교육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가정 및 학교교육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이창

호, 송민지, 2013). 단적인 예로 월 평균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3.0%

로 나타났고, 결혼이민 및 귀화를 통해 취업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모가 직업지위

가 낮은 직종에 편포되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 2016).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 및 

또래와의 갈등으로 중도 탈락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이 1.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숙, 2016).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 가정 학생과 관련된 연구는 학업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진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로 유입되는 시점에서,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선혜연, 2015).  

청소년기의 중학생은 직업 선택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내적자아를 확립하는 시기

로 진로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에 있다(Ginzerberg, 1972; Gottfredson, 1981). 

이는 교육부(2015)의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중학교의 

진로교육은 ‘초등학교에서 함양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직업

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여 중학교 생활 및 이후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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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진로 결정과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구체적인 직업 선택과 직업적 자아개념 형성 등에 있어 혼란과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에 자신의 적성, 흥미, 실현가능성 등을 탐

색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예슬, 오현석, 2011).

이 연구에서 구명하고자 하는 직업포부는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

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Gottfredson, 1981)’으로 희망직업의 지위수준

을 의미한다. Gottfredson(1981)에 따르면 개인은 흥미, 능력, 가치관과 같은 개인

의 내적 요인과 함께 사회계층이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

며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직업포부를 조절해 

간다. 이러한 직업포부는 청소년기 직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형성시켜줌으로써 향후 

직업적 성취와 탐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실질적인 

직업선택 및 진로준비행동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포부

를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을 구명하는 연구는 향후 이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이명진, 봉미미, 권순구, 2010).

직업포부는 ‘성별, 학년,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성역할 인식, 학업성취, 교육포

부’ 등과 같은 개인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직업, 부모학력, 가구소득, 가구형태, 

부모양육태도, 부모학업관여, 부모기대, 부모-자녀관계, 가족 내 문화자본’등과 같

은 가정 변인, ‘학생-교사관계, 학교 소재지, 학교 교육여건’ 등과 같은 학교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류지은, 정진철, 2017).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학업성취(방하남, 김기헌, 2002), 부모학업

관여(변수용, 김정근, 2008), 노동시장성과(박환보, 김성식, 2011)와 같은 직업포부 

영향 변인과 관련이 깊고,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적상

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

다(김진영, 유백산, 2015). 따라서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 중학생

은 낮은 직업포부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진로 및 직업 선택과정에서 타

협적인 진로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를 구명

하는 연구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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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직업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으로 부모를 꼽을 수 있다. 부

모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최초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타인이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구명된 것과 같이‘부모양육태도, 부모학습관여, 부모기대, 부모-자녀관

계’ 등의 부모 관련 요인이 직업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만으로 자녀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선혜연, 2009), 최근에는 부모진로관련행동과 같은 직접적 부모

의 진로발달 개입에 대한 변인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추희선, 2014). 

중학교 시기의 부모의 진로개입은 부모의 학습적 관여와 진로관련행동의 두 가지 형

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적인 학습열에 대한 부적응(홍

영숙, 2007)으로 자녀의 학습관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한국 문화와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자녀교육과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7). 따라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부모진로관련행동은 다문화 가

정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핵심적인 변인이며, 이들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직업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구명된 학업적 자기효능감(공윤정, 2011; 

박율향, 1991; 신수영, 김경근, 2012; 정현자, 1997)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학업부

진 및 학업중단 등으로 인해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포부 형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의미한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빼놓을 수 없다(김민경, 2014; 김종선, 2015; 김혜민, 2011; 유소영, 

2013; 윤아름, 2013). 유소영(2013)에 따르면 부모와 교사 또는 또래의 정서적 지

지가 높을수록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포부 수준이 높아짐을 구명했다. 양계민 외

(2017)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둘러쌓고 있는 사회적 지지 층이 얇음을 밝히면서, 사

회적 지지가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지적하

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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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로발달 수준이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효영, 2011; 

조붕환, 2011),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같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흑인, 히스패닉 및 아시아 이민자 가정 학생들의 경우 일반 백인 학생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u, & Bikos, 

2000; Rojewski, 1994).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는 초등학교 급에 집중

되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사회구조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 학생들과의 차이를 과대 추정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양계민 외, 2016). 뿐만 아니라 현재 다문화 정

책학교의 지정, 이들을 위한 학업 및 진로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진로발달 수준이 일반 가정 학생들에 비해 낮게 관측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재기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구명하고, 두 집단의 차이를 구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중학

생의 직업선택, 향후 직업성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

질적으로 일반 가정 중학생과의 차이를 구명함으로서 통합적 다문화 교육이 제공되

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진로지도에서의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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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

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을 비교 분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을 구명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을 구명한다. 

셋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어떠한가?

         1-1.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어떠한가? 

         1-2.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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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

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2-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2-2.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

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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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다문화 가정 중학생

다문화 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으로 구분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

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출생자녀, 중

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를 다문화 가정 중학생으로 정의한다.

나. 직업포부

직업포부란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 

직업’(Gottfredson, 1981)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성이나 흥미와 같이 미래의 직업 

선택을 예언해 주는 진로관련 변인 중의 하나이다. 개인은 흥미, 능력, 가치관 등 개

인의 내적 요인과 함께 사회의 계층구조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 외적 요인을 포괄적

으로 고려하여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고 직업포부를 결정한다.

직업포부수준은 응답한 희망직업의 교육과 수입에 의해 나타나는 직업지위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희망직업으로 응답한 3개 직업의 직업지위점수의 평

균을 의미한다. 

   

다. 부모학습관여

부모학습관여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자녀의 학습에 관해 조력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모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

에서는 김연수(2008)의 척도를‘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학습방식 존중’,‘학습

성과 압력’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인, 총 9문항으로 수정한 이솔비(2013)의 도구의 

합산 값을 의미하며 합산 값이 높을수록 긍정적 부모의 학습관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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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모진로관련행동

부모진로관련행동은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진로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부모가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Dietrich & Kracke(2009)의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PCB)를 번안한 

조아라(2010)의 도구를 따라 부모진로관련행동을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

관여부족행동의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

족행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되며, 각 진로관련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진로관

련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석한다. 

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학

업적 상황에서 학업적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며, 김아영, 박인영(2001)의 측정도구에 따라 하위요인의 합산 값이 높을 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관심, 인정, 정보, 서비스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한미현, 

유안진(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활용하여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등 3개

의 하위영역에 응답한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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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첫째,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다문화 가정 중

학생의 성장 배경은 언어능력 및 학습능력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 다는 점에서, 다문

화 가정 중학생의 성장 배경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이 연구에서 직업포부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2013-2014 잡맵에 월평균 수

입 및 교육년수가 제시된 직업에 한정하여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월평균 수

입 및 교육년수가 제시되지 않은 신 직업은 커리어넷 직업사전의 직업분류 기준으로 

기존 직업과 매칭 시켜 직업포부수준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

과 현재 노동시장의 직업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 10 -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

가. 다문화 가정 중학생 현황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

다(법제처, 2008). 다문화 가정은 생성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으로 구

분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자녀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즉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고,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혹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

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를 의미한다. 약 90% 이상이 중

국인 및 조선족으로, 비교적 중․고등학교 시기인 10대 중후반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UN 아동권리협

약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갖는다.

2017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109,387명으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1.9%에 이르고 있다. 이중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총 15,945

명으로 전체 중학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구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이 13,987명(87.7%), 외국인가정이 1,958명(12.3%)으로 국제결혼가

정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내출생 자녀가 12,265(87.7%), 중도입국 자녀가 1,722명(12.3%)으로 국내출생 

자녀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출신국적별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비율은 중국(3,228명, 20.2%), 일본

(3,093명, 19.4%), 필리핀(2,978명, 18.7%), 중국/한국계(2,165명, 13.6%), 베트

남(1,299명,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부모의 출신국적은 일본, 필리핀,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등의 순으

로 나타났고, 외국인가정의 경우 중국, 중국/한국계, 중앙아시아, 러시아, 일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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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학생수(명) 비율(%)

전체 계 15,945 100.0 13,987(87.7%) 1,958(12.3%)

1 중국 3,228 20.2 1 일본 3,003 1 중국 501 

2 일본 3,093 19.4 2 필리핀 2,927 2
중국

(한국계)
494 

3 필리핀 2,978 18.7 3 중국 2,727 3 중앙아시아 334 

4
중국

(한국계)
2,165 13.6 4

중국

(한국계)
1,671 4 러시아 111 

5 베트남 1,299 8.1 5 베트남 1,256 5 일본 90 

6 중앙아시아 616 3.9 6 태국 549 6 기타 86 

7 태국 553 3.5 7 러시아 328 7 몽골 71 

8 러시아 439 2.8 8 기타 323 8 남부아시아 56 

9 기타 409 2.6 9 중앙아시아 282 9 필리핀 51 

10 몽골 324 2.0 10 몽골 253 10 베트남 43 

11 남부아시아 212 1.3 11 남부아시아 156 11 아프리카 37 

12 미국 168 1.1 12 미국 143 12 대만 30 

13 대만 146 0.9 13 인도네시아 123 13 미국 25 

14 인도네시아 132 0.8 14 대만 116 14 유럽 15 

15 유럽 108 0.7 15 유럽 93 15 인도네시아 9 

16 아프리카 63 0.4 16 아프리카 26 16 태국 4 

17 오세아니아 12 0.1 17 오세아니아 11 17 오세아니아 1 

자료 : 교육부. (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표 Ⅱ-1> 부모 국적별 다문화 가정 중학생 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 국적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국과 일

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Ⅱ-1> 참조).



- 12 -

구분

합계

학생수 비율(%)

전체 계 15,945 1.2

지역

규모

대도시 5,143 0.9 

중소도시 5,602 0.9 

읍‧면지역 4,899 2.4 

도서벽지 301 3.3 

자료 : 교육부. (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표 Ⅱ-2> 지역규모별 다문화 가정 중학생 비율

지역규모별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도서벽지(301명, 3.3%), 읍‧면
지역(4,899명, 2.4%), 중소도시(5,602명, 0.9%), 대도시(5,143명,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Ⅱ-2> 참조).

나.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

1)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 환경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환경을 살펴

보면, 일반 중학생에 비해 진로발달에 많은 제약조건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문

화 가정 중학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일 뿐만 아니라, 한

국 사회의 단일민족 정서에 따른 인종적 편견, 언어 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문

화 부적응, 정체성 혼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송혜은, 2008; 이다해, 

2010).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모 직업을 살펴보면 

직종별로 단순노무종사자가 29.0%로 가장 많고, 서비스종사자(18.7%),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종사자(14.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전체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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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높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에 종사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보아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모의 직업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들에 비해 직업지위가 낮은 

직종에 편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소득을 살펴보면 월 평균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이 30.4%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미만(23.8%), 

300∼400만원 미만(2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는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숙 외, 2016).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중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일반 중학생에 비해 모의 직업 및 가정소득에 있어서 취

약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언어적 측면에서 부모와의 밀착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부모의 경우 미숙한 한국어 사용으로 인해 자녀와의 의사소

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이 일반 청소

년에 비해 적고,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님의 관심정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

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 및 문화적 어려움은 자녀

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게 되고, 다문화 가정 부모는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자녀의 학교 참여와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김유경, 

2011; 이순형, 2007).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구영산(2013)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의 경우 국

어, 영어, 사회과목 등에서 학습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학습 결손과 학교생활부적응의 

결과로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초

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학교 기간의 학

업 및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전국 다문화 중학생의 학

업 중단율은 1.2%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 다문화 중학생의 실질 학업 중

단율이 1.08%로 일반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에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혜숙, 2016).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로 학교생활 및 문화의 

차이(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다문화 가정 중학

생이 학교생활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해숙 외, 2016). 

이러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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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관심 부족, 학업부진 및 높은 학업 중단율 등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2)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의 특성

다문화 가정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임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의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직업포부 

및 진로성숙도가 인종 및 다문화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ojewski, 1994),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이 백인 학생들에 

비해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u, & Bikos, 2000; Rojewski, 

1994). 이는 Lent, Brown, & Hackett(2000)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흑인 청소년들에 비해서도 낮은 진로발달 수

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민자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히스패닉 부모의 경우 자녀

들의 진로포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Whirter, Torres, Salgado, & Valdez, 2007), 이

와는 반대로 미국의 중국계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연구한 Ma, & Yeh(2010)의 연

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은 높은 진로발달수준과 구체적인 진로계획

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은 일반 가정 중

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나 부모의 적극적 진로지지가 선행된다면 안정적인 

진로포부의 형성과 진로선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역시 모호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장임숙, 김

희재, 2013). 또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직 영역에 속하는 직업군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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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은, 정철영, 이건남, 2012).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청

소년들은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경, 류재윤, 방흥복, 2012).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진로발달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떨어지는 반면, 진로장벽은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이지민, 

오인수, 2013),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를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낮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연주, 안상근, 2017).

양계민 외(2016)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다룬 국내의 기존 연구들

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중학생

의 진로발달을 설명하기 어려움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의 진로발달을 구명하는 연구들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 영향 요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발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수행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심리적 요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 복합적인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다(양계민 외, 2016).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자녀의 진로계획에 어떻게 

관여 하는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수준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

로 알려져 왔다(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6; 이지민, 오인수, 2013). 이들 

연구들에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 부모지지, 가족건강성,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민경, 2014; 김종선, 2015; 김혜민, 

2011; 김효영,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남연주, 안상근, 2017).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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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윤대영, 2016; 이지민, 오인수, 2013), 부모의 긍정적 진로 참여는 진로준비

행동에(이유경 외, 2012)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 및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들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학업능력을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다

문화 가정 학생들의 진로의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학업능력이 우수한 집

단의 학생일수록 진로발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부현, 최충옥, 

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한 최윤희

(2010)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적 및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살펴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경, 2012; 허은영, 강혜영, 2007). 

유의미한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역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유소영, 2013; 이유경 외, 2012). 중학교

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유소영(2013)에 따르면 부

모의 사회적 지지는 물론, 교사와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지 역시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들의 진로장벽 인식을 낮추는 동시에,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을 향상 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혜민, 2011; 유소영, 2013; 이유경 외, 2012). 이는 윤아름(2013)

의 연구와 같이 유의미한 타자의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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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포부

가. 직업포부의 개념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s)란 개인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

한 욕망으로(Sewell, Haller, & Portes, 1969),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

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을 의미한다(Gottfredson, 1981). 이러한 직업포

부는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목표나 선택을 의미하며, 개인의 흥미, 능력, 동기 등을 

반영하고 있다(Rojewski, 2005).

직업포부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상적인 바람이 반영된 직업적 선호와 현실적인 

조건 및 계획을 고려한 직업적 기대로 구분 할 수 있다(이종범, 2005). 직업적 선호

가 기회나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이상적 포부라면, 직업적 기대는 개

인이 인지하는 외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현실적 포부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시기의 개인에게 있어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는 동일할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다. Gottfredson(1981)은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진로

발달로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은 흥미, 능력, 가치관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과 함께 사회계층 및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며 직업포부를 조절해나간다. 

Gottfredson(1981)은 개인이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에 대한 포부를 형성한다

고 보았으며, 개인의 직업포부 형성 과정을 제한(circumscription)과 타협

(compromise)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여기서 자아개념은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방법

의 총체로, 성역할, 사회적 지위, 지적 능력, 흥미, 가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개

인은 이러한 자아개념과 함께 특정 직업에 해당하는 성역할, 지위 수준, 일의 영역 

등에 대해 스스로 형성한 직업이미지를 토대로 직업적 선호를 형성해 간다. 이후 개

인은 직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직업들의 범위인 진로대안영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직업포부를 조절해 나가며, 결국 직업포부는 특정 시점에서 개인이 선택

한 하나의 직업적 대안으로써 하나의 직업명을 의미한다. Gottfredson(198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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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직업포부는 직업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개인

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변화 가능한 개념이다. 이러한 Gottfredson(1981)의 직업포

부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Gottfredson의 직업포부의 발달 단계

1) 1단계: 크기와 힘 지향(orientation to size and power: 3-5세)

이 시기 아동들은 크기와 힘을 지향하는 서열 획득 단계에 있다. 사고가 자기중심

적이고 일시적이며 권력을 가진 대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단계를 거치면서 

아동들은 어른들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세계에서의 직업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또한 직업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직업을 인식하며, 남자와 여자 또는 

명성이 있는 직업과 명성이 없는 직업과 같은 개념들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2) 2단계: 성역할 지향(orientation to sex role: 6-8세)

이 시기 아동들은 성역할 획득단계에 있고, 직업포부는 각자의 성별에 적합한지 여

부를 고려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직업을 여자 또는 남자만 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는 

‘허용가능한 성 유형 경계(tolerable-sex type boundary)’가 발달한다.

3) 3단계: 사회적 가치 지향(orientation to social valuation: 9-13세)

이 시기 아동들은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에 있고, 기존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또

래를 비롯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민감해지며, 사회적 계층이나 능력과 같은 보다 

추상적인 자아개념이 사회적 행동과 기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또한 직업에는 

권위, 명성, 임금 등과 같은 보상과 요구되는 교육수준의 정도가 다름을 인지하게 되

며 점차 진로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9세경이 되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직업들을 선호직업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즉, ‘허용 가능한 수준경계(tolerable level boundary)'의 밖에 있는 사회적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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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직업은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3세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이 성인과 비슷하게 명성에 따라 직업을 평가할 수 있

게 된다. 직업들을 지위에 따라 나열할 수 있으며, 수입, 교육 수준, 직업 간의 긴밀

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업의 지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

라지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해서도 지각하게 되며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에서 수용하지 않

을 직업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4) 4단계: 내적 고유자아 지향(orientation of the internal, unique self: 

14세 이후)

이 시기의 아동들은 직업포부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내적 고유자아 확립 단계에 이

르고 자아정체감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전 발달단계와는 달리 보다 내면의 목적을 

추구하게 되고, 성격과 같은 내적 특성에 근거한 자아개념을 확립하면서 남들과는 다

른 자신의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점차 타

인에 대한 책임, 가족 부양에 대한 중요성 등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며, 자신의 가치, 

능력, 가족의 요구, 성격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러한 기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 한다. 

즉 이전 발달단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직업적 대안영역을 확립한 

아동들은 직업포부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의 내적이고 고

유한 자신의 특성들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직업포부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간다. 앞의 세 단계에서 수용하기 힘든 직업 대안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

면, 내적 고유자아 지향의 4단계는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될 것인지 직업포

부를 구체화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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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업포부 수준의 측정

직업포부 수준의 측정은 크게 직업범주를 통한 측정과 직업지위를 통한 측정으로 

구분된다. 직업범주는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유형이나 분야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고, 직업지위는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이 사회에서 갖는 지위나 위세를 바탕으로 구분

하는 것을 의미한다(어윤경, 2011). 

직업포부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주로 활용되는 방식은 직업지위를 활용한 방법

으로, 직업지위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접근과 직업위세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된다(장홍근, 2008).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접근은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 및 해당 직업에 요구되는 교육 수준을 통해 직업지위를 파악하며, 

직업위세에 대한 접근은 특정 직업에 대한 권위, 중요도, 가치, 존경심 등과 같이 사

회구성원들이 특정 직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업지위

를 파악한다. 사회구성원들에게 직접 직업지위를 측정하도록 할 경우, 직업위세나 명

예의 측면이 아닌 다양한 속성의 이미지로 직업을 평가할 위험이 있어 객관적인 직

업포부 수준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유홍준, 김월화, 2002). 따라서 일반적으

로 교육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접근을 직업포부 

수준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이러한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활용하면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양적 증거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직업지위를 측정할 수 있어 직업지위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다(최예슬, 

2011). 

특정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 시 주로 활용되는 도구로는 Ganzeboom & 

Treiman(1996)의 ISEI, 홍두승(1983) 및 홍두승, 김병조, 조동기(1999)의 직업위

계분류, 배혜련(2003)의 직업포부측정도구, 유홍준, 김월화(2006)의 직업지위점수, 

이아라(2006)의 직업포부 측정도구,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2006)의 직업포부 측정

도구 등이 있다. 

Ganzeboom & Treiman(1996)의 직업지위척도(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는 16개 국가의 직업인 7만여 명의 소득 및 

교육수준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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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1988년도 국제표준직업분류 자료를 기준으로 직업군을 분류하고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홍두승(1983) 및 홍두승, 김병조, 조동기(1999)의 직업위계분류는 권력, 부, 위신, 

교육 등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계급과 연결하여 7개의 계급집단으로 구분한다. 

유홍준, 김월화(2006)는 직업의 소득과 교육 수준으로 구성된 회귀방정식을 통해 

직업별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였으며,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2006)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지도(Job Map)를 바탕으로 학력순위와 임금순위를 합산한 상대적인 직업 간 서

열점수인 지위순위를 산출하였다. 

배혜련(2003)의 직업포부측정도구는 60개의 직업목록에 대해 ‘매우 되고 싶다’

부터 ‘결코 되고 싶지 않다’까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홍준, 김월화(2006)의 직업지위연구방법을 근거로 하여 직업포부

수준을 측정하였다. 우선, Ganzeboom & Treiman(1996)의 직업지위척도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al Status; ISEI)는 1990년

대 개발되어 현재 노동시장을 반영한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두승(1983)의 척도는 직업지위의 국내 상황을 반영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인구를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직업분류가 7개의 대

분류 상에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직업포부수준을 면밀히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

는다. 또한 황매향 외(2006)의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직업지도(Job Map)을 근거로 

하여 학력 및 임금수준을 합산한 지위 값을 산출하여 직업포부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절대적인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직업 간 서열

점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배혜련(2003)의 연구는 60개 

직업목록에 대해 희망 여부를 측정한 도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유홍준, 김월화(2006)의 방법을 활용하여 직업의 소득과 교육 수준으로 구

성된 회귀방정식을 통해 직업별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여 직업포부수준으로 활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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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업포부수준 영향변인

직업포부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직업포부는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

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앞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해 고찰한 결

과를 바탕으로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변인, 가정 변인, 학업관

련 변인,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개인변인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변인으로는 성별을 빼 놓을 수 없다. 직업포부수

준과 성별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실제로 국내외 많

은 연구들이 직업포부수준에 있어 성별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율향, 

1991; 박은혜, 2006; 신수영, 김경근, 2012; 유홍준, 김기헌, 신인철, 오병돈, 2013; 

최영준, 1990; Rojewski, 2005).

직업포부가 개인의 진로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학년 역시 개인의 직업

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박은혜(2006)의 연구에서 학년이 직업포

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포부수준은 고등학교 급에

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중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 변인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변인 중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빼 놓을 

수 없다.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가정의 소득수준 및 

지위수준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직업포부수준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왔다(김진영, 유백산, 2015; 박율향, 1990; 신수영, 김경근, 2012; 이성

식, 정철영, 2004). 이는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반면,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정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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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은 부모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어 직업포부 역시 낮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이종범 외, 2012).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외에도 부모양육태도, 부모학습관여, 부모-자녀 관계, 부

모 기대와 같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 역시 자녀의 직업포부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현옥과 강혜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율향

(1990)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

의 직업포부수준이 높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

는다고 밝혔다. 부모 기대의 경우, 다수의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높을

수록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진영, 유백산, 2015; 신수

영, 김경근, 2012; 유백산, 신수영, 2012; 이성식, 정철영, 2004; 최영준, 1990).

3) 학업관련 변인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관련 변인으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

취를 꼽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초·중·고등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며(공윤정, 2011; 박율향, 1990; 신수영, 김경근, 2012; 정현자, 1997), 학업성

취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청소년기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져 왔다(공윤정, 2011; 김경년, 2011; 김진영, 유백산, 2015; 신수영, 

김경근, 2012; 유백산, 신수영, 2012; 유홍준 외, 2013; 이성식, 정철영, 2004; 정

지혜, 2006; 정현자, 1997; 최영준, 1990).

4)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변인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

다. 중학교 시기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타인으로는 부모를 제외하면 

교사 및 친구가 있다. 교사 및 친구 관련 변인의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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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로는 ‘학생-교사관계’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연구, ‘교

사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연구, ‘친구지지’가 직업포부수

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박율향(1991), 유백산, 신수영(2012)에 따르면 학생-교사관계가 직업포부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 역시 높은 

수준의 직업포부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며(McWhirer, Hackett, & Bandalos, 1998),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또한 높은 직업포부의 획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

다(김경주, 송병국, 2011; Kenny et al., 2007). 이처럼 중학생 시기의 직업포부형

성에 개인을 둘러싼 유의미한 타인들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Farmer, 

198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다문화 가정 중학생

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

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가 학교 참여 및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하

기 어렵고(김유경, 2011; 이순형, 2008), 한국 문화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

족으로 자녀의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양계민 외, 2017)들에 주목

하여,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부모진로관련행동이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낮은 학업성취도 및 중도 탈락율을 고려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와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명된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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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 부모학습관여

1) 부모학습관여 개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부모는 자녀의 

최초 애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양육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녀가 이

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허용적이거나 애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동기 

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최근까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의 학습 자율성 증진행동, 학업정보제공, 부모의 기대수준, 부

모의 성취압력, 학업배려, 학습지도 유형과 같이 구체화 하여, 부모의 학습에 대한 양

육태도가 학습동기 또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

어 왔다(이솔비, 2014).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 

부모행동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김종덕(2001)은 임은미(1988)가 

제시한 ‘부모행동’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부모학습관여’로 제시하였다. 김종덕(2001)은 부모학습관여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조력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2) 부모학습관여 구성 요인

부모학습관여의 구성 요인은 학업성취압력, 학습 성과 기대, 학습에 대한 조력, 부

모의 학습참여, 자율성 허용 정도, 가정에서의 학습습관 통제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이솔비, 2014). 부모학습관여의 구성 

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ci(1995)는 자녀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행동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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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한다.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현실성과 자녀의 성숙 수준을 고려해서 

주어야 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녀가 다양한 선택권을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도

록 조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행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이 가진 권리와 한

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때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자녀 스스로 규칙을 설정하게하고, 규칙에 대해 자녀가 느끼는 저

항을 수용하며, 규칙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유용한 결과를 충분히 알려주며, 

설정한 규칙은 완벽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학업 목표를 자녀와 함

께 설정함으로써 적정한 목표 설정을 유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자녀 스스

로 생각해 보게 하는 등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자녀와 토론하는 것이다. 넷째, 자녀에

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녀의 수행이 향상되었을 때 

격려해 주는 것이다(임은미, 1998 재인용).

임은미(1998)는 Deci(1995)가 제시한 자율성 증진 행동과 학업정보 제공 행동을 

통합하여 ‘부모행동’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는데, 하위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학습 선택권의 부여’는 자녀가 공부 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할 것 인지에 대해 자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녀가 선택한 바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적인 규칙

제공’은 자녀가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규칙의 필요성과 결과

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 스스로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하

는 것이다. 셋째, ‘학습 성과 압력’는 학습 성과에 따라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문

제 해결적인 태도로 자녀의 학업행동을 검토해주는 행동으로써, 바람직한 공부행동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넷째, ‘학업진보 격려’는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타

인과 비교하지 않고, 지난번보다 잘했다면 긍정적인 강화를 아끼지 않는 행동이다. 

다섯째, ‘학업정보 제공’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등을 탐구하고 모았다가 자

녀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행동’은 부모학습관여가 일방적이지 

않고 학습 내용, 방법, 환경 등에서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자녀가 학업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종덕(2001)은 임은미(1988)의 ‘부모행동’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영

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동을 ‘부모학습관여’로 제시하였으며, ‘학습선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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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구성요인

Deci(1995)

- 선택권 부여

- 권리와 제한

- 규칙 설정

- 학업 목표 설정

임은미(1998)

- 학습 선택권의 부여

- 민주적인 규칙제공

- 학습성과 압력

- 학업진보 격려

- 학업정보 제공

김종덕(2001)

- 학습선택권부여

- 민주규칙제공

- 적정성과추구

- 학업진보격려

- 학업정보제공

김연수(2008)

-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 학습방식 존중

- 학습성과 압력

자료 : 이솔비. (2014). 여자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재구성

<표 Ⅱ-3> 부모의 학습관여 구성요인

여’, ‘민주규칙제공’, ‘적정성과추구’, ‘학업진보격려’, ‘학업정보제공’의 

다섯 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김연수(2008)는  임은미(1998)의 척도를 ‘학

습’에 초점을 두고 수정보완 하여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

중’,‘학습성과 압력’의 세 개의 하위 요소로 부모학습관여척도를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밝힌 부모학습관여의 구성요인을 요약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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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학습관여 측정

부모학습관여 측정도구는 Deci(1995)가 부모학습관여 유형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

율성 증진 행동과 학업정보 제공 행동을 ‘부모행동’으로 정의한 임은미(1998)의 

척도를 학습선택권부여, 민주규칙제공, 적정성과추구, 학업진보격려, 학업정보제공의 

30문항으로 축소한 김종덕(2001)의‘부모의 학습관여 형태’도구와, 임은미(1998)

의 ‘부모행동’척도와 김종덕(2001)의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척도를 ‘학습’에 

초점을 두어 수정․보완하여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

과 압력’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부모학습관여척도를 재구성한 김연수(2008)의 

도구가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임은미(1998)의 부모행동 척도를 재구성한 김연수(2008)의 척도

를 수정․보완하여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학습방식 존중’, ‘학습성과 압력’

의 세 개의 하위 영역으로 척도를 구성한 이솔비(2014)의 도구를 활용하여 부모학

습관여를 측정하였다. 이솔비(2014)의 도구는 3가지 구성 요소로 비교적 간단명료하

게 설문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중학생에 맞게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중

학생이 응답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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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진로관련행동

1) 부모진로관련행동의 개념

중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 중 하나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부모변인들은 대부분 부모양육태도

와 관련된 변인들이었지만, 최근 부모의 양육태도만으로는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주

는 부모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선혜연, 2009)하다는 논의에 따라 

부모진로관련행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추희선, 2014). 

부모진로관련행동은 부모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의 진로발달 측면에서 심리적 지지를 통해 진로적응을 돕

고, 진로발달에서의 역할 모델자(role model)로서 직업적 동기와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하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능력을 강화해 주는 부모의 행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서진희, 이제경, 2009). 

Dietrich와 Kracke(2009)는 자녀의 진로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부모가 

도구적,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행동을 부모진로관련행동이라 정의하였으며, 자녀

의 진로 발달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인 행동을 지지(support), 간섭(interference), 

관여부족(lack of engagement)으로 구분하였다. 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발달을 

위해 진로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간섭은 자녀의 진로

준비나 선택에 부모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관여부족은 부모

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한 행동을 의미한다.

Dietrich와 Kracke(2009)가 분류한 세 가지 차원의 부모의 행동들은 자녀의 진로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Dietrich와 Kracke(2009)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

행동은 자녀의 진로탐색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간섭 및 관여부족은 자녀

의 진로결정장애와 관련됨을 구명했다. Dietrich와 Kracke(2009)의 연구를 바탕으

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곽미숙, 2015; 윤지영, 2017; 윤홍경, 2015; 이현주, 

2010; 조아라, 2013; 추희선, 2014; 최동민, 2015; 최미옥, 2015)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Dietrich와 Kracke(2009)의 



- 30 -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를 번안한 조아라(2010)의 정의에 따라 부모진로관련행동을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진로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부모가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관여하는 행위를 부모진로관련행동’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 부모진로관련행동의 구성요인

국내의 부모진로관련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부모진로관련행동의 하

위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Turner 등(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지

지의 하위요인을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

였다. 도구적 조력은 자녀의 진로관련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부모의 지지를 의미하

고, 진로관련 모델링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와 관련된 모델이 되어 주는 것을 의미한

다. 언어적 격려는 자녀의 교육 및 직업세계에 대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는 학습 및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와의 관계 내 경

험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의미한다(김수리, 2004; Tuner, 2003).

Keller와 Whiston(2008)은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심리적 지지가 자녀의 진로발달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면서, 부모의 진로정보제공보다는 심리적인 지지

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심리적 지지는 자녀의 학습 및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와의 관계 내 경험에 대한 부모의 진로행동으로, 자녀의 학습 및 진로발달에 대

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의미한다. 진로정보제공은 자녀의 진로관련 기술 발달을 위

한 부모의 진로행동을 의미한다(서진희, 이제경, 2009).

Dietrich와 Kracke(2009)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진로탐색 및 

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부모가 도구적, 정서적 측면에서 관여하는 행위를 진로관련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지지, 간섭, 관여부족으로 구분하였다. 

3) 부모진로관련행동의 측정

부모진로관련행동 척도로는 Turner 등(2003)의 진로관련 부모지지척도(CRPSS: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Keller와 Whiston(2008)의 부모진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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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검사(PCBC: Parent Career Behavior Checklist), Dietrich와 Kracke(2009)의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PCB: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를 살펴볼 수 있

다. 

Turner 등(2003)의 부모지지척도(CRPSS)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

에 따라 부모가 지지하는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문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높

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며, 국내에서는 김

수리(2004)가 번안하여 한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했다.  

Keller와 Whiston(2008)의 부모진로행동검사(PCBC)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부모의 진로행동을 찾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중학생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지지, 진로정보제공 유형을 측정하며, Likert 5점 척도의 총 3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Keller, Whiston(2008)의 도구를 서진희, 이제경

(2009)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했다. 서진희, 이제경

(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진로행동을 부모지지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부모진로행동의 문항은 심리적 지지(13문항), 진로정보제공(11문항), 

기타(6문항)로 구성하였다.  

Dietrich와 Kracke(2009)의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PCB)는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독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이 도구는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을 지지(support), 간섭(interference), 관여부

족(lack of engagement)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15문항,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한다. 해당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지지적 행동, 

간섭적 행동, 관여부족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내에서는 조아라

(2010)가 Dietrich와 Kracke(2009)의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하

였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진로행동검사(PCBC)와 부모지지척도(CRPSS)의 경우 선행연

구들에서 ‘부모지지’라고 정의되던 개념을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지 정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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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PCB)는 부모의 진로관련 행동

을 지지 뿐만 아니라 간섭, 관여부족의 3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자녀의 진로발달

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정도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부모진로

관련행동척도(PCB)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보통’으로 수렴하는 한국

인들의 응답 경향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15문항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유용하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 부모의 자녀의 진로지원 및 기대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직업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을 구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PCB)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여 해당 도구를 활용하였다.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1)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 수행을 

성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 1986)’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 혹은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Bandura와 Schunk(198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

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적 수행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학업 상황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는 것을 구명했다.

국내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

구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타당성을 비교하였다. 연

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에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기존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상관을 비교한 결과 두 구인 간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서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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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을 의미하며,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스스로 조직하

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의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을 포함하고 있다. 학

업적 자기효능감은 동기 및 인지적 변인과 영향관계가 있으며, 학업수행 및 성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은예, 2015).

2) 학업적 자기효능감 구성요인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

도 선호, 귀인을 구성하였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는 Bandura(1986)

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정서, 동기, 인지, 과제 선택적 과정’을 포함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고,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 도출한 학업적 자기효

능감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

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학습과정 및 결과에 대한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반면(이석영, 2009; Bandura, 1986; Locke, 1991),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

우 자신의 능력에 비해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제를 회피하며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한다.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은 Bandura(1986)가 체계화한 자기조절이론 및 자기효능감 

이론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기대’라고 볼 수 있다(Bandura, 1986; 

오종진, 2011). 

셋째, 자신감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

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업적 상황에 빗대어 살펴보면, 

자신의 학문적 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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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념적 구성을 과제-특수적(task-specific), 상황-특수적

(situation-specific), 영역-특수적(domain-specific), 맥락-특수적(context-specific)으로 

보느냐에 따라 연구방법과 그 측정을 달리해왔다. 

연구초기에는 과제-특수적, 또는 영역-특수적 개념에 근거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

는데, 이는 학생들의 학업수행 수준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자기효능감보다 더 효

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김남희, 2000). 그러나 과제-특수적 

효능감 및 영역-특수적 효능감은 특정과제 및 영역에 대한 수행수준 예측은 가능하지

만, 다른 과제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Bandura(1986)의 이론에도 부합

하지 않았으며, 과제나 상황이 변화하면 척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뢰도 확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김아영, 박인영, 2001). 이러한 연구 초기의 자기효능감 척도들은 

유용성의 측면에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학업적 상황 전반에 걸친 학업수행을 

측정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척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 척도들이 개발되었는

데, Williams와 Coombs(1996)가 제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국내의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대표적이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은 전반적인 학습 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

다. 일반적이면서도 맥락-특수적인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이론적 구성요인을 설정

하였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은 맥락-특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과제-특수적 

자기효능감 만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고, 과제-특수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는 측정할 수 없는 전반적인 학업상황에서의 학업성취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맥락-특수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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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Cobb(1976)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통

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그것이 상호 관계 속

에서 받아들여지고 수용된다고 믿게 하는 정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고, 이것이 개인의 적응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의견을 보인다(최미숙, 2013).

국내에서 연구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지원(1985)은 사회

적 지지를 ‘개인이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움과 정보적 도움, 물질적 도움, 평가적 도움 등 모두를 포함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정의하였고, 성영혜(1992)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 관계의 거래를 통해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으로 정의하였다.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사회적 지지를‘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랑이나 관심, 인정, 정보, 서비스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이라고 보았으며, 이러

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이 사회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주

고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적응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자신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지원들로부터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들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

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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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 측정

사회적 지지는 심리학, 교육학, 예방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

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이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다(유은

경, 설현수, 2015; 이미라, 2000; 박지원, 1985).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박지원

(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의 건강분야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 영역 중,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는 House(1981)

의 사회적 지지 분류를 토대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의 4가지 차원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측정하는 영역

으로 국내의 보편적인 사회적 지지의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사회적 지지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포괄적인 척도로 평가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은 척도이지만, 도구 

개발의 바탕이 간호학 분야에 있으며, 사회적 지지원 보다는 지지형태와 효과에만 초

점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포부에 대한 영향

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

구는 이미라(200)의 사회적 지지 척도가 있다. 이미라(2000)는 박지원(1985)이 개

발한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분류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하면서 모든 문항들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영역 범주를 청소년들에게 의미가 

있는 지지원인 부모, 교사, 친구 3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효과 및 영향을 비교 

가능하도록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현, 유안진(1996)은 Dubow와 Ulman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그리고 

Lemper와 동료들이 개발한 PQ(Parenting Questionnaire), 국내의 김명숙(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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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혜(1993) 등의 척도들을 참고하여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 비율이 2012년에 비해 3세대 이상의 

대가족 비중이 현저히 증가함을 비춰 살펴보았을 때(정해숙 외, 2016), 부모의 지지

와 함께 조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와 관심도 포함할 수 있는 가족지지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한 한미현, 유안진(1996)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되어 해당 도구를 활용하였다.  

 

4. 직업포부와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가. 부모학습관여와 직업포부와의 관계

개인은 주위의 중요타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진로나 학습의 목표를 설정한다. 아동

기의 중요타자로는 부모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으며, 아동은 미래의 직업을 생각할 

때 부모와 상의하며 진로를 결정해 나간다(Whiston, Keller, 2004).

이와 같이 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중요한 타자’ 의 지원 중에

서도 부모의 내․외적 지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에 필수적이며, 특히 부모지지는 진로

포부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는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다(임은미, 김현미, 

2013).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다양한 지지행동 중에서도 부모학습관여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되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 뿐만 아니라,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

으로써 가정 내 학습 분위기 조성, 과외 지원, 학습 정보 수집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임은미, 김현미, 2013). 

Amoto와 Keith(199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의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보다 가정 내 분

위기 및 가족구조와 같은 요인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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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isle와 Alexander(1996)는 자녀의 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기대의 중요

성을 밝혔으며, Paulson(1994)의 연구와 같이 성공과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

녀의 정서적 독립을 격려하는 부모들의 자녀가 높은 교육성취와 포부수준을 보인다

는 연구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Turner 등(2003)은 부모가 역할모델로서 자녀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직업적 동기를 부여하며, 직업 정보와 발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 지지, 부모 기대 등과 같은 부모의 행동과 진로특성, 심리적 특성, 

및 교육포부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어 왔지만, 부모학습관여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박외자, 2010; 양난미, 이은경, 2008; 임은미, 김현미, 2013; Flores &　O'Brien, 

2002). 

박외자(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

고, 이러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효능감을 향상시켜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

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진로포부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양난미와 이

은경(2008)은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진로포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임은미, 김현미(2013) 연구에

서도 학업성과관여, 공부행동관여, 긍정적정서지지로 구성된 부모의 학습관여가 중고

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lores와 O'Brien(2002)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

녀의 직업포부와 진로선택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이 밝혀졌다.    

나. 부모진로관련행동과 직업포부와의 관계

부모진로관련행동과 직업포부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제한적임으로, 

부모진로관련행동과 유사한 부모진로지지와 직업포부와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진로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박미연, 2011; 우영진, 홍혜영, 2011).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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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구명한 최수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포부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진로관련행동이 직업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어 이 연구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와의 관계

국내에서 연구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와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박율향(1991)의 중학생의 직업포부와 획득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 학

생들의 직업포부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현자

(1997)의 자아개념, 직업관, 직업포부수준간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

기 효능감이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윤정(2011)의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업포부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인 자기조절 효

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가 직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수

영, 김경근(2012)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직업포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사회적 지지와 직업포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김홍석, 

2013; 박용두, 이기학, 2008). Farmer(1985)에 따르면 직업포부형성에 개인을 둘

러싸고 있는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Wettersten 외

(200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고등학생들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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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부모학습관여

→직업포부

박외자(2010); 양난미, 이은경(2008); 임은미, 김현미(2013);

Flores, O’Brien(2002) 

부모진로관련행동

(부모진로지지)

→직업포부

박미연(2011); 우영진, 홍혜영(2011); 최수미(2013); Flores, 

O’Brien(2002) 

학업적 자기효능감

→직업포부
공윤정(2011); 박율향(1991); 신수영, 김경근(2012); 정현자(1997) 

사회적 지지

→직업포부

김경주, 송병국(2011); 김홍석(2013); 박미연(2011); 

박용두, 이기학(2008); 우영진, 홍혜영(2011); 이종범, 정철영(2005);

조영임(2012); Farmer(1985); Flores, O’Brien(2002); Kenny 

etal.,(2007); McWhirer, Hackett, & Bandalos(1998); Wettersten(2005)

<표 Ⅱ-4> 직업포부와 관련 변인의 선행연구 종합

사회적 지지원 중 부모 지지가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부모의 지지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진로 

영역에 대한 높은 포부 수준을 갖도록 영향을 준다(박미연, 2011; 우영진, 홍혜영, 

2011; 조영임, 2012; Flores& O’Brien, 2002). 이종범과 정철영(2005)의 연구에

서도 가족 지지,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등과 같은 가족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포

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 역시 직업포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구명

되었으며(McWhirer, Hackett, & Bandalos, 1998), 친구로부터 받는 또래지지 또

한 높은 직업포부의 획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김경주, 송병국, 2011; 

Kenny et al., 2007).

마. 직업포부와 관련 변인의 선행연구 종합

직업포부수준과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표 Ⅱ-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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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

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을 비교 분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Ⅲ-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로 구분된다. 부모진로관련행동은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

관여부족행동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하나의 변인군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세부적으로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변인의 직업포부수준과의 상관관계 및 

영향을 구명하고자 설정되었다. 

[그림 Ⅲ-1]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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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문화 가정 중학생 수 및 비율

전체 중학생 수 다문화 중학생 수 비율

전체 1,381,334 15,945 1.2 

지역규모

대도시 563,549 5,143 0.9 

중소도시 605,403 5,602 0.9 

읍면지역 203,338 4,899 2.4 

도서벽지 9,044 301 3.3 

자료 : 교육부. (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재구성

<표 Ⅲ-1> 지역규모별 다문화 가정 중학생 수 및 비율 현황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으로 2017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총 1,381,334명에 이른다. 이중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15,945명으로 

전체 중학생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5,602

명, 대도시 5,143명, 읍면지역 4,899명, 도서벽지 301명의 순으로 다문화 가정 중학

생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도시에서 도서벽지로 갈수록 다문화 중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표 Ⅲ-1> 참조). 

나. 표집

1) 표집크기

이 연구에서 사용할 중다회귀분석에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집 크기에 대해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나, 대체로 독립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정도가 되어야 

예측 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는다(양병화, 2006). 이 연구의 경우 총 10개의 변인을 

분석에 사용할 예정이고, 독립변인은 9개이므로 최소 18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

다. 류근관(2005)에 따르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상관없이 표본 집단의 절대 수에 기인하며, 사회과학에서는 300명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평균 회수율, 불성실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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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다문화 가정 중학생 200명, 일반 가정 중학생 200명, 

총 400명으로 설정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려 한다. 

2) 표집방법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 중 할당표집 및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편의표집

을 실시한 이유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지역 및 학교별 분포가 

일정하지 않음으로 확률표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

부의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 자료(2017) 및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다문화 학생 현황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 하였다.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수는 경기도(3,934명, 

24.67%), 서울(2,381명, 14.93%), 전남(1,272명, 7.98%), 충북(1,272명, 7.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분포를 1차적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시도 교육청 별로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다

문화교육 지원계획의 시․군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및 비율을 2차적으로 확인하여 표

집 하였다.  

3.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했다. 질문지는 

직업포부,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인구통

계학적 변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5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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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직업포부 희망하는 직업 3순위 Ⅰ- 1~3 3

부모학습관여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Ⅱ-1~9 9학습방식존중

학습성과압력

부모진로관련행동

진로지지행동

Ⅲ-1~15 15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Ⅳ- 1~28 28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Ⅴ- 1~24 24가족지지

교사지지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 부모의 국적, 부모님 

출신 국가, 출생지
Ⅵ- 1~6 6

총계 85

<표 Ⅲ-2>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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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포부 측정도구

직업포부의 경우 커리어넷의 주니어 직업정보에 포함된 직업 리스트를 기초로 하

여 총 103개의 직업목록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에게 직업목록을 제시하는 

이유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개방형으로 설문했

을 때보다 안정적으로 직업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3개의 직업목록에 대

한 설명지를 담당 교사에게 배부하여 모르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학생들은 103개의 직업목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3개씩 선택하고, 원하

는 직업이 목록에 없을 경우 빈 칸에 직업 이름을 직접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3

가지의 장래희망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업포부

의 범위를 안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직업포부수준은 선택한 3개 직업들의 직업지위점수의 평균을 

나타내는데, 평균값이 높을수록 직업포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지위 점

수가 없는 직업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1차적으로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한국직업사

전의 고용직업분류 매칭 정보를 바탕으로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였고, 만약 직업지위

점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매칭 되는 고용직업분류상의 직업이 없을 경우 박열매

(2010)의 연구에 따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지위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각 직업의 지위 점수는 유홍준, 김월화(2002)의 직업지위 연구방법을 근거로 하여 

산출했다. 유홍준, 김월화(2002)는 교육이 직업지위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원인이고 

수입은 그에 따른 결과이므로 ‘교육’과 ‘수입’이 직업지위 연구에 있어서 핵심

적인 변수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직업지위(occupation status)는 직업위세와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occupational socioeconomic status)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 개

인이 직업구조 안에서 갖는 위치나 위상을 뜻한다. 

직업지위가 단순히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내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의 교육 및 수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직업지위를 산출할 경우 임의성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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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홍두승, 198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업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직업

위세와 직업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서 조사한 23개 직업의 직업위세평균점수(정윤경, 2014)와,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2013-2014 잡맵의 직업 세분류별 평균 교육 

년수와 월평균 수입을 사용하여 직업지위를 산출하였다. 

한편 직업위세(occupation prestige)는 직업구조 안에서 갖는 위치에 따라 부여된 

평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평판이나 인식에 근거한 직업의 위상, 즉 직업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다(유홍준, 김월화, 2002). 이러한 직업위세는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권위, 중요성, 가치, 존경에 대한 인식 또는 평가

(Broom, Selznick, 1973)로 결정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은 특정 

직업이 사회에서 가지는 소득, 교육수준, 권력 등과 같은 객관적 척도를 바탕으로 형

성되기 때문에 직업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상당부분 일치한다(최태룡, 1984, 윤종건, 

199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홍준, 김월화(2002)의 연구방법을 따라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는데 직업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직업위세와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 값

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5점 척도로 측정된 2014년 23개 직업의 직업위세점수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100점 척도로 환산하였다.

② 직업위세가 조사된 23개 직업은 최선미(2016)의 연구를 바탕으로 2013-2014 

잡맵의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의 분류기준인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로 직업 명칭

의 일치성 및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매칭 하였다. 

③ 직업위세가 조사된 23개 직업의 직업위세점수를 종속변수로, 해당 직업의 

2013-2014 잡맵의 평균 교육 년수와 월평균 수입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구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직업의 직업위세를 측정하도록 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직업위세를 평가하게 한 후, 해당 직업의 직업위세가 평균 교육 년수와 월평균 

수입으로 어떻게 예측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회귀식을 구하는 것이다(홍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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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유홍준, 김월화, 2002). 2014 직업위세점수와 2013-2014 잡맵의 하반기 지

역별고용조사의 직업별 소득 및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직업지위점수 도출을 위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2.362 ＋0.046(월평균수입) ＋ 3.059(교육년수) 

F=20.808(0.000), R=0.675

④ 23개 조사 직업 외 나머지 직업들의 잡맵의 월평균 수입과 교육 년수 값을 회

귀식에 적용함으로써 총 103개 직업의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했다.  

직업지위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2013-2014 잡맵에 월평균 수입 및 교육년수가 

제시된 직업에 한정하여 직업리스트를 구성하였으며, 응답자가 직업리스트 외의 직업

을 작성할 경우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지위점수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업리스트 외의 직업을 응답한 것을 

포함하여 총 134개 직업의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직업포부수준으로 활용

하였다. 

나. 부모학습관여 측정도구

부모학습관여의 경우 임은미(1998)의 척도를 수정한 김연수(2008)의 척도에서 여

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학습방식 존중’,‘학습성과 압

력’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인,  총 9문항으로 수정한 이솔비(2013)의 도구를 활용

하였다. 

이솔비(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가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 .811, 

학습방식 존중 .842, 학습성과 압력이 .819, 부모학습관여 척도 전체가 .850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했다. 검사문항 중 3개의 부정

문항은 역 채점 하며, 학습관여 총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부모의 학습관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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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50) 본조사(=355)

학습방식 존중 1, 3, 5 .796 .757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2, 4, 7 .671 .794

학습성과 압력 8 , 9 .445 .706

전체 .694 .779
는 역채점 문항

<표 Ⅲ-3> 부모학습관여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의 부모학습관여 조사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결과 학습

방식 존중 .796,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671, 학습성과 압력 .445, 부모학습관여 전

체 .694로 나타났다. 부모학습관여 하위요인 중 학습성과 압력 6번문항의 경우 내적 

일치도 계수가 낮게 관측되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해당문항을 제거한 후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본조사 결과 학습방식 존중 .757, 학습정보제공 및 조언 .794, 

학습성과 압력 .706, 부모학습관여 전체 .779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습관여의 하위요인, 문항 및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a)는 

<표 Ⅲ-3>과 같다. 

   

다. 부모진로관련행동 측정도구

부모진로관련행동의 경우 Dietrich와 Kracke(2009)의 Parental Caeer-related 

Behaviors(PCB)를 조아라(2013)가 번안한 한국판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를 사용했

다. 부모진로관련행동은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의 3가지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5문항,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요

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을 많

이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조아라(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가 진로

지지행동 .857, 진로간섭행동 .803, 진로관여부족행동 .871로 보고되었으며,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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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50) 본조사(=355)

진로지지행동 1-5 .861 .853

진로간섭행동 6-10 .815 .849

진로관여부족행동 11-15 .863 .854

<표 Ⅲ-4> 부모진로관련행동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이

해하기 어려운 단어 및 문장을 중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비조

사 결과 부모진로관련행동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진로지지행동 .861, 진로간섭행동 

.815, 진로관여부족행동 .863으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부모진로관련행동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진로지지행동 .853, 진로간섭행동 .849, 진로관여부족행동 .854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모진로관련행동의 하위요인, 문항 및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a)는 

<표 Ⅲ-4>과 같다.

 

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

감, 자신감의 3개의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한다. 또한 12개의 부정문항은 역 채점 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총점

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연구

에서는 내적일치 신뢰도 계수가 과제난이도 선호 .840, 자기조절효능감 .760, 자신감 

.740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조사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결과 과

제난이도 선호 .896, 자기조절효능감 .933, 자신감 .909,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938로 높게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과제난이도 선호 .896, 자기조절효능감 .911, 자

신감 .885,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 .924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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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50) 본조사(=355)

과제난이도 선호 1, 2 , 3 , 4, 5, 6 ,7 , 8, 9, 
10

.896 .896

자기조절효능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33 .911

자신감 21 ,22 ,23 ,24 ,25 ,26 ,27 ,

28
.909 .885

전체 .938 .924
는 역채점 문항

<표 Ⅲ-5> 학업적 자기효능감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문항 및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a)

는 <표 Ⅲ-5>와 같다.

마.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man이 개발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와 SAB(Scale of Available Behavior), Cohen과 

Hoberman이 제작한 ISEL(The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그리고 

Lemper와 동료들이 개발한 PQ(Parenting Questionnaire)를 한미현, 유안진(199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2, 

9, 19, 20번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한미현, 유안진(1996)의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의 내

적일치 신뢰도 계수가 모두 .80 이상이었고,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1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조사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결과 친구지지 

.899, 가족지지 .929, 교사지지 .858, 사회적 지지 전체 .936으로 나타났다. 본조사의 

경우도 친구지지 .937, 가족지지 .927, 교사지지 .896, 사회적 지지 전체 .942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문항 및 문항 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a)는 <표 Ⅲ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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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예비조사(n=50) 본조사(=355)

친구지지 1, 2 , 3, 4, 5, 6, 7, 8 .899 .937

가족지지 9 , 10, 11, 12, 13, 14, 15, 16 .929 .927

교사지지 17, 18, 19 , 20 , 21, 22, 23, 24 .858 .896

전체 .936 .942
는 역채점 문항

<표 Ⅲ-6> 사회적 지지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바. 인구통계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경우 성별, 학년, 거주지역, 부모의 국적, 부모출신국가, 출생

지로 구분하였다([부록 1] 참조). 성별, 학년, 거주지역의 경우 통제변인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부모의 국적, 부모출신국가, 출생지의 경우 다문화 가정 중학생에 한정해서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으로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9일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연구자가 표집학교를 방문

하여, 설문 실시 및 수거를 진행했다. 표집 된 중학교에 협력자 1인을 확보하고, 협력

자에게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 협조 안내, 표집대상, 설문 기간, 설문 

방법을 안내한 후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총 41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381부(회수율 91.37%)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중복응답,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

은 설문지, 이상치로 판단되는 케이스를 제외하여 총 355부(유효응답률 85.1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52 -

피어슨 상관계수(r) 상관계수의 해석

1.00 완전한 상관(perfect)

0.70∼0.99 매우 높은 상관(very strong)

0.50∼0.69 높은 상관(substantial)

0.30∼0.49 중간 상관(moderate)

0.10∼0.29 낮은 상관(low)

0.01∼0.09 매우 낮은 상관(negligible)

자료: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NJ: Prentice-Hall.

<표 Ⅲ-7> 피어슨 상관계수의 상관정도 판단기준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5%의 유

의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 했다. 이 연구에 적용한 통계방법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8>과 같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

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

계를 활용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집

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을 활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상관분석의 경우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상관계수의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Ⅲ-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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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통계방법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어떠한가?

         1-1.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어떠한가? 

         1-2.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연구문제 2.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2-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2-2.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수준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연구문제 3.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표 Ⅲ-8>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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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Ⅳ-1> 참조). 응답자는 총 355명으

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143명으로 40.3% ,일반 가정 중학생은 212명으로 

59.7%의 비율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비율을 보면 학년별 분포는 1학년

이 59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43명(30.1%), 3학년 41명(2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78명(54.5%), 여학생이 65명(45.5%)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47명(32.9%), 읍면지역

이 96명(67.1%)으로 읍면지역의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문화 가

정의 유형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이 116명

(81.1%), 외국인가정이 27명(18.9%)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았

다.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

을 살펴보면 국내출생 107명(74.8%), 중도입국 36명(25.2%)으로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 부모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 한국 출신이 

85명(66.4%)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23명(16.1%), 일본 17명(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일본 44명(30.8%), 중국 41명(28.7%), 필리핀 21명(14.7%), 

베트남 9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도 21명(14.7%)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반 가정 중학생의 경우 1학년이 99명으로 46.7%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67명

(31.6%), 3학년이 46명(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112명

(52.8%), 여학생이 100명(47.2%)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 지역을 살펴

보면 도시지역이 99명(46.7%), 읍면지역이 113명(53.3%)으로 읍면지역의 일반 가

정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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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43 40.3 212 59.7

학년

1학년 59 41.3 99 46.7

2학년 43 30.1 67 31.6

3학년 41 28.7 46 21.7

성별
남 78 54.5 112 52.8

여 65 45.5 100 47.2

거주지역
도시 47 32.9 99 46.7

읍면지역 96 67.1 113 53.3

다문화 

유형

국제결혼가정 116 81.1 - -

외국인가정 27 18.9 - -

출생지
국내출생 107 74.8 - -

중도입국 36 25.2 - -

부모 

출신국가

부

한국 85 66.4 212 100.0

중국 23 16.1 - -

일본 17 11.9 - -

기타  8 5.6 - -

모

한국 21 14.7 212 100.0

중국 41 28.7 - -

일본 44 30.8 - -

필리핀 21 14.7 - -

베트남 9 6.3 - -

기타  7 4.9 - -

주1) 기타: 대만 1, 미국 1, 미얀마 1, 베트남 1, 아르헨티나 1, 영국 1, 오스트리아 1

주2) 기타: 대만 1, 러시아 1, 몽골 1, 미얀마 1, 카자흐스탄 1, 태국 2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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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n=973)

순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1 요리사 51 5.24

2 경찰관 49 5.04

3 운동선수 47 4.83

4 메이크업아티스트 42 4.32

5 프로게이머 36 3.70

6 동물사육사 31 3.19

6 배우및모델 31 3.19

8 제과제빵사 27 2.77

9 공무원 26 2.67

9 중고등학교교사 26 2.67

11 만화가 24 2.47

12 의사 22 2.26

12 초등학교교사 22 2.26

12 컴퓨터프로그래머 22 2.26

15 건축사 17 1.75

15 변호사 17 1.75

15 유치원교사 17 1.75

15 작곡가 17 1.75

19 상담전문가 16 1.64

19 작가 16 1.64

<표 Ⅳ-2>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

2.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 

가.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

전체 중학생이 응답한 상위 직업포부를 빈도 및 백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표 Ⅳ-2> 참조). 중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요리사로 나타났으며, 경

찰관, 운동선수, 메이크업아티스트, 프로게이머, 동물사육사, 배우및모델, 제과제빵사, 

공무원, 중고등학교교사, 만화가, 의사, 초등학교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 건축사, 변호

사, 유치원교사, 작곡가, 상담전문가, 작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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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학생이 응답한 직업포부의 직업포부수준은 평균 59.88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8.169점, 최솟값 41.25점, 최댓값 83.59점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학생 59.88 8.169 41.25 83.59

<표 Ⅳ-3>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 

나.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 차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이 응답한 상위 직업포부를 빈도 및 백분

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4> 참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요리사로 나타났으며, 운동선수, 동물사육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만화

가, 배우및모델, 공무원, 제과제빵사, 경찰관, 건축사, 초등학교교사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일반 가정 중학생의 경우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경찰관을 응답하였으며, 프로

게이머, 메이크업아티스트, 운동선수, 요리사, 배우및모델, 중고등학교교사, 의사, 제과

제빵사, 공무원, 동물사육사, 작곡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요리사, 운동선수, 동물사육사, 메이크

업아티스트, 배우및모델, 제과제빵사, 경찰관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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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중학생(n=380) 일반 가정 중학생(n=593)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1 요리사 29 7.63 1 경찰관 38 6.41

2 운동선수 23 6.05 2 프로게이머 28 4.72

3 동물사육사 17 4.47 3 메이크업아티스트 27 4.55

4 메이크업아티스트 15 3.95 4 운동선수 24 4.05

5 만화가 14 3.68 5 요리사 22 3.71

6 배우및모델 13 3.42 6 배우및모델 18 3.04

7 공무원 12 3.16 7 중고등학교교사 17 2.87

7 제과제빵사 12 3.16 8 의사 15 2.53

9 경찰관 11 2.89 8 제과제빵사 15 2.53

10 건축사 10 2.63 10 공무원 14 2.36

10 초등학교교사 10 2.63 10 동물사육사 14 2.36

12 중고등학교교사 9 2.37 10 작곡가 14 2.36

13 기자 8 2.11 10 컴퓨터프로그래머 14 2.36

13 컴퓨터프로그래머 8 2.11 14 초등학교교사 12 2.02

13 프로게이머 8 2.11 15 가수 11 1.85

16 경호원 7 1.84 15 작가 11 1.85

16 변호사 7 1.84 17 만화가 10 1.69

16 스포츠매니저 7 1.84 17 변호사 10 1.69

16 유치원교사 7 1.84 17 상담전문가 10 1.69

16 의사 7 1.84 17 유치원교사 10 1.69

<표 Ⅳ-4>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이 응답한 상위 직업포부의 직업포부수준 

및 백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Ⅳ-1] 참조). 상위 직업 중 의사가 90.43

점으로 직업포부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변호사 85.60점, 컴퓨터프로그래머 

69.87점, 중고등학교교사 68.55점, 기자 67.21점, 초등학교교사 66.89점, 건축사 

66.24점, 작가 65.61점, 경찰관 62.57점, 공무원 62.2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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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의 직업포부수준 및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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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다문화 143 58.74 8.001
-.2.175

일반 212 60.66 8.209

p<0.05

<표 Ⅳ-5>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 차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은 평균 58.74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중학생은 60.66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

부수준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2.175, p<.0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5> 참조).

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

준 차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응답한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를 성별, 학년, 거주지역, 출생

지, 다문화 가정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남학생이 가

장 많이 선택한 희망직업은 운동선수로 나타났고, 요리사, 경찰관, 공무원, 건축사, 프

로게이머, 동물사육사,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여학생의 

경우 메이크업아티스트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리사, 동물사육사, 

만화가, 배우및모델, 제과제빵사,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남학생과 여학생은 공통적으로 요리사, 동물사육사, 만화가 등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 남학생은 여학생과 비교하여 운동선수, 경찰관, 공

무원, 건축사, 프로게이머, 컴퓨터프로그래머, 경호원, 기계공학기술자, 변호사, 스포츠 

매니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남학생과 비교하여 메이크업아티

스트, 배우및모델, 제과제빵사, 유치원교사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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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남학생(n=201) 다문화 가정 여학생(n=179)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1 운동선수 20 9.95 1 메이크업아티스트 15 8.38

2 요리사 18 8.96 2 요리사 11 6.15

3 경찰관 9 4.48 3 동물사육사 10 5.59

3 공무원 9 4.48 4 만화가 9 5.03

5 건축사 8 3.98 4 배우및모델 9 5.03

5 프로게이머 8 3.98 4 제과제빵사 9 5.03

7 동물사육사 7 3.48 7 유치원교사 6 3.35

7 컴퓨터프로그래머 7 3.48 7 초등학교교사 6 3.35

9 경호원 5 2.49 9 중고등학교교사 5 2.79

9 기계공학기술자 5 2.49 10 간호사 4 2.23

9 만화가 5 2.49 10 기자 4 2.23

9 변호사 5 2.49 10 미용사 4 2.23

9 스포츠매니저 5 2.49 10 사회복지사 4 2.23

<표 Ⅳ-6> 성별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

  

학년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중학교 1

학년~ 3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요리사, 운동선수, 배우및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요리사, 운동선수, 동물사육사, 제과제빵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만화

가, 배우및모델, 경찰관, 초등학교교사, 건축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2학년의 경

우 요리사, 운동선수, 공무원, 메이크업아티스트, 만화가, 배우및모델, 변호사, 중고등학교

교사, 동물사육사, 유치원교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요리사, 운

동선수, 경호원, 공무원, 건축사, 경찰관, 기자, 초등학교교사, 기계공학기술자, 배우및모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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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1학년

(n=163)

1 요리사 15 9.20

1 운동선수 15 9.20

3 동물사육사 12 7.36

4 제과제빵사 10 6.13

5 메이크업아티스트 9 5.52

6 만화가 8 4.91

7 배우및모델 6 3.68

8 경찰관 5 3.07

8 초등학교교사 5 3.07

10 건축사 4 2.45

2학년

(n=103)

1 요리사 8 7.77

2 운동선수 7 6.80

3 공무원 6 5.83

4 메이크업아티스트 5 4.85

5 만화가 4 3.88

5 배우및모델 4 3.88

5 변호사 4 3.88

5 중고등학교교사 4 3.88

9 동물사육사 3 2.91

9 유치원교사 3 2.91

3학년

(n=114)

1 요리사 6 5.26

1 운동선수 6 5.26

3 경호원 5 4.39

3 공무원 5 4.39

5 건축사 4 3.51

5 경찰관 4 3.51

5 기자 4 3.51

5 초등학교교사 4 3.51

9 기계공학기술자 3 2.63

9 배우및모델 3 2.63

<표 Ⅳ-7> 학년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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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거주 다문화 가정 중학생(n=122) 읍면지역 거주 다문화 가정 중학생(n=258)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1 요리사 13 10.66 1 운동선수 19 7.36

2 동물사육사 11 9.02 2 요리사 16 6.20

3 경찰관 7 5.74 3 공무원 10 3.88

4 만화가 5 4.10 3 메이크업아티스트 10 3.88

4 메이크업아티스트 5 4.10 5 만화가 9 3.49

4 의사 5 4.10 5 배우및모델 9 3.49

4 프로게이머 5 4.10 7 건축사 8 3.10

8 가수 4 3.28 7 제과제빵사 8 3.10

8 배우및모델 4 3.28 9 기자 7 2.71

8 운동선수 4 3.28 9 중고등학교교사 7 2.71

8 제과제빵사 4 3.28 9 초등학교교사 7 2.71

8 컴퓨터프로그래머 4 3.28 - - - -

<표 Ⅳ-8> 거주지역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

거주지역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

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요리사, 

만화가, 메이크업아티스트, 배우및모델, 운동선수, 제과제빵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동물사육사, 경찰관, 의사, 프로게이

머, 가수,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에 비해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공무원, 건

축사, 기자, 중고등학교교사, 초등학교교사 등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

에 비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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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n=281)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n=99)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1 운동선수 18 6.41 1 요리사 13 13.13

2 요리사 16 5.69 2 초등학교교사 6 6.06

3 동물사육사 14 4.98 3 운동선수 5 5.05

4 공무원 11 3.91 4 경찰관 4 4.04

4 메이크업아티스트 11 3.91 4 기자 4 4.04

6 만화가 10 3.56 4 만화가 4 4.04

6 배우및모델 10 3.56 4 메이크업아티스트 4 4.04

6 제과제빵사 10 3.56 4 중고등학교교사 4 4.04

9 건축사 8 2.85 9 동물사육사 3 3.03

10 경찰관 7 2.49 9 배우및모델 3 3.03

- - - - 9 통역가 3 3.03

<표 Ⅳ-9> 출생지역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

출생지역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를 살펴보면 국내출생 다문화 가

정 중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운동선수, 요리사, 동물사육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만화가, 배우및모델, 경찰관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공무원, 제과제빵사, 건축사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교사, 기자, 중고등학교

교사, 통역가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9> 참조).

다문화 가정 유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를 살펴보면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운동선수, 요리사, 동물

사육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만화가, 경찰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다

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공무원, 배우및모델, 제과제빵사, 건축사 등을, 외국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교사, 의사, 중고등학교교사, 프로게이머 등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Ⅳ-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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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중학생(n=305) 외국인 다문화 가정 중학생(n=75)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순

위
희망직업 빈도(n) 백분율(%)

1 운동선수 20 6.56 1 요리사 10 13.33

2 요리사 19 6.23 2 동물사육사 4 5.33

3 동물사육사 13 4.26 2 초등학교교사 4 5.33

4 메이크업아티스트 12 3.93 4 경찰관 3 4.00

5 공무원 11 3.61 4 만화가 3 4.00

5 만화가 11 3.61 4 메이크업아티스트 3 4.00

5 배우및모델 11 3.61 4 운동선수 3 4.00

8 제과제빵사 10 3.28 4 의사 3 4.00

9 건축사 9 2.95 4 중고등학교교사 3 4.00

10 경찰관 8 2.62 4 프로게이머 3 4.00

<표 Ⅳ-10> 다문화 가정 유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상위 직업포부 및 빈도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포부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성별, 출생지, 다문화 가정 유형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포부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지역과 학년

에서 직업포부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이 56.84점, 읍

면지역이 59.67점으로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t=-2.011,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년에서도 직업포부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1학년은 55.90점, 2

학년 59.82점, 3학년 61.71점으로 F검정 결과 7.562로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1학년에 비해 2학년 및 3학년의 직업포부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1>, <표 Ⅳ-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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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 78 59.91 8.825

1.928
여 65 57.34 6.685

거주

지역

도시 47 56.84 8.702

-2.011

읍면지역 96 59.67 7.506

출생지
국내출생 107 58.80 7.984

.158
중도입국 36 58.56 8.161

다문화 

가정 유형

국제결혼 116 59.15 7.810
1.269

외국인가정 27 56.99 8.709

p<0.05

<표 Ⅳ-11>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포부수준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학년

1학년 59 55.90 7.239

7.5622학년 43 59.82 8.697 *

3학년 41 61.71 7.049 *

p<0.05

<표 Ⅳ-12>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직업포부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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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

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

가.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

전체 중학생이 응답한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Ⅳ-13> 참조). 부모학습관여는 평균 3.56점

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0.702점, 최솟값 1.38점, 최댓값 5.00점으로 나타났다. 부

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지지행동의 경우 평균 2.79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0.649점, 최솟값 1.00점, 최댓값 4.00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간섭

행동의 경우 평균 2.00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0.663점, 최솟값 1.00점, 최댓값 

4.00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관여부족행동의 경우 평균 1.79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0.622점, 최솟값 1.00점, 최댓값 4.00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평균 3.17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0.627점, 최솟값 1.32점, 

최댓값 4.86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

편차 0.645점, 최솟값 1.83점, 최댓값 5.00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부모학습관여 355 3.56 0.702 1.38 5.00

진로지지행동 355 2.79 0.649 1.00 4.00

진로간섭행동 355 2.00 0.663 1.00 4.00

진로관여부족행동 355 1.79 0.622 1.00 4.00

학업적 자기효능감 355 3.17 0.627 1.32 4.86

사회적 지지 355 3.84 0.645 1.83 5.00

<표 Ⅳ-13>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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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Ⅳ-14> 참조). 

부모학습관여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평균 3.57점, 일반 가정 중학생이 평균 3.55

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두 집단 모두 부모학습관여를 보통이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지지행동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평균 2.80점, 일반 가정 

중학생이 평균 2.79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두 집단 모두 진로

지지행동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간섭행동의 경우도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

정 중학생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평균 2.04점, 일반 가

정 중학생의 경우 평균 1.97점으로 나타났다. 

관여부족의 경우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관여부족에 대한 인식은 1.90점으로 일반 가정 중학생의 1.71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진로에 대한 관여부족을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더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다문화 가정 중학생 3.10점, 일반 가정 중학생 3.21점으

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의 경우 다문화 가정 중학

생 3.80점, 일반 가정 중학생 3.87점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사회적 지지를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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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부모학습관여
다문화 143 3.57 0.661

0.299
일반 212 3.55 0.730

진로지지행동
다문화 143 2.80 0.661

0.208
일반 212 2.79 0.643

진로간섭행동
다문화 143 2.04 0.689

0.881
일반 212 1.97 0.646

진로관여부족행동
다문화 143 1.90 0.661

2.734
일반 212 1.71 0.584

학업적 자기효능감
다문화 143 3.10 0.535

-1.663
일반 212 3.21 0.680

사회적지지
다문화 143 3.80 0.648

-1.110
일반 212 3.87 0.643

p<0.05

<표 Ⅳ-14>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독립변인 수준 차이

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학습관여, 부모진

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

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성별 및 다문화 가정 유형에 따른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

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

문화 가정 중학생의 학년, 거주지역, 출생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간섭행동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F검정 결과 3.174로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사

후검정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

지의 경우 F검정 결과 5.587로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사

후검정 결과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사회적 지지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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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진로간섭 

행동

1학년 59 2.21 0.702

3.1742학년 43 1.94 0.729

3학년 41 1.89 0.583

사회적 

지지

1학년 59 3.60 0.719

5.5872학년 43 3.85 0.551

3학년 41 4.02 0.560 *

p<0.05

<표 Ⅳ-15>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간섭행동, 사회적 지지 수준 차이

구분 거주지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진로

간섭행동

도시 47 2.23 0.748

2.424

읍면지역 96 1.94 0.641

p<0.05

<표 Ⅳ-16>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거주지역에 따른 진로간섭행동 수준의 차이

거주지역의 경우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간섭행동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도시지

역이 평균 2.23점, 읍면지역이 평균 1.94점으로 도시지역의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읍

면지역의 다문화 가정 중학생보다 진로간섭행동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424,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Ⅳ-16> 참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출생지의 경우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간섭행동에서만 차

이를 나타냈다.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간섭행동이 평균 1.96

점으로 나타났고,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간섭행동이 2.26점

으로 나타나,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간섭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281, p<.05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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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생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진로

간섭행동

국내출생 107 1.96 0.667

-2.281

중도입국 36 2.26 0.714

p<0.05

<표 Ⅳ-17>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출생지에 따른 진로간섭행동 수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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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

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

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는 <표 Ⅳ-18>과 같다. 직업포부수준은 유의수준 0.01에서 진

로관여부족행동(r=-.153, p<.01)과 낮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업적 자기효능감(r=.287, p<.01), 사회적 지지(r=.169, p<.01)와 낮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

동은 직업포부수준과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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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포부수준 2. 부모학습관여 3-1.진로지지행동 3-2.진로간섭행동
3-3. 

진로관여부족행동

4. 학업적 

자기효능감
5. 사회적 지지

1. 직업포부수준 1.000

2. 부모학습관여 0.057 1.000

3-1. 진로지지행동 0.051 .573** 1.000

3-2. 진로간섭행동 -0.033 -.425** -0.037 1.000

3-3. 진로관여부족행동 -.153** -.448** -.511** .232** 1.000

4. 학업적 자기효능감 .287** .479** .455** -0.052 -.372** 1.000

5. 사회적 지지 .169** .531** .401** -.231** -.448** .451** 1.000

p<0.05, p<0.01

<표 Ⅳ-18>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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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정규성 검증(P-P 도표)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

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업포부수준이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며,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상호독립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첫째,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2]

와 같이 점들이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직업포부수준이 대체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속변수의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분산성 검증을 위해서 표준화된 예측치(ZPRED)를 X축으로, 표준화 

된 잔차(ZRESID)를 Y축으로 두어 그래프로 표시하여 분산의 선형성과 동일성을 확

인한다. 산점도 분석 결과, [그림 Ⅳ-3]과 같이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퍼져있으

며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 예측값 간에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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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셋째,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 값으로 판단

할 수 있는데, 이 통계 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

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2에 근접할 때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 Watson의 통계 값이 1.948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

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날 경우에 발생하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지나치게 높

은 상관은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의 변량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지며, 회귀계

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최동선, 2003). 게다가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여러 지표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였다. 공차한계는 특정 변수

의 표준오차 크기를 의미하며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얼마나 상관을 갖는지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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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부모학습관여 0.416 2.402

진로지지행동 0.512 1.953

진로간섭행동 0.710 1.409

진로관여부족행동 0.615 1.627

학업적 자기효능감 0.648 1.542

사회적 지지 0.611 1.638

<표 Ⅳ-19>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 관련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미하는 중다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을 1에서 빼줌으로써 계산

된다. 중다상관제곱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그 값이 1에 접근할 때 다중공

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양병화, 2006). 변량팽창계수는 공차한계의 역수로서 이 값 또한 마찬가지로 

1.0에 접근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

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표 Ⅳ-19>와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공차한계는 0.416~0.710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변량팽창계수 또한 1.409~2.402 범위 안에 있음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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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

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별, 학년, 거주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을 1단계로 투입하고, 부모학습관

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를 2단계에서 투입하였다.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증분  (∆ )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나타내

게 되며, 그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먼저 통제변인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의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4%였으며, 

통제변인과 함께 독립변인들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14.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

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직업포부수준에 대해 10.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별, 학년, 지역을 제외하고도 부모학습관

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가 직업포부수준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학업적 자기효능감(=.306, p<0.05)이 직업포부수준에 유의미한 설명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1수준 높을수록 직

업포부수준이 .306 만큼 상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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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포부수준

모형
모형1 모형2

 t  t

통제변인

성별 .165 3.051 .155 2.947

학년 .098 1.765 .074 1.382

거주지역 -.002 -.041 -.026 -.465

독립변인

부모학습관여 -.145 -1.877

진로지지행동 -.080 -1.141

진로간섭행동 -.040 -.673

진로관여부족행동 -.112 -1.757

학업적 자기효능감 .306 4.946

사회적 지지 .080 1.248

  .040 0.143

∆  .040 0.103

F 4.852 6.391

p<0.05

<표 Ⅳ-20>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관련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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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1)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

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

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는 <표 Ⅳ-21>과 같다. 직업포부수준은 유의수준 

0.01에서 진로관여부족(r=-.218, p<.01)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r=.282, 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

수준은 유의수준 0.05에서 사회적 지지(r=.204, p<0.05)와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은 직업포부수준과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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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포부수준 2. 부모학습관여 3-1.진로지지행동 3-2.진로간섭행동
3-3. 

진로관여부족행동

4. 학업적 

자기효능감
5. 사회적 지지

1. 직업포부수준 1.000

2. 부모학습관여 0.094 1.000

3-1. 진로지지행동 0.041 .500** 1.000

3-2. 진로간섭행동 -0.050 -.462** -0.001 1.000

3-3. 진로관여부족행동 -.218** -.447** -.560** .214* 1.000

4. 학업적 자기효능감 .282** .396** .347** -0.082 -.417** 1.000

5. 사회적 지지 .204* .466** .348** -.206* -.505** .408** 1.000

p<0.05, p<0.01

<표 Ⅳ-21>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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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정규성 검증(P-P 도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앞선 중학생 전체의 분

석과 같이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 잔차의 등분산성 검증,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 

가정,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의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4]

와 같이 점들이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직업포부수준이 대체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속변수의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점도 분석 결과, [그림 Ⅳ-5]와 같이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퍼져있으며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 예측값 간에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분

산성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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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셋째,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 값으로 판단

할 수 있는데, Durbin Watson의 통계 값이 2.131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

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독립변인인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다중공선성을 판

단하는 지표는 <표 Ⅳ-22>와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공차한계는 0.465~0.724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량

팽창계수 또한 1.381~2.149 범위 안에 있음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어느 정도 상관관

계는 있지만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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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부모학습관여 0.465 2.149

진로지지행동 0.534 1.872

진로간섭행동 0.657 1.522

진로관여부족행동 0.515 1.943

학업적 자기효능감 0.724 1.381

사회적 지지 0.614 1.629

<표 Ⅳ-22>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 관련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별, 학년, 거주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을 1단계로 투입하고, 부모학습관

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를 2단계에서 투입하였다.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증분  (∆ )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나타내

게 되며, 그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 

먼저 통제변인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의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12.4%였

으며, 통제변인과 함께 독립변인들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23.0%로 증가하였다. 따

라서 독립변인인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

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직업포부수준에 대해 10.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별, 학년, 지역을 제외하고도 부모학습

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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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포부수준

모형
모형1 모형2

 t  t

통제변인

성별 .141 1.699 .174 2.107

학년 .252 3.029 .177 2.083

거주지역 -.143 -1.721 -.223 -2.642

독립변인

부모학습관여 -.047 -.419

진로지지행동 -.130 -1.249

진로간섭행동 .072 .768

진로관여부족행동 -.243 -2.294

학업적 자기효능감 .215 2.401

사회적 지지 .049 .506

  .124 .230

∆  .124 .106

F 6.558 4.407

p<0.05

<표 Ⅳ-2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관련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지가 직업포부수준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진로관여부족행동(=-.243, p<0.05)과 학업적 자기효능감(=.215, 

p<0.05)이 직업포부수준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

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

관여부족행동은 직업포부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진로

관여부족행동을 1수준 많이 할수록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이 -.243 만큼 하락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1수준 높을수록 직업

포부수준이 .215 만큼 상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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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

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는 <표 Ⅳ-24>과 같다. 직업포부수준은 유의수준 

0.01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r=.281, p<.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수준은 유의수준 0.05에서 사회적 지지(r=.138, p<0.05)와 낮은 정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

부족행동은 직업포부수준과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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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포부수준 2. 부모학습관여 3-1.진로지지행동 3-2.진로간섭행동
3-3. 

진로관여부족행동

4. 학업적 

자기효능감
5. 사회적 지지

1. 직업포부수준 1.000

2.부모학습관여 0.038 1.000

3-1. 진로지지행동 0.060 .621** 1.000

3-2. 진로간섭행동 -0.013 -.405** -0.064 1.000

3-3. 진로관여부족행동 -0.080 -.466** -.486** .239** 1.000

4. 학업적 자기효능감 .281** .526** .523** -0.030 -.343** 1.000

5. 사회적 지지 .138* .575** .440** -.245** -.400** .474** 1.000

p<0.05, p<0.01

<표 Ⅳ-24>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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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정규성 검증(P-P 도표)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는 과

정을 거쳤다. 

첫째,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6]

과 같이 점들이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직업포부수준이 대체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종속변수의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점도 분석 결과, [그림 Ⅳ-7]과 같이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퍼져있으며 표준화 

잔차와 표준화 예측값 간에 어떠한 관계도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등분

산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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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셋째,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값으로 판단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Durbin Watson의 통계값이 2.317로 2에 근접하고 있

어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학습관여, 진

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다중

공선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표 Ⅳ-25>와 같이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의 공차한계는 

0.379~0.732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량팽창계수는 1.366~2.638로 

독립변인들 간의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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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부모학습관여 0.379 2.638

진로지지행동 0.478 2.091

진로간섭행동 0.732 1.366

진로관여부족 0.673 1.485

학업적 자기효능감 0.585 1.709

사회적 지지 0.589 1.698

<표 Ⅳ-25>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 관련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되는 성별, 학년, 거주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을 1단계로 투입하고, 부모학습관

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를 2단계에서 투입하였다. 1단계 결과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증분  (∆ )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을 나타내

게 되며, 그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먼저 통제변인인 성별, 학년, 거주지역으로 설정된 모형1의 직업포부수준에 대한 

설명력은 3.7%였으며, 통제변인과 독립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13.6%

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

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는 직업포부수준에 대해 9.9%의 설명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별, 학년, 거주지역

을 제외하고도 부모학습관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변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학업적 자기효능감(=.360, p<0.0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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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업포부수준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직업포부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 가정 중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수준 높을수록 직업포부수준이 .360 만큼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구분 직업포부수준

모형
모형1 모형2

 t  t

통제변인

성별 .178 2.552 .148 2.163

학년 .007 .103 .023 .326

거주지역 .047 .633 .071 .964

독립변인

부모학습관여 -.191 -1.800

진로지지행동 -.026 -.275

진로간섭행동 -.069 -.897

진로관여부족행동 -.025 -.311

학업적 자기효능감 .360 4.213

사회적 지지 .056 .659

  0.037 0.136

∆  0.037 0.099

F 2.687 3.547

p<0.05

<표 Ⅳ-26>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관련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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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

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

명하고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을 비교 분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력과 연봉을 기준으로 한 직업포부수준을 산출하였고, 다

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빈도

를 통해 직업포부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후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 ANOVA,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결과가 가

지는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가. 일반적 특성에 관련한 논의

이 연구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116명(81.1%), 외국인가정 자녀가 27명(18.9%)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으로 살펴보면 국내출생 자녀가 107명(74.8%), 중도입국 자녀가 36명

(25.2%)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모

의 경우 일본 44명(30.8%), 중국 41명(28.7%), 필리핀 21명(14.7%), 한국 21명

(14.7%), 베트남 9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경우 한국 85명(66.4%), 

중국 23명(16.1%), 일본 17명(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 국적별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 및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출신에 비해 일본 및 중국 출신의 부모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모의 경우 한국의 비율이 14.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필리핀, 베트

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양육배경에서 차이

가 나타날 수 있음으로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중 외국인 가정의 비율이 전체 다문화 가

정 중 18.9%로 나타나 중학교 단계에서 중도입국 청소년과 더불어 외국인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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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

녀의 경우 일반가정 및 국내출생 자녀와 비교하여 한국어 능력 및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포부 및 관련 변인의 응답 결과를 과대 추정하지 않도

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의 

차이

전체 중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요리사로 나타났으며, 경찰관, 운동선수, 메이

크업아티스트, 프로게이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학생이 응답한 직업포부

수준은 평균 59.88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중학

생의 경우 요리사, 운동선수, 동물사육사, 메이크업아티스트, 만화가, 배우및모델 등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박열매, 2011). 이는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프

로게이머, 메이크업아티스트, 운동선수, 요리사, 배우및모델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공무원, 경찰관, 초등학교

교사가 상위 10위 직업에 포함되었으며, 일반 가정 중학생의 경우 경찰관, 중고등학

교교사, 의사, 공무원이 상위 10위 직업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

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분포에서 웹툰작가, 유튜버크리에이터, 게

임디자이너, 경영컨설턴트, 디지털음원마케터, 컴퓨터보안전문가와 같이 신직업이 등

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및 일반 가정 중학생이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 

빠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평균 58.74점, 일반 가정 중학생이 평균 60.66점으로 나타나 t=-2.175, p<.05 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은, 정철영, 이건남(2012)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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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연

구결과와,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과 일반 가정 초등학생의 직업포부를 연구한 임경희

(2013)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타협적인 직업포부형성 및 직업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하며, 다문

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해 냄으로써 적절한 직

업포부수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일반적 특성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의 국적이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모의 배경의 차이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으며, 

직업포부수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수치적 차이는 1.92점(일반-다문

화)으로 비교적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가정 남학생은 다문화 가정 여학생에 비해 운

동선수, 경찰관, 프로게이머, 컴퓨터프로그래머, 경호원, 기계공학기술자, 변호사, 스포

츠 매니저 등 남성적 이미지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 여학

생은 다문화 가정 남학생에 비해 메이크업아티스트, 배우및모델, 제과제빵사, 유치원교

사 등의 여성적 이미지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ottfredson(1981)의 청소년기 직업포부 발달이론에서와 같이 진로발달 단계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포부수준의 차이는 거주지역과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의 다문화 가정 중

학생보다 높은 직업포부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및 진로발달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다소 떨어진다는 기존의 연구결

과를 반증하는 것으로, 미디어의 발달과 중학교 단계에서의 자유학기제 확산 등으로 

도시와 읍면지역의 진로발달 환경의 차이가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년의 경우 1학년에 비해 2학년 및 3학년의 직업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박은혜(2006)의 학교급이 상승함에 따라 직업포부수준이 높다는 연구결

과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Gottfredson(1981)의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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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포부 발달이론에서와 같이 중학교 단계는 진로발달의 4단계인 내적 고유자아 지

향단계로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직업 대안의 영역을 축소하고 제한해 나가며, 

자신의 직업포부를 구체화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실제 진로선택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인 장벽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

인 직업포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

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 

전체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

의 평균은 부모학습관여 3.56점, 진로지지행동 2.79점, 진로간섭행동 2.00점, 진로관여

부족행동 1.79점, 학업적 자기효능감 3.17점, 사회적 지지 3.84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독립변인수준의 차이는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관여부족행동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평균은 

1.90점, 일반 가정 중학생의 평균이 1.7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부모의 진로관여부족행동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으

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사회적․문화적․경제

적 어려움과 한국적인 학습열에 대한 부적응으로 자녀의 학습 및 진로지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고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홍영숙, 2007).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살펴본 독립변인의 수준차

이는 학년, 거주지역, 출생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진로간섭행동에서 1~3학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경

우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경우 진로간섭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보다 부모의 진로간섭행

동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출생지에 따라서도 진로간

섭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에 비해 중도입국 다문화 가

정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간섭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95 -

라.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

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체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을 통제한 후 부모학습관여, 부

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학생의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1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업적 자기효능감(=.306, p<0.05)만이 직

업포부수준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학생을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의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23.0%(설명량, R), 일반 가정 중

학생이 13.6%(설명량, R)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를 설명하는 변량이 일

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연주, 안상근(2017)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로 특히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일반 

가정 중학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미래 직

업에 대한 포부를 형성할 때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부모가 자녀의 진

로선택에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꾸준

히 제공한다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이 적절히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통제변수를 제외한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경우도 다문화 가

정 중학생의 경우 진로관여부족행동(=-.243, p<0.05)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215, p<0.05)이 직업포부수준에 대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일반 가정 중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360, p<0.05)만

이 직업포부수준에 대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가정 중학생들의 경우 직업포부수준에 학업적 자기효능감만이 

영향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와 같은 내적이고 고유한 특성들을 

중요한 규준으로 삼아 직업포부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ottfredson, 1981). 한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

력의 크기가 학업적 자기효능감보다 진로관여부족행동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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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가정 중학생은 부모의 진로에 대한 역할이 개인의 능력과 같은 내적 특성보다 직

업포부수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관여부족행동의 경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개

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 및 학교 차원에서 제공해 줄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구명해 냈기 때문에 통합적 다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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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

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을 비교 분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는 ①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은 어떠한가?, ②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

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가?, ③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

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으로 총 1,381,334명에 

이른다. 이중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15,945명으로 전체 중학생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지역 및 학교별 분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별 다

문화 가정 중학생 분포 및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다문화 학생 현황 자

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할당표집 및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독립변

인과 사례수의 비율을 1:20 정도로 확보하기 위해 목표 표집 수를 다문화 가정 중학

생 200명, 일반 가정 중학생 200명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직업포부,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직업포부수준의 경우 커

리어넷의 주니어 직업정보에 포함된 직업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103개 직업목록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학생들로 하여금 103개 직업리스트에서 자신의 직업포부를 3

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고, 희망하는 직업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희망직업

이 하나 혹은 두개일 경우 희망하는 직업의 수만큼 적도록 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직업포부수준은 선택한 3개, 혹은 그 이하의 직업의 직업지위값의 평균점수를 활용하

였다. 직업포부수준으로 활용한 직업지위점수는 유홍준, 김월화(2002)의 직업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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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을 근거로 하여 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2013-2014 잡맵의 직업 세분류별 평균 교육 년수와 월평균 수입을 독립변수, 직업

지위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구한 후 각 직업별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여 

직업포부수준으로 활용하였다. 2013-2014 잡맵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직업을 

작성한 경우 커리어넷의 직업사전의 신 직업 분류기준을 따라 기존 직업과 매칭 하

여 직업포부수준을 산출하였다. 

부모학습관여의 경우 임은미(1998)의 척도를 수정한 김연수(2008)의 척도에서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정보 제공 및 조언’,‘학습방식 존중’,‘학습성과 

압력’의 세 가지 하위 구성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으로 수정한 이솔비(2013)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

모학습관여 조사도구의 경우 예비조사 결과 한 개 문항에서 내적 신뢰도 계수가 낮

게 관측되어 해당 문항을 삭제한 후 최종적으로 8문항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모진

로관련행동의 경우 Dietrich와 Kracke(2009)의 Parental Caeer-related 

Behaviors(PCB)를 조아라(2013)가 번안한 한국판 부모진로관련행동척도를 사용하

였으며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진로관여부족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어 각 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를 

사용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김아영과 박인영

(200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

지의 경우 Dubow와 Ulman이 개발한 SSAS와 SAB, Cohen과 Hoberman이 제작한 

ISEL, 그리고 Lemper와 동료들이 개발한 PQ를 한미현, 유안진(1996)이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으며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도구는 5점 척도를 사용하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연구자가 표집학교를 직접 방문하

여 설문 실시 및 수거를 진행했다. 설문은 총 417부를 배포하였고, 총 381부(회수율 

91.37%)를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로 판단되는 케이스를 제외하여 

총 355부(유효응답률 85.13%)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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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은 Windows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5%의 유의수준으로 설정하

여 분석 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

업포부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

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을 활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활용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을 활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 t검정과 F검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

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

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중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요리사로 나타났으며, 경찰관, 운동선

수, 메이크업아티스트, 프로게이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학생이 응답한 직업

포부의 직업포부수준은 평균 59.88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은 요리사, 운동선수, 동물사육사, 메이크

업아티스트, 만화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정 중학생의 경우 경찰관, 프로

게이머, 메이크업아티스트, 운동선수, 요리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수준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평균 58.74점, 일반 가정 중학생은 60.66점으로 t검

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의 차

이를 살펴보면, 직업포부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성역할 인식에 따른 직업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포부수준 차이의 경우 거주지역 및 학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보다 직업포부수준이 높고, 1학년에 비해 2, 3학년의 다문화 가정 중학

생의 직업포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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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 수준의 평균은 부모학습관여 3.56점, 진로지지행동 2.79점, 진로간섭행동 2.00점, 진

로관여부족행동 1.79점, 학업적 자기효능감 3.17점, 사회적 지지 3.84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관여부

족행동에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

문화 가정 중학생이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부모의 진로관여부족행동을 더 많이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

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 거주지역, 출생지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진로간섭행동에서 1~3학년 

간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의 경우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진로간섭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

화 가정 중학생보다 부모의 진로간섭행동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출생지에 따라서도 진로간섭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에 비해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진로간섭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

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전체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학년, 지역)을 통제한 후 부모학습관여, 부

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직업포부수준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량은 14.3%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업적 자기효능감(=.306, p<0.05)만이 직업포부수준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학생을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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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량이 23.0%(설명량, R)로 나타

났으며, 독립변인 중 진로관여부족행동(=-.243, p<0.05)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215, p<0.05)이 직업포부수준에 대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진로관여부족행동을 많이 할수록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

포부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 중학생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량이 13.6%(설명량, R)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360, p<0.05)만이 직업포부수준에 유의미한 설

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은 공통적으로 요리사, 운동선수, 메

이크업아티스트, 만화가 등과 같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의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

는 직업과 공무원, 경찰관, 초등학교교사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은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평균 58.74점, 일반 가정 중학생

이 평균 60.66점으로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타협적인 직업포부형성 및 직업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형성 및 진로준비를 위한 체

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진

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생의 독립변인의 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진로관련행동 중 진로관여부족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일반 가정 중학생에 비해 부모의 진로관여부족행동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자녀의 진로지도에 적극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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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인의 수준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문화 가정 중학생은 거주지역 및 출생지에 따라서 부모의 진로간섭행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중학생

이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중학생보다 부모의 진로간섭행동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한 결과 중

학생 전체를 분석하였을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만 직업포부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모학습관

여, 진로지지행동, 진로간섭행동, 사회적 지지는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모의 진로관여부족행동은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

포부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낮은 직

업포부를 형성하지 않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및 학습 멘토링과 

같은 학업적 조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공윤정, 2011; 박율향. 1991; 신수영, 김경근, 2012; 정현자, 1997) 결과와 일치

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구명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반 가정 중학

생의 직업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직업포부수준을 예측

하는 회귀식의 설명량(R)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23.0%, 일반 가정 중학생이 

1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연주, 안상근(2017)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특히 부모진로관련행동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형성에 일반 가정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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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포부를 형성할 때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부모가 자녀의 진로선택에 적

절히 개입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한다

면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이 적절히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통합적 다문화 교육이 제공되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과 일

반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 및 직업포부수준차이를 구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직업포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명해 냄으로써 각 대상에 적합한 추가적

인 진로적 개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및 실천적인 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 중

학생의 성장 배경에 따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앞서 일반적 특성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학교 단계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및 외국인 가정 자녀

의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유형에 따른 직업포부수준을 구명하고 

향후 진로선택 및 진로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 및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 및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취약한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 낙후지역 및 경기도의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 아동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

장을 넘어서 학교 밖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직업포부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수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직업포부수준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형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아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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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도시 및 읍면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일반

적 특성에서 구명된 것과 같이 부모의 출신국이 일본 및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여성 자녀의  

직업포부수준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시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여성의 자녀를 중심으로 직업포부 및 진로발달 연

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직업포부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2013-2014 잡맵에 월평균 

수입 및 교육 년수가 제시된 직업에 한정하여 직업지위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월평균 

수입 및 교육 년수가 제시되지 않은 신 직업은 커리어넷 직업사전의 직업분류를 기

준으로 기존 직업과 매칭 시켜 직업포부수준을 산출하였다. 이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과 현재 노동시장의 직업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2018년 하반기 발간되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노동시장의 직업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직업포부수준을 적절히 설명하는 변인을 활발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직업포부수준을 설명하는 R값이 전체 중학생의 경우 14.3%, 

다문화 가정 중학생 23.0%, 일반 가정 중학생 13.6%으로 설명량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기존의 직업포부수준의 영향 변인을 구명한 연구들에서도 설명량이 

5~10% 미만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포부수

준을 예측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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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록 1] 설문지

중학생의 직업포부와 부모의 학습관여, 부모진로관련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친구들이 어떤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모님, 선생님, 

주변 친구들의 지원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친구들

의 장래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됩니다.

질문지는 총 9면이며, 응답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시된 안내문에 

따라 친구들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 또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공개되지 않

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은 한 친구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맞는 꿈을 찾고, 가정과 학교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친구들의 학교생활과 진로를 늘 응원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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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만화가 29. 배우 및 모델 30. 문화재보존가
31. 미용사 32. 바텐더 33. 방송연출가/감독
34. 법무사 35. 변리사 36. 변호사
37. 병원코디네이터 38. 보육교사 39. 메이크업 아티스트
40. 비행기조종사 41. 사서 42. 사업가
43. 사진기자 44. 사회과학 연구원 45. 사회복지사
46. 상담전문가 47. 생명과학 연구원 48. 선장 및 항해사
49. 성직자  50. 세무사 51. 소방관
52. 쇼핑호스트 53. 스포츠 매니저 54. 시각 디자이너
55. 시민단체 활동가 56. 아나운서 57. 안경사
58. 약사  59. 여론조사전문가 60. 여행상품 개발자
61. 영양사 62. 외교관 63. 요리사
64. 우편배달부 65. 운동선수 66. 운전기사

Ⅰ. 다음의 직업 목록을 참고하여 현재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직업(장래희망)을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원하는 직업이 아래 직업 목록에 없다면, 원하는 직업

을 자유롭게 작성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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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웹 개발자 68. 웹 디자이너 69. 유치원 교사
70. 은행원 71. 음향 및 녹음기사 72. 응급구조사
73. 의무기록사 74. 의사 75. 인테리어 디자이너
76. 임상병리사 77. 자동차정비원 78. 작가
79. 작곡가 80. 전문비서 81. 전자공학 기술자
82. 정보보호전문가 83. 정보시스템 운영자 84. 정부정책 기획전문가
85. 제과제빵사 86. 조경 기술자 87. 직업상담사
88. 철도기관사 89. 촬영기사 90. 치과의사
91. 컴퓨터프로그래머 92. 통역가 93. 판매원
94. 판사 및 검사 95. 패션 디자이너 96. 프로게이머
97. 한의사 98. 항공기 정비원 99. 항공기 승무원
100. 해외 영업원 101. 화가 102. 화학공학기술자
103.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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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모님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공부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공부 방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공부목표와 성과를 나와 함께 검토하시며 더 

알맞은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지 않아도 꾸중하지 

않고 공부하기 싫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게 부모님이 원하는 공부를 시키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성적이 나쁘게 나오거나 공부를 어려워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공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보다 더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능력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높은 

성과만을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부모님이 여러분의 학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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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모님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다소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업적 흥미와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진로체험활동(예: 직업박람회, 진로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4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다양한 진로 분야의 체험 기회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이 있고, 

그에 따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신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직업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간섭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을 

주입하려 하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내가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미래 직업을 특정 방향으로 강요하려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1 나의 미래 직업에 대해 정말로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2 나의 미래 직업 준비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3
다양한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 직업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① ② ③ ④

14
너무 바쁘셔서 나의 미래 직업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① ② ③ ④

15
직장 생활의 어려움으로 나의 미래 직업 준비를 

도와주실 수 없다. 
① ② ③ ④

Ⅲ. 다음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가에 대한 

관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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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만약 몇 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해도 된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쉬운 문제 여러 개를 푸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관련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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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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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 

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여러분이 친구, 가족, 선생님에게 느끼는 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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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우리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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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학생은 몇 학년 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① 도시     ② 읍면지역

4. 학생의 부모님 중 외국에서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두 분 모두 외국에서 오셨다

5. 외국에서 오신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두 분 모두 외

국에서 오신 경우 아버지, 어머니 란에 각각 작성해 주세요.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6. 학생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① 한국    ② 기타 (         )

Ⅵ. 다음은 여러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입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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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직업의 종류 KECO분류 교육연한 월평균소득 직업지위값

1 국회의원 111 15.4 432.1 69.43

2 외교관 111 15.4 432.1 69.43

3 사업가 112 15.8 669.3 81.49

4 금융자산운용가 124 15.6 639.3 79.34

5 자영업자 171 15.5 527.5 73.91

6 경영 컨설턴트 212 17.0 440.3 74.77

7
정부정책 

기획전문가
213 15.8 453.6 71.43

8 공인회계사 221 16.4 538.2 77.38

9 세무사 222 15.9 406.7 69.83

10 관세사 223 16.0 285.2 64.48

11 광고홍보전문가 231 15.7 383.5 68.11

12 디지털음원마케터 232 16.5 487.5 75.15

13 여론조사전문가 233 17.2 351.4 71.06

14 회사원 241 15.0 328.8 63.43

15 공무원 248 15.1 296.7 62.24

16 전문비서 291 15.1 246.2 59.92

17 은행원 321 15.0 365.7 65.07

18 교수 411 20.2 503.9 87.47

19 인문학교수 411 20.2 503.9 87.47

20 수학자 431 18.0 405.6 76.04

21 천문학자 431 18.0 405.6 76.04

22 물리학자 431 18.0 405.6 76.04

23 생명과학연구원 432 18.2 325.8 72.98

24 식물학자 432 18.2 325.8 72.98

25 고고학자 441 18.1 246.2 68.93

26 사회과학연구원 442 18.3 435.5 78.34

27 중고등학교 교사 461 16.6 331.7 68.55

28 초등학교 교사 462 16.4 313.1 66.89

[부록 2] 직업지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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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치원 교사 470 15.1 179.5 56.68

30 판사 및 검사 511 16.5 520.9 76.74

31 변호사 512 17.1 674.0 85.60

32 법무사 513 15.6 467.9 71.46

33 변리사 514 16.8 512.0 77.27

34 경찰관 531 14.5 343.0 62.57

35 소방관 532 14.3 322.1 60.95

36 의사 611 17.8 729.9 90.43

37 한의사 613 17.1 455.9 75.70

38 치과의사 614 17.4 587.5 82.48

39 수의사 620 16.2 277.6 64.70

40 약사 630 16.4 313.0 66.83

41 간호사 641 15.2 247.0 60.24

42 음악치료사 652 16.1 188.3 60.20

43 임상병리사 661 14.9 262.7 60.11

44 안경사 665 14.4 195.2 55.52

45 영양사 673 15.5 197.1 58.87

46 의무기록사 674 15.3 253.3 60.94

47 응급구조사 675 14.5 276.8 59.48

48 간병인 682 10.3 99.6 38.39

49 병원코디네이터 689 11.3 93.8 41.16

50 사회복지사 711 15.5 192.5 58.53

51 상담전문가 712 16.2 193.6 60.95

52 직업상담사 713 14.7 213.6 57.09

53 시민단체 활동가 714 15.8 211.3 60.56

54 보육교사 721 14.5 139.6 53.20

55 성직자 731 16.7 180.5 61.87

56 작가 811 15.8 322.8 65.61

57 통역가 813 16.0 213.0 61.03

58 문화재보존가 821 16.6 247.4 64.41

59 사서 822 15.3 194.9 58.00

60 기자 830 16.1 337.0 67.21

61 형사 831 14.5 343.0 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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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가 841 15.4 221.4 59.61

63 사진작가 842 14.7 213.8 57.13

64 만화가 843 14.3 245.5 57.35

65 작곡가 845 14.8 176.9 55.90

66 가수 846 13.5 153.3 50.61

67 연예인 846/862 13.9 150.7 51.81

68 연주가 846 14.8 176.9 55.90

69 댄서 847 14.7 128.1 53.16

70 패션디자이너 852 15.0 229.2 58.79

71 인테리어디자이너 853 15.3 259.5 61.20

72 시각 디자이너 854 15.0 218.2 58.20

73 일러스트레이터 854 15.0 218.2 58.20

74 웹 디자이너 855 14.8 207.2 57.03

75 게임디자이너 855 14.8 207.2 57.03

76 방송연출가/감독 861 15.6 370.5 67.25

77 유튜버크리에이터 861 15.6 370.5 67.25

78 배우 및 모델 862 14.3 148.1 53.01

79 성우 862 14.3 148.1 53.01

80 아나운서 863 14.9 224.9 58.28

81 스포츠케스터 863 14.9 224.9 58.28

82 디스크자키 863 14.9 224.9 58.28

83 촬영기사 871 14.9 235.6 58.73

84 음향및녹음기사 872 15.4 274.8 61.98

85 방송편집기사 873 15.0 250.0 59.71

86 스포츠 매니저 881 14.4 274.7 58.94

87 마술사 882 13.5 91.8 48.03

88 비행기조종사 911 16.2 639.1 81.22

89 선장 및 항해사 912 12.7 387.7 59.13

90 관제사 913 15.7 370.5 67.38

91 철도기관사 921 14.3 413.9 65.10

92 운전기사 933 11.6 205.2 47.31

93 우편배달부 952 12.9 248.1 53.09

94 해외 영업원 1012 15.9 400.3 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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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판매원 1031 12.2 143.4 46.22

96 쇼핑호스트 1032 13.1 169.0 50.08

97 경호원 1111 13.0 181.7 50.43

98 환경미화원 1132 6.5 79.5 26.04

99 미용사 1212 12.0 138.9 45.54

100 메이크업 아티스트 1214 13.0 182.5 50.59

101 결혼상담원 1221 14.8 223.5 57.77

102 여행상품 개발자 1231 15.5 188.4 58.42

103 관광가이드 1233 13.8 130.8 50.53

104 항공기 승무원 1241 15.7 368.2 67.21

105 경기감독 및 코치 1271 15.9 223.9 61.31

106 운동선수 1272 14.6 294.6 60.55

107 헬스트레이너 1274 14.5 155.3 53.89

108 프로게이머 1275 12.5 157.1 47.87

109 레크레이션지도자 1275 12.5 157.1 47.87

110 요리사 1311 10.6 140.9 41.25

111 바텐더 1315 13.6 166.4 51.61

112 바리스타 1319 11.8 118.4 43.76

113 푸드스타일리스트 1329 12.8 129.9 47.64

114 소물리에 1329 12.8 129.9 47.64

115 건축사 1411 15.9 332.3 66.24

116 조경 기술자 1413 16.1 326.5 66.77

117 도시계획가 1414 17.7 385.9 74.29

118 기계공학 기술자 1511 16.3 408.3 70.94

119 농업기술자 1529 12.0 212.4 48.76

120 항공기 정비원 1531 14.7 421.4 66.78

121 자동차정비원 1540 12.3 231.2 50.78

122 화학공학기술자 1711 16.8 366.4 70.69

123 전자공학 기술자 1912 16.2 388.0 69.62

124 컴퓨터프로그래머 2021 16.1 395.4 69.87

125 컴퓨터보안전문가 2023 16.0 334.5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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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소프트웨어개발자 2031 15.8 347.2 66.73

127 앱개발자 2032 15.6 325.6 65.13

128 웹 개발자 2041 15.2 267.9 61.26

129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2051 15.7 356.1 66.70

130 정보시스템 운영자 2052 15.6 323.0 64.79

131 제과제빵사 2121 12.6 189.1 49.58

132 공예원 2271 12.5 147.2 47.40

133 플로리스트 2271 12.5 147.2 47.40

134 동물사육사 2322 10.4 188.4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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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Vocational 

Aspir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by Hong Yong Jo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8

Major Advisor: Jinchul Jeo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Vocational Aspir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a total of 1,381,334, includi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The number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s 15,945, accounting for 1.2% of 

all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rvey instruments were composed of vocational aspirations,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ocational 

aspirations were measured by the occupational lists based on the Career-Net 

Junior Job Information. The occupational status scores were used as the level 

of vocational aspir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method of the occup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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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f Yoo Hong-Joon and Kim Worl-Hwa(2002). To measure the rest 

variables, the existing scales were used for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nd examined the reliability of these scal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visiting schools from April 9th to May 11th, 

2018. A total of 335 out of 40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to use the SPSS for 

Windows 24.0 program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to 

determining significance.

The result of the research was as follows.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prefer 

stable jobs such as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also prefer jobs which are frequently exposed to media such as 

chefs, athletes, makeup artists, And the level of vocational aspir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general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the lack of career involve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more likely to feel a lack of 

career involvement in their paren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from general 

families.

Third, In the case of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parental neglect of career involvement negatively affects on vocational 

aspirations, the academic self-efficac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general family middle school students.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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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level of vocational aspira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also, it is needed to do the survey on 

out-of-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cond, it is needed to conduct research on vocational aspirations and 

career development centering on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in a rural area.

Third, if the level of vocational aspirations is calculated by reflecting the 

latest labor market information, mor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will be 

obtained.

Fourth, previous studies on the level of vocational aspirations, including this 

study, have observed low R values that explain the level of vocational 

aspi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investigate the variables that 

predict the level of vocational aspirations.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vocational aspirations,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tudent  number :  2016-2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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