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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년

채 희 준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인식한 학습된 무기력과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를 구

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로 첫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

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인식수준 구명, 둘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영향관계 

구명, 셋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

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구명을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

로적응력, 취업포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10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의 측정도구는 이 연구

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도구를 사용해 신뢰도 확보 후 활용하였

다. 그 외 도구인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취업포부는 기존에 

개발된 도구를 연구대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수정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 및 우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은 총 400부를 배포하여 386부를 회수하였고(96.5%), 이 중

에서 무응답, 중복응답, 불성실응답 자료 및 이상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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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88.0%). 자료 분석은 Windows SPSS 25.0를 활용해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 AMO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자기주도성, 전공만

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

준으로 4점에 가까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에 학습된 무기력은 보통인 3점보

다 낮은 2점 중반대로 나타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위탁과정 선택주체에 따라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은 취업포부에 대

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진로적응력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습된 무기력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에

서 진로적응력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는 진로적응력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진로적응모형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경로분석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과 동일 전공 특성

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의 각 변인별 수준차이를 확인하는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실제로 겪

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동

일한 주제 또는 유사한 주제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과정 입교와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반고 특화과정과 

같이 학생의 수요가 반영되고 유망 직종으로 부각된 과정을 신규로 선정하고 있

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관 및 과정을 대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를 통해 위탁과정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이 선택한 위

탁기관 및 과정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개인차원의 인터

벤션으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이 입교할 때 학생들의 적성과 심리 상태를 

재확인해 위탁과정 및 선택한 전공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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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과 부모사이에서 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지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개방적인 위탁과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홉째, 취업포부를 증진시

킬 수 있는 진로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인터벤션이 필요하다. 

위탁과정의 경우 진로가 완전히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자신의 꿈에 

대해 확인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준비가 상이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

한 진로적응력을 함양 또는 제고시켜줄 수 있는 정책차원 및 학교차원의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면, 이는 다시 취업포부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본래 취지인 

건실한 산업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취업포부, 위계적 회귀분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번: 2014-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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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에서 기인한 전 세계 사회 모든 분야의 급속한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직업세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 진로의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그간 한국은 교육과 진로의 패러다임이 학벌위주의 문화가 바탕이 된 무

분별한 대학진학, 그리고 이를 위한 주입식 교육으로 안정적인 진로선택만을 목

표로 해왔다(장현진, 2016).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

학에 앞서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 장래 희망 등에 대해 막

연한 생각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해 준비상태

가 미미한 수준이다(정윤경, 나현미, 이지은, 임해경, 2018). 하지만 대학을 졸

업한 이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업난과 비수도권 기업 및 중소기

업의 구인난이 혼재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2018년 현재 통계청(2018)의 경제

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18년 9월의 실업률은 그 전보다 소폭 감소한 8.8%로 

약 37만 8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고졸 취업을 현재 마주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삼고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설계, 마이스터고교 증설 등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허

영준, 박동열, 2018; 박자경, 2018). 이 중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중등직

업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으로 1963년 문교부령 제 121호에 

의한 제 2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김인종, 2017). 비진학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로교육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된 정책으로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위탁시기를 조정해 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위탁과정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미애, 2011). 따라서 지금은 일반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고교 졸업 이후 진로

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입학절차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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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고등학교 3학년에 원적교(소속학교)가 아닌 위탁 교육기관으로 등교하여 1

년간 직업교육을 받게된다(윤경숙, 이상봉, 2011). 위탁교육기관으로는 산업정

보학교,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전문대학, 직업전문학

교 및 기술계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위탁과정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교과를 가

르치며(교육부, 2016) 졸업과 동시에 견실한 직업인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하지만 위탁과정 학생들이 대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설립 취지인 수료한 

직후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인이 되는 취업과는 다른 진로를 고민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의 취

업률은 23.6%로 동년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90.3%, 특성화고등학교 47%에 비

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자경, 2018). 학생들은 

취업대신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만

을 성공적인 진로 경로로 인식하고 고졸자의 취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

는 경향에서 비롯한 문제로 볼 수 있다(윤지영, 2016). 학생들은 위탁과정을 선

택함으로써 4년제 대학에 곧바로 진학할 수는 없지만 동일계 전문대학으로 진학

을 목표로 하거나(김미영, 1992; 김혜영, 2017), 전문대학을 이수한 후 학점은

행제를 활용해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종, 2017; 김혜영, 2017). 이는 학생들이 위탁과정을 취업을 위한 직업교

육을 이수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닌,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한 수

단으로 위탁과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위탁과정이 기존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

로 기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수

와 함께 바로 산업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위탁과정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학습한 전공을 활용해 관련 노동시장으로 취

업을 하도록 학생들의 취업포부를 증진시켜줄 필요가 있다. 취업포부란 자신의 

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취업문제를 헤쳐 나갈 각오를 지니고 있는지와 같이 취업을 하고자하는 기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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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욕구의 수준으로(이선민, 1994; 정선정, 2014) 학생마다 직업교육 위탁과정

을 선택한 이유가 다르더라도 과정을 통해 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취업률이 증가하면 산업

에서 요구하는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증가해 구인난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단

편적인 진로인 대학진학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지만 위탁과정 학생의 특성

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재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고에서 경험한 학교부적응(고미애, 2011; 김임경, 이희찬,  

2015; 이경수, 2015; 최장수, 2003), 저조한 학업성취도(김미영, 1992; 오재

복, 2001; 이무용, 1999), 실패경험(기우태, 1995; 김미영, 1992; 김범석, 손

준종, 2015) 등으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과 저조한 자기주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학습하는 전공에 있어 깊은 고민없이 선택해 

자신의 적성과 적합하지 않아 부적응하거나, 만족도가 낮은 학생이 다수라는 연

구결과와(고미애, 2011; 김혜영, 2017; 이무용, 1999), 반대로 일반고에 비해 

위탁과정에서 자신이 학습하는 전공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김정애, 2017; 문기

표, 2003; 여승환, 2017; 정한상, 2013) 보이는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위탁

과정이 지니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노미순, 1998; 윤경숙 외, 2011; 이승

종, 2003), 부모님 또는 담임교사의 지지가 미약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김미영, 1992; 김정애, 2017; 우지향, 김은영, 2016; 이창섭, 1994) 어려움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비롯하여 위탁과정을 단순한 도피처로 생각하는(김범석, 손

준종, 2015; 노미순, 1998; 여승환, 2017; 최대호, 1997) 학생들은 본인 목적

의 불분명함과 위탁과정에서의 불만족 또는 학습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해 취업에 대한 포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생들이 위

탁과정과 전공을 선택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학습하고, 이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선행하여 전공과 관련된 진로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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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처한 상황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서 직업교육 이수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위탁과정으로 자신의 진

로를 완전히 전환한 상황이기에(김미영, 1992; 김범석, 손준종, 2015; 오재복, 

2001) 다른 고등학생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

가 있다.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학생들은 앞으로의 진로성취를 위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환경의 명확한 판단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수립, 그리고 그에 필요한 노력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Savickas(2005)는 이 역량을 진로적응력으로 명명하였는데, 진로적응력이란 

직업세계로 진입할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급변하는 환경과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부합시켜 성공적인 진로적응을 할 수 있도록 능동

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이다(Savickas, 1997). 지금과 같이 전환된 상황에서 학

생들 스스로 자신이 주도하는 책임감 있는 진로개발이 필요할 때 개인이 주도적

으로 자신과 환경 사이에서 자기조절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2012; Savickas et al,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위탁과정 학생

이 취업을 계획 또는 선택함에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과 성

공적인 수행을 위한 적응력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취업포부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취업포부에 대한 연구에 진로적응력의 영향

을 함께 확인하여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성공적인 이수와 나

아가 전공계열의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하고자 하는 포부를 제고해줄 수 있도록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현재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인 학습

된 무기력과 앞으로 나아갈 진로에 필요한 역량인 자기주도성 및 전공만족도, 

자신의 선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모 진로지지가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구

명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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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위탁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들은 주로 위탁과정의 실태분석

(김인종. 2017; 윤경숙 외, 2011; 이경수,2015), 만족도조사(강준영, 2017; 김

임경, 이희찬, 2015; 신훈희, 2015), 교육 효과 분석(김정애, 2017; 이승종, 

2003; 정한상, 2013)에 치우쳐있어 취업과 진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연구로

는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이는 학생들이 위탁과정을 이수한 후에 전공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로 나

아갈 수 있게 하는 시사점은 물론, 중등직업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관련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수 있

는 기초자료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

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구명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넷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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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성별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과정 선택주체에 따른 취업

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과정 기관 유형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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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4.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부모 진로지지가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5.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

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4.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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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대학진학을 원

치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산업정보학교,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및 민간직업능력 훈련기관 등 위탁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입학절차를 거친 뒤 

고등학교 3학년 1년간 위탁 교육기관으로 등교해 전공교과 및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은 위와 같은 위탁과정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한다. 

나. 취업포부(Employment aspirations)

취업포부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

한지,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취업문제를 헤쳐 나갈 각오를 지니

고 있는지와 같이 취업을 하고자하는 기대수준을 의미한다(이선민, 1994; 정선

정, 2014). 이 연구에서 취업포부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위탁과정

을 이수한 이후 자신의 전공계열로 취업을 희망하는 기대수준으로 정의하며, 이

선민(1994)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진로적응력(Career adaptability)

진로적응력이란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원만한 진로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

제에 대한 준비도와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

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avickas, 1997). 이 연구에서 진로적응력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아직 맞이하지 않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 마주

한 진로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 및 능력으로 정의하며, 

정지은(2013)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career adaptability’를 진로적응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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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적응, 진로유연성 등으로 번안해 혼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진로적응력으로 일

관되게 명기하였다.

라.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이란 부정적인 결과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피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에 거듭 실패한 경험을 통해 더 이상 부정적인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이명진, 봉미미, 

2013). 이 연구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원적교

(본래 재학 중이던 일반고등학교)에서 경험한 학업 및 적응의 실패로 인해 위탁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으로는 앞으로 자신이 겪는 문제들을 바꿀 수 없

다고 자각할 때 느끼는 무기력으로 정의하며, 배정희(2008)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자기주도성(Proactive personality)

자기주도성이란 스스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변화

시키고자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기질적인 구성개념의 개인차를 의미한다(Bateman 

& Crant, 1993). 이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자신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구속받지 않고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적극

적으로 행동하는 기질의 정도로 정의하며, 황애영, 탁진국(2011)의 도구에 응답

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전공만족도(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

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

나는 결과의 정도를 의미한다(김가영, 2018).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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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정 학생이 현재 위탁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전공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만족도로 정의하며, 이동재(2004)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사. 부모 진로지지(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부모 진로지지란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지지 중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청

소년들의 관계 내 경험에 대해 자녀가 진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인 지지를 자녀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Young, 1944; 이경원, 2017). 이 

연구에서 부모 진로지지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인식하는 평소 자

신의 부모님께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응원 및 지원을 제공해주

는 정도로 정의하며, 김판수(2014)의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가 갖는 제한은 첫째, 2018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자의 정

확한 수를 확인할 수 없어 2017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하고 2018

년 2월에 이수한 총 이수자 수를 전체 모집단 수로 설정하고, 현재 위탁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율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실제 모집단의 속성 및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전체의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후 진로를 전문대학 

진학 또는 취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포부만을 질문하

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전체의 취업 기대수준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의 학사 일정이 반 이상 진행된 10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원적교

의 경험에서 비롯한 학습된 무기력의 수준을 명확히 측정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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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학교 수
2,360 1,556 158 155 491

100% 65.9 6.7 6.6 20.8

학생 수
1,669,429 1,193,562 133,896 67,690 274,281

100% 71.5 8.0 4.1 16.4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2017). http://kess.kedi.re.kr/index에서 자료 얻음.

<표 Ⅱ-1> 전국 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 수

II. 이론적 배경

1.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개념 및 도입배경

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개념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처, 2012).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

교, 자율고등학교로 구분할 수 있고, 인문계와 실업계를 한 학교에 병치하는 종

합고등학교가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2017년 기준 국내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아래 <표 Ⅱ-1>과 같다.

일반고등학교는 일반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로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와 구분된다. 위 표와 같이 일

반고는 전체 고등학교 수의 65.9%를 차지하고 학생 수로는 71.5%에 달해 국

내 고등학교 중 대부분이 일반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 고등학생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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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직업교육 위

탁과정을 신청함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1년간 직업훈련 위탁기관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다(임언, 박태준, 김수원, 이제경, 2009). 위탁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월요일에는 원적교(소속학교)로 등교해 미이수 필수교과와 창

의적 체험활동을 기준으로 6단위 이상 이수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위탁

기관으로 등교하여 전문교과 및 취업지원, 진로지도 등을 주당 28시간 수업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이처럼 일반고 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목적은 대

학 진학보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

를 부여해 위탁학생들이 졸업 후 견실한 직업인으로써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산

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탁과정

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일반고등학교 학생 수가 매년 50만 명 이상씩 누적되

는 학생들의 진로문제와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공급이라는 두 가지 과

제의 해결책으로 내세워 그 중요성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직업 및 진학진로를 찾을 수 있

는 기회와 과정을 제공한다. 본 과정은 기존 일반고에서 요구하는 학업성취도가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에 유연한 대안의 길을 제공하고, 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직업적 숙련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과정인 것이

다.(김인종, 2017).

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도입 배경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963년 문교부령 

제 121호에 의한 제 2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부터이다. 교과목 단위 시간 기준

에서 ‘고등학교 교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따라 인문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예체능과정으로 구분하여 지도한다.’라고 명시하여 일반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이 설치되고 직업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윤경숙 외, 2011).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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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직업교육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명문화 되었고, 고도

산업 사회로의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 전국적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직

업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김임경, 이희찬, 2015). 그러나 1980년대에 접

어들어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편견과 사회에 만연

해 있는 고학력 선호 경향, 대졸자 취업선호 등을 이유로 직업과정 운영의 수요

가 줄어들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직업교육에 필요한 첨단 기술 분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일반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 운영에 필요

한 시설 및 기자재 부족, 직업과정 담당교사의 부족, 학생의 기피 현상 등이 맞

물려 많은 일반고등학교들이 직업과정에서 인문과정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김영주, 1990).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교육부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

는 학생들을 대상에게 적극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정책을 개선하였

다. 주된 내용은 기존의 일반고등학교 2학년에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및 직업

과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유지하나, 인문사회과정에서 직업과정으로의 변경은 3

학년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임언 외, 2009). 기존 직업과정의 전문교과 

커리큘럼 개선을 위해 동일계 실업계 고등학교의(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

정을 반영하여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윤경

숙 외, 2011). 직업과정을 운영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 재량으로 

타 계열의 과목이나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

한 사정으로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감의 사전 승인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임언 외, 2009). 이러한 직업과정에 관련된 개정 내용

의 요지는 일반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의 융통성 부여, 위탁교육의 근거 마련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교과목 설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전임수, 1998).

지금의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로 교육 차원에서 직업 교육

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개선은 1990년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고

교 교육체제개혁 방안에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우수 인력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수용 능력 확대와 함께 일반고 직업과정 



- 14 -

육성이 포함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로써 학생이 가진 적성, 능력, 진

로를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의 운영과 교육 

내용이 시대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

게 되었다(윤경숙 외, 2011). 하지만 다시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고등학교 체재 개편이 이루어졌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

고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이러한 체재 개편은 고등학교별 전학이 어

려운 각 학교별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일반고등학교 내에서도 문과 

및 이과의 이동이 쉽지 않고, 타 유형 학교로의 전학은 매우 어려워져 고등학생

의 진로변경이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다(정철영, 2013). 

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변화과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이후 일반고 학생의 진로변경이 어려워진 것을 개선하고

자 2013년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3). 이는 일반고에 진학했으나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업

교육 위탁, 방과 후 직업교육 프로그램, 일반고 내 직업소양 중점과정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한 모색을 하고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단기적 방안으로는 일반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적성과 자질을 살리는 교육

을 제공하고,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

을 위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위탁시기를 조정해 위탁기관을 확대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김인종, 2017).

위탁기관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함께 위탁과정을 담당하는 “일

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하 특화과정)”을 2015년부터 실시해 일반

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일환으로 확대하였다. 특화과정은 기존의 제조업 기반

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편중된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자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전문대학 

및 민간 훈련기관과 함께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직업교육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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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정책 내용

2013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단기적, 중장기적 방안을 활용해 일반고 학생에게 
직업교육 기회 제공

2015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특화과정)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직종 및 충분한 인프라와 
자원을 구비한 기관으로 위탁교육기관 확대

2016 예비위탁과정 시범운영
11개 전문대학, 402명을 대상으로 일반고 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위탁과정 시범운영

2017

예비위탁과정 규모 확대
16년에 11개 대학에서 실시한 예비위탁과정을 28

개 대학 1천여명으로 확대

예비직업과정 시범운영
일반고 1, 2학년 2천여명을 대상으로 주말 및 
방과 후를 활용한 예비직업과정 시범운영
(대구, 광주, 경기, 전북 교육청에서 실시)

2018

예비위탁과정 대상 확대
예비과정이 2학년 대상 1년이었으나 2학년 2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과정으로 확대

직업교육 고교생 중소
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

위탁과정학생 또한 이수 후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시 300만원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표 Ⅱ-2> 위탁과정 확대방안

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훈련비도 전액 지원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이후에는 직업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

하였다. 특화과정이 시행된 이후 2016년 2학기부터는 2학년 2학기에도 전문대

에서 위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2

학년을 대상으로 한 1년 과정, 1학기 과정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시범적으로 직업

교육과정을 실시해 이를 확대하고 있다(교육부, 2018). 또한 2017년 1학기부

터는 “예비 직업과정”을 운영하여 고교 1학년, 2학년이 특화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방과 후, 주말 등의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6; 2017). 이 밖에도 고졸취업생들을 지원하는 

취업 장려금도 마이스터고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함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도 대상으로 포함해 사회 진출준비가 부족한 일반고 학생들의 경

쟁력 강화방안을 확대하고 있다(김세진, 2018)(<표 Ⅱ-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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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설립년도 설립형태 설립근거

서울

서울산업정보학교 1983 각종학교(신설형)
시립설치 
조례

종로산업정보학교 1991 〃 〃

아현산업정보학교 1984 〃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2014 〃 〃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2014 〃 〃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2017 〃 〃

부산 부산산업학교 1991 〃 〃

인천 인천산업정보학교 1994 〃 〃

대전 대전산업정보학교 1991 〃 〃

대구 대구산업학교 1991 각종학교(부설형) 〃

자료: 교육부. (2017). 일반고 비진학자에게 고교 단계에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2017년 
3월 16일 보도자료.

<표 Ⅱ-3> 전국 산업정보학교 현황

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기관

1)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산업정보학교는 일반고 재학 중에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같은 목적을 가진 또래

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직업교육을 함께 하는 곳으로 직업교육 위

탁과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편성하되 전문교과는 연 60단

위 이상, 1,020시간 이상(60단위 x 17시간)으로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년 4단위 이상, 68시간 이상(4단위 x 17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7). 전국에 산업정보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및 대구에 총 1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표 Ⅱ-3> 참고).

산업정보학교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성장 시기에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

로 국가정책을 통해 설립되었다. 초⋅중등교육법상 각종 학교로 분류되는 산업

정보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김인종, 

2017). 산업정보학교의 학교별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아래 <표 Ⅱ-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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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교명
모집
학과

모집
인원

특징 비고

서울

서울산업정보학교 19 510 위탁교육비 무료 
(소속학교에서 

1인당 학교운영 
지원비의 50%를 
위탁교로 지급)

3학년

공립 
각종
학교

아현산업정보학교 27 738

종로산업
정보학교

3학년

18

444

2학년 52

금천문화
예술정보
학교

3학년
10

200
2,3학년

2학년 50

은평문화
예술정보학교

9 242 3학년

서초문화
예술정보학교

11 310 3학년

부산 부산산업학교 12 360 3학년

대구 대구산업학교 9 270 3학년

경북
기계 
공고
부설

인천 인천산업정보학교 12 264 3학년

공립 
각종
학교대전

대전산업정보학교 20 400 2,3학년

2년 과정
2학년 2 40 2년 과정의 경우 

위탁과정이 아닌 
전학처리3학년 2 28

합계 151 3,908

자료: 교육부. (2017). 일반고 비진학자에게 고교 단계에서 맞춤형 직업교육 실시. 2017년 
3월 16일 보도자료.

<표 Ⅱ-4> 2017년도 산업정보학교 모집 현황 

2)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직업훈련법인이 비진

학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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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칭 학과 수 인원 수

기술교육원1)

(지자체 
운영기관)

동부기술교육원 2 20

중부기술교육원 2 9

북부기술교육원 7 67

남부기술교육원 9 109

소계 20 205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2)

(교육과정 
거점학교)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3 46

리라아트고등학교 2 60

서서울생활고등학교 3 78

서울컨벤션고등학교 3 75

소계 11 259

한국폴리텍대학

I대학

- 8개 학교에서 총 별도반 21학급 585명 
+ 혼합반 80학급 415명 총 1천명 모집

- 특성화대학은 폴리텍 충주, 폴리텍 
동부산 캠퍼스로 일반계고 직업훈련 전담 

특화 캠퍼스로 지정하여 기숙형으로 
시범실시

Ⅱ대학
Ⅲ대학

Ⅳ대학
V대학

Ⅵ대학
Ⅶ대학

특성화대학
소계 80 1,000

합계 111 1,464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 2017학년도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 운영 계획. 서울특별
시교육청. p.81.

주1)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직업능력훈련기관인 기술교육원만을 표에 작성하였음
주2) 협력 교육과정 거점학교의 경우 서울시에서 쓰는 정책이며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만
을 표에 작성하였음.

<표 Ⅱ-5>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현황: 서울시

정규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따라서 

공공직업훈련 기관은 국가를 비롯한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여 훈

련비 전액 또는 일부가 국비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은 지

자체 운영기관인 기술교육원, 일반고 교육과정 거점학교 및 한국 폴리텍대학 총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표 Ⅱ-5> 참고).

일반고 교육과정 거점학교는 학교별로 소수의 학생이 선택하거나, 전공교사가 

없어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 등을 개설⋅운영하여 인근 학교에서 학생 개별 참가

를 통해 공유하도록 구성하고, 학생들에게는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한 거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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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수의 참가학교를 두어 단위학교에서 여러 여건 상 문제로 개설하기 어려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본교 및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

을 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n.d.). 이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일반고 전성시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정책의 일부로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선택권 강화를 통해 일반고 문

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교내 교육과정 운영 재구조화의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이자형, 2016). 2016년을 기준으로 일반고 거점학교 운영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전북, 대구, 울산, 부산에서 운영 중이다(교육부, 2016). 

그 중 서울의 경우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재학하는 기관으로는 4

개교로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서서울생활고등학교, 서울컨벤

션고등학교에 34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3) 전문대학

교육부는 2015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확대방안으로 일반고 특화 직

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제시하였고, 확대된 기관 중 주축은 인적·물적 인프라

가 구축되어있는 전문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6년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일반고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 기회 확대)’정책의 시범운영을 하반

기에 실시해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과정 운영 내실화’방안을 제시하였

다. 전문대학은 기존에 제조업기반으로 치중된 위탁과정의 전공을 일반고 학생

이 희망하는 다양한 직종과 관련된 전공으로 보다 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위탁과정보다 확대된 전공의 다양성과 깊이 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추후 취업 및 진학과 같은 진로결정에도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실시했다(홍선이 외, 2017). 2015년부터 2년간 시범운영

을 실시한 후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 재학하고 

2018년 2월에 이수한 위탁과정 학생은 총 328명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8). 

위탁과정 운영이 가능한 전문대학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부는 관련 규제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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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지원금을 교부하는 등 지원정책도 함께 제시하였다. 전문대학에서 특화

된 전공 및 분야를 일반고 학생 교육과정에 맞게 개편 및 운영하여 관련 분야 

기업으로 선취업을 연계하고, 교육감 승인을 받은 전문대학은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고 학생 특화직업 능력개발 훈련과정”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위탁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게 특별교부금 

또는 고용보험기금을 지급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교육부, 2017). 이처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실효성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그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교육부, 2018).

4)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학원

민간에서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는 직업

전문학교와 기술계학원이 있다. 직업전문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써 

실습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교육기관이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 23조 제 1항 

제 2호에 근거해 학점을 취득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대학을 

제외한 타 대학으로 편입학도 가능한 평생교육시설이다(고용노동부, 2017). 

기술계학원은 직업능력개발기관이자 평생직업교육기관이다. 학원의 설립⋅운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된 기관이며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정규 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민간 차원에서 성인 

및 학생들의 직업능력개발을 담당하는 기능 인력 양성 및 중견기술인 양성을 위

한 기관이다(최지희, 박동열 , 2003). 직업전문학교와 기술계학원은 한국산업인

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실업자 및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계좌제, 내일배움카드 등 성인들의 직업능력과정도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

내 기술인력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2018)가 제공한 2017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자료에 따르면 총 이수자 13,119명 중 

7,206명(약 55%)이 직업전문학교와 기술계학원에서 위탁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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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전문학교와 기술계학원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함께 2015년부터 시행

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속하는 기관으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편중되었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의 서비

스 분야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도록 기존의 위탁과정을 확대한 것이

다(고용노동부, 2014). 민간 훈련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활

용한 의류 디자인, 보건, 간호, 방송제작 등 서비스 직종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위탁과정 학생들은 기존의 과정보다 원하는 분야의 직업교육에 참여기회가 넓어

지고, 훈련비도 전액 지원되어 경제적 부담도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용노동

부, 2014). 2018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선정된 교육과정은 

총 46개 분야, 471개 과정으로, 최근 유망직종으로 부각된 드론, 사물인터넷, 

관광서비스, 애견미용 과정 등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이처럼 교육부와 고용노동

부는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진로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고용노동부, 2018)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활성

화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현황

교육부에서 제공한 정보공개 자료(2018)에 의하면 2017학년도에 위탁과정에 

재학해 2018년 2월에 졸업한 위탁과정 이수자는 총 13,119명으로, 일반고 직

업교육 위탁과정 중 교육부에서 전담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위탁과정 이수자는 

5,041명,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하고 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고 특화과정 

이수자는 8.078명으로 나타났다(<표 Ⅱ-6> 참고). 이는 2016년 위탁과정 이

수자인 12,349명(교육부, 2016) 보다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고등

학교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보낼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은 실시 주체에 따라 

산업정보학교,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직업교육거점학교), 공공직업능력 훈련기

관,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 학원으로 구분된다(교육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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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담부처 위탁기관
위탁과정 
이수자(명)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부 일반고 
위탁과정

산업정보학교 3,205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244

지자체 설립·운영 150

한국폴리텍대학 873

공공기관 지정·운영 569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과정

대한상의(인력개발원) 544

전문대학 328

민간운영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학원)

7,206

합계 13,119

자료: 교육부(2018). 2017학년도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현황(정보공개) 재
구성

<표 Ⅱ-6> 201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특성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지니는 특성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취지

는 단편적인 진로에서 벗어나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교육을 받아 견실한 기술인

으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위탁과정 학생들은 개인 내적인 문제 및 

관계 등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위탁과정의 기존 취지와 학생의 입교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수, 2015).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업에 대한 저조한 욕구이다(윤경숙 외, 2011; 이무용, 

1999; 이승종, 2003). 위탁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없는 상황에도 동일계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거나(고미애, 2011; 기우태, 

1995; 김혜영, 2017) 또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김미영, 1992; 김인종, 2017; 이승종, 2003) 나타

났다.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취업률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9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47%로, 위탁과정은 23.6%로 타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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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2018). 이는 학생들이 위탁과정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위탁과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범석, 손준종, 2015; 김혜영, 2017; 우지향 외, 2016).

다음으로는 원적교에서 경험한 학습실패경험이다. 학습실패의 경우 학업성취

도와 직결되는데, 위탁과정을 선택한 학생들 대부분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석, 손준종, 2015; 여승환, 2017; 정한상, 2013).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위탁과정을 선택한 이유가 낮은 성적으로 인해 대학진학보다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김범석, 손준종(2015)의 연구에서는 자

신의 성적에 맞추어 낮은 수준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것보다는 

직업교육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입학해 나름의 합리성을 지

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원적교에서 경험한 일반고 부적응을 도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수임이 확인되었다(고미애, 2011; 김정애, 2017; 우지향 외, 

2016, 이경수, 2015). 이들은 적응에 실패한 경험에서 기인한 행동적 문제로 

전공교과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의욕이 부족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과정 참여와 자신의 진로탐색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강수운, 2011) 교과과정 내에 다양한 실습이 포함된 위탁과

정의 경우 학습의 효과성이 저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위탁과정 입학을 선택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자신이 결정

한 것은 맞으나(고미애, 2011; 김미영, 1992; 김정애, 2017; 최장수, 2003) 

자신에게 적절한 전공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전공을 선택해 적성과의 불일치 문제를 겪는 학생이 존재하고(여승환, 2017; 이

무용, 1999; 최대호, 1997;), 또한 자신 주위의 교사, 부모, 친구 등 타인의 권

유에 따라 뚜렷한 목적 없이 위탁과정에 입학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신영, 2004; 여승환, 2017; 이경수, 2015). 이는 다양한 동기수준과 전공에 

대한 적합성의 수준이 모두 다른 것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공에 필요한 학습 

또는 기술을 습득하는 주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만족은 추후 동일계열 진로로 취업 또는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성숙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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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쳐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다(정한상, 2013).

마지막으로 현재 마주하고 있는 큰 어려움은 부모, 및 교사를 포함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관계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음이 나타났다(강수운, 2011; 고미

애, 2011; 노미순, 1999; 박신영, 2004). 특히 부모와 교사처럼 가까운 관계에 

있는 타인의 지지 또는 지원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위탁과정 학생들은 앞에서 언

급된 실패된 학습경험과 부적응의 경험으로 인해 점점 더 위축되고 소극적인 학

습태도를 보이게 되어 자신의 진로와 위탁과정 전공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

와 위탁기관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

수운, 2011; 고미애, 2011) 또한 원적교와 위탁기관 양 쪽에 소속되는 이중 신

분으로 인해 주변화된 정체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범석, 손준종, 

2015). 원적교에서는 위탁과정 학생으로, 위탁과정에서는 이등(二等)학생으로 

인지되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동일계열로의 취업과 전문대학으로의 진학 사이

에서의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1992; 김인종, 2017; 김혜

영, 2017). 이는 기술인 양성을 통해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

직 맞이하지 않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위탁과정이라는 급변한 진로상황에서 긍

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인 진로적응력은(Savickas, 1997)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처한 급격한 진로의 전환에 잘 대처하고, 능동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능력으로 작용해 추후 자신의 전공계열로 취업을 결정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취업포부

가. 포부의 개념

취업포부의 개념을 알기 전에 포부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부

(aspirations)는 욕구와 상태변인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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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원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수준에서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Hauser 

& Anderson, 1991; 박자경, 2018). 이는 개인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포

함하는 것으로 Turner(1964)는 포부를 자신이 지닌 사회적 지위가 아닌 다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하고 Saha(1994)는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목표가 반영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준비와 기대의 정도로 정의

하였다(박자경, 2018). 

포부의 개념은 Sewell, Haller & Straus(1957)가 지위획득모형을 통해 개인

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제시되었다(Sewell, Haller 

& Portes, 1969). 최초의 지위획득모형은 Blau & Duncan이 개인의 성취요인

과 가정배경 요인이 개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개

인의 지위획득 과정이 정교하지 못해(강희돈, 1988) Sewell et al은 기존의 지

위획득 모형에 지능, 학업성적, 유의미한 타자, 교육포부 등의 변인을 추가해 개

선된 지위획득모형을 제시하였다(박자경, 2018). 이처럼 지위획득을 목표로 하

는 욕구가 포부로 정의된 후에 Lewin, Dembo, Festinger, Sears & 

Hunt(1994)는 현실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과와 포부의 격차가 좁고, 비현실

적으로 높은 포부를 가진 사람은 성과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냈다. 이는 포

부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 동기화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이선민, 

1994), 개인의 진로 선택 과정에서도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개인의 

태도에 따라 발휘되는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부가 높은 것이 반드시 성

취수준이 높은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이선민, 1994).

나. 취업포부(Employment aspirations) 및 유사 용어의 개념

1) 취업포부의 개념

취업포부는 이선민(1994)이 진로포부에 속하는 직업 및 교육포부와 같이 취

업이라는 분야에서의 포부를 중점적으로 논한 것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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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진로포부

Ÿ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향후 희망하는 진로 영역에서 되고자 희망하는 목표 혹은 성취 
수준(O’Brien, 1996).

Ÿ 진로포부 ⊃ 직업포부, 교육포부 

직업포부
Ÿ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Gottfredson, 2002).

Ÿ 직업포부 ≠ 진로포부, 교육포부

교육포부
Ÿ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교육적인 욕망(황정훈, 2012).

Ÿ 취업포부 ⊃ 교육포부(박자경, 2018)

취업포부

Ÿ 취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의 수준(이선민, 1994).

Ÿ 취업포부 ⊂ 진로포부 
Ÿ 취업포부 ≠ 직업포부
Ÿ 취업포부 ⊃ 교육포부

자료: 박자경. (201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학급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p. 재구성

<표 Ⅱ-7> 각 포부 별 용어의 정의 

뿐만 아니라 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의 여부, 취업을 위한 계

획의 구체성 여부, 취업이라는 문제를 헤쳐 나가려는 각오를 포함한 개인의 지

각과 동기의 결과로 제시하였다(정선정, 2014). 즉,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의 

과정인 취업을 성취할 수 있는 변인으로 제시해 취업을 위한 노력, 준비, 실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취업포부는 뒤에서 다룰 유사용어인 직업포부, 교육포부, 진로포부와는 각각 

다른 개념과 정의를 지니고 있다. 진로포부는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 종합적인 

의미로 모든 포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직업포부는 특정한 직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교육포부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욕구로, 취업

포부는 특정 직업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행위인 취업을 희망

하는 욕구로 정의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 Ⅱ-7>처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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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s)의 개념

진로포부는 Stephenson의 연구를 시작으로 개념이 생성되었다. 진로포부 개

념 초기연구에서 Stephenson(1962)은 청소년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미래직업

을 미래에 대한 포부, 즉 Wish로 보고, 현실적인 직업을 Plan으로 보아 두 가지

의 분류를 합친 것을 진로포부로 보았다(김국현, 2015). 이를 기반으로 1980년

대엔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아동에서 청

소년으로 성장하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아동들이 자신의 ‘자아개념’과 ‘직업

이미지’를 구축한 후에, ‘직업선호’ 단계를 거쳐 자신과 직업이미지 간의 적

합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 후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는 ‘진로대안영역’단계와 

자신이 가진 기회와 한계를 파악하는 ‘접근성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거쳐 직

업포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진로포부의 개념이 주창된 이후에 Thomas(1986)는 흑인 여성 청소

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진로포부는 진로선택과 관련한 것으로 직업선택

에 있어 자신의 기회, 능력, 자원 등 부족함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적 포부와 외

적인 요인의 부족함을 고려한 현실적 포부로 나뉘는 이분법적 개념임을 주장하

였다(김경주, 2011). 반면에 Farmer(1985)는 한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

업에 대해 필요한 교육의 정도로 정의함과 동시에 진로포부의 개념에 직업포부

와 교육포부의 개념을 종합하여 진로포부가 직업포부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으로 

확장시켰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O’Brien(1996)은 진로포부란 자신이 선택한 진

로를 얻고자 하는 기대수준이며 이러한 진로포부를 설정함에 있어 자신의 진로

선택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

인이 원하는 진로영역에 대해 기대하고, 이를 개발하고 확장하고자 직업지위에 

대한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로영역 안에서의 승진, 전문가, 리더십과 계

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개념을 구체화 하였다(곽윤지, 2017 

재인용). 김국현, 나승일(2017)은 이를 연대별 진로포부의 개념적 범위와 주요

정의로 구조화 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다(<표 Ⅱ-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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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개념적 범위 주요 정의

1980

년대
진로포부=

직업포부

∙ 개인이 특정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직업(Gottfredson, 1981)

∙ 진로포부는 직업선택과 관련이 있으며, 기회, 능력, 자원 
등의 부족에 의해 제한 받지 않는 이상적 포부와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현실적 포부의 이분법적 개념(Thomas,

1986)

1990

년대 
초반

진로포부=

직업포부 
+교육포부

∙ 한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직업과 교육의 정도를 의미
(Farmer, 1985)

∙ Thomas(1986)의 이상적 포부와 현실적 포부의 이분법적 
개념에 교육포부를 추가(Cranston & Leonard, 1990)

∙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명성의 정도(Farmer & Chung, 1995)

1990

년대 
후반

진로포부=

성취포부,

교육포부,

리더십포부

∙ 개인이 선택한 진로 영역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지를 의미(O’Brien, 1996)

∙ 직업지위에 대한 가치판단 뿐 아니라 그들의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취, 리더십, 교육을 계속 받고 싶어하는 
정도(O’Brien, 1996)

∙ 진로포부의 과정은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신념의 통합체
(Schustack, 2001)

자료: 김국현, 나승일. (2017). 전문대학생의 진로포부와 학생 및 대학 변인의 위계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0(1), p.144 재구성

<표 Ⅱ-8> 연대별 진로포부의 개념적 범위 및 주요정의 

3)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s)의 개념

직업포부는 개인이 특정한 직업을 성취할 수 있는 욕구로 개인의 교육적인 성

취나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박자경, 2018), 

Gottfredson(2002)은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

각하는 희망직업으로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획득하고자 희망하는 특정 직업의 

수준으로 개인의 직업에서 지위획득을 목표로 하고, 이를 획득함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제시되었다(김정숙, 2006). 

진로포부와 직업포부는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직업포부의 

경우 직업이라는 특정한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개인의 욕구로 자신의 사회경제

적 지위 획득에 연관되어 자신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Schoon & Pa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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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박자경, 2018; 유백산, 신수영, 2012)으로 진로포부와는 엄연히 다른 개

념이다. 진로포부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상황과 앞으로의 성취를 위한 동경이자 

욕구이므로 직업포부에서 논하는 희망직업을 포함하고, 이에 수반되는 교육 또

는 훈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포부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직업포부

와 교육포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O’ Brien et al, 1996).

4) 교육포부(Educational aspirations)의 개념

교육포부는 개인의 교육적인 욕망으로 포부에서 논하는 지위획득, 또는 직업

포부에서 의미하는 특정한 직업의 성취를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적 성취 또는 진로선택, 사회적 지위 획득 등과 관련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황정훈, 2012). 교육포부는 학생이 교육적 목적을 수립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 변인들이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쳐 교육성

취와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밝혔다(Munro, 1981; Saha, 1994; 

황정훈, 2012).

다. 취업포부 관련 이론

1) Ginzberg의 직업선택 이론

Ginzberg(1972)는 직업선택을 ‘그들의 일로부터 주된 만족을 추구하는 사

람들을 위한 전 생애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직업선택을 한 

번의 선택이 아닌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전 생애적 접근의 발달론적 관

점으로 직업선택 이론을 주창하였다(박자경, 2018). Ginzberg는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장기간에 걸쳐 습득하고 이루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주

장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직업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진로발

달 과정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고, 다시 직업선택이 추후 진로로 연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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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환경과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김국현, 나승일, 2017). 

이러한 직업선택의 과정을 Ginzberg(1972)는 1단계 환상기(6-11세), 2단계 

잠정기(11-17세), 3단계 현실기(18세 이후)로 구분하였다. 1단계 환상기는 자

신의 환상을 기반으로 두고 비현실적인 직업을 제시하고 선택하는 단계이다. 다

음 2단계는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기반으로 두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이 이를 해낼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직업이 갖는 다

양성을 인식해 기존에 인식했던 고려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외부 직업에 대한 관심을 전환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현실기는 앞서 

논의된 환상을 피하고. 자신의 흥미와 노력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직업적으로 필

요한 현실적인 요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시

기로써(이경희, 2007)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희

망하는 직업에 관련된 경험,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자신이 이 일

을 할 수 있도록 계획과 결정을 수립해 자세하고 전문화된,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이다(양난미, 2006).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잠정기의 끝자

락부터 현실기의 초입단계에 걸쳐있다. 자신이 희망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을 찾아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인 것이다. 특히 

위탁과정 학생의 경우 진로의 방향이 대학진학에서 직업교육 이수 후 취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포부수준을 높여 학

생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 Gottfredson의 제한타협 이론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 이론은 진로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이 타

협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를 최초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는 진로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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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아개념이 갖는 현실성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진로발달이란 자아개념의 발

달에 따라 직업의 선택부분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는 포부에서도 직업

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곽윤지, 2017). 즉 자신이 엄청난 직업포부를 수립

하였더라도 자신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자각, 자신의 

성(sex)유형, 외부환경, 조건 등 다양한 외부의 요인들을 깨닫고 반영함으로써 

자신이 처음에 수립한 직업포부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곽윤지, 2017 재인용).

Gottfredson이 제시한 자아개념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발달하여 직

업포부를 형성하는지 관계에 대해 다음 [그림 Ⅱ-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Ⅱ-1] 제한타협 이론의 개요

Gottfredson은 직업포부의 형성과정에서 네 가지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는데 

각 발달 단계마다 새로운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직업적 자아개념에 통합되고, 개

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과정을 

진로한계설정으로 보았다(김국현, 나승일, 2017). 네 가지 진로발달단계의 설명

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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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힘과 크기 
지향단계

2. 성역할 
지향단계

3. 사회적 
가치 

지향단계

4. 내적 고유 
자아 

지향단계

나이 3세 ~ 5세 6세 ~ 8세 9세 ~ 13세 14세 이상

사고과정
(단계)

직관적인
(Intuitive)

구체적인
(Concrete)

덜 구체적인
(Less

concrete)

추상적인
(Abstract)

사물, 사람,

직업을 
분류하는 능력

대상 연속성 
미획득

단순한 분류
이(2) 요인 

분류
복잡한 분류

자기와 다른 
것들을 

지각하는데 
새로운 요소

작은 것vs.큰 것
성별 

(Gender)

사회적 
계층과 지적 

능력

개인적 흥미,

가치, 능력

직업적 지각과 
선호의 새로운 

요소

성인 역할로 
직업을 인식

성역할 유형
(Sex type)

지위수준 일의 분야

자료: 이성식, 정철영. (2004). Gottfredson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영역과 
직업포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3), 46P 재구성.

<표 Ⅱ-9> 자아개념과 직업선호의 발달단계

위 네 단계 중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은 4단계에 속한다. 4단계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 고려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에 대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있지 않을 경우 혼란을 겪어 자신

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

라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되고 싶다는 식의 공개적인 자아(Public self)를 수립해야 

한다(이성식, 정철영, 2004). 

이처럼 Gottfredson의 제한타협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개념화에 따라 다르게 

수반되는 개인의 흥미, 능력, 그리고 일의 지위 등을 파악하여 자신의 직업을 구

체화하는, 직업포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제한’의 과정이 개

인에게 가장 바람직한 직업적 대안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면 ‘절충’은 개인

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의 직업을 현실을 고려하여 포기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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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nt & Brown의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는 Bandura 

(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개인에게 흥미를 바탕으

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취과정을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으로 떠올랐다(이은경, 2001). 이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하는지와, 진로선택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업만족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제시되었다(김국현, 나승일, 

2017). SCCT는 인간의 진로의사결정에 인지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목표를 사회인지 기제로 주장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진로이론들이 단편적으로 설명한 진로의 선택과 발달을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흥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진로만족 등 다양한 관련 변인

의 관계와도 연결된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박자경, 2018). 

그 결과 SCCT는 개인의 진로에 대해 발달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환경적 

배경뿐만 아니라 인종과 성(gender), 장애, 건강, 재능 등 개인적 특성이 중요

한 것으로 고려되어 연구 대상에 따라 환경적인 요인이 진로발달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김국현, 나승일, 2017).

SCCT는 진로발달 및 선택과 관련하여 흥미발달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모형이 나머지 두 모형을 포함하고 있다(김

봉환 외, 2010). 선택모형은 세 개의 모형 중 진로선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형으로 자신의 흥미가 진로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개인변인과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맥락적 변인이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박자경, 2018)([그림Ⅱ-2] 참고). 따라서 선

택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진로선택이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흥미 등의 인간의 

인지적·심리적 변인이 진로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제가 될 때, 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맥락적 변인이 그 과정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Lent, Brown & Hackett, 1994) 개인의 진로선택은 한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꾸준한 상호작용 끝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설명한다(김국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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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사회인지진로이론 선택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269.

라. 취업포부의 측정

국내 연구에서 취업포부라는 개념이 이선민(1994)에 의해 제시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도구 또한 이선민(1994)

이 개발한 도구만 존재하며, 취업포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박자경, 2018; 

이선민, 1994; 정선정. 2014). 이 측정도구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직업에

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의 뚜렷함,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여부, 취업 문

제를 이겨내기 위한 각오 등을 묻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한 연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Ⅱ-10>과 같다.

해외 연구 또한 취업포부의 수준을 확인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았고, 

진행된 연구의 경우에도 단순히 희망하는 근무조건(정규직, 파트타임, 일용직)을 

선택하는 정도로만(Johnstone et al, 2011; McConkey & Mezza; 2001) 취업

포부 수준을 측정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주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나(McDowell, 2010; Nixon, 2006) 실질적으로 이를 측정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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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Cronbach’s α

이선민(1994) 대학생 .70

정선정(2014) 학교 밖 위기청소년 .93

박자경(201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83

<표 Ⅱ-10> 국내 취업포부 측정도구

구가 다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진로적응력

가. 진로적응력의 개념 및 유사용어

1) 진로적응력의 개념

사회적 의미로서의 적응(adjustment)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과 잘 어울리는 상태 및 과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윤인진, 2000). 즉, 적응이란 개인

의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일치 또는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조화를 이룬 것으로 

맥락적,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해석이 적합하다(정지은, 

정철영, 2015).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적응력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환경을 최대화하여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조화진, 2004) 이러한 의미를 처음으로 진로측

면에서 본 Super & Knasel(1981)의 연구에서는 준비 가능한 예측 과제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 대처준비도

를 의미하였다. 이후 Savickas(1997; 2002)에 이르러 명확히 정의된 진로적응

력의 개념은 “미래 직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과제에 대한 

준비성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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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능력”이다.

이를 종합하면 진로적응력은 개인이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자기조절로의 역할

과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

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과제뿐만 아니라 

미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2) 진로적응력 유사용어

국내연구에서는 career adaptability를 의미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로적응력(노윤신, 2016; 허강석, 2017), 진로적응성(김나래, 2013; 이순희, 

2012; 이예진, 2010; 장계영, 2009; 정지은, 2013)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진로적응성의 국내연구 정의를 살펴보면 장계영(2009)은 

“진로적응성을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진로전환에 성공

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으로, 직업선택을 위한 진로결정과 직업세계

로의 전환, 직업적응을 위한 준비도”로 정의하였다. 정지은(2013)은 진로적응

성을 “일과 일의 맥락에서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역할변화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과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단순한 성숙이나 성장의 개념을 넘어서 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개인의 기질이나 특

성을 의미하는 적응성보다는 능력의 의미가 적용된 적응력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적응력 용어가 적절함을 주장한 노윤신(2016)은 개인의 다양한 환경과 

변화를 경험하는 발달단계를 제시하기에 부족한 진로성숙이 진로적응으로 개념

이 대체되고, Savickas가 주장한 바인 현재 또는 미래를 위해 일을 준비하고 경

험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과업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진로 또는 직업

적 전환과 트라우마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Savickas(2002; 2005)는 적응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특성으로 변화에 대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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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또는 의지와 같은 개념이라면 적응력은 개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맥락 사이 

관련성을 통해 습득하고 개발하는 심리사회적 구성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임

을 강조했다(노윤신, 2016).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개인의 기질보다 능력에 적

합한 의미로 판단해 모든 용어를 “진로적응력”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나. 진로구성이론

Savickas(1997)는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상황이 반영된 진로구성이론

(career construction theory)을 2000년대에 소개하고 2005년에 이론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 주창하였다(Savickas, 2002; 2005; 정지은, 정철영 

2015). 진로구성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행동 또는 직업경험에 의미를 부여

하여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나가는 사고방식을 강조한 이론으로 발달을 내적 구

조의 성숙이 아닌 환경(context)에서의 적응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정지은, 정철영, 2015). 그러므로 진로구성이론은 기존의 진로발달과는 달

리 21세기 시대상을 반영한 이론이며, 진로적응력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다(윤석은, 2017).

Savickas(2005)는 진로구성이론을 통해 진로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로 일

과 관련된 경험의 총체가 아닌 관련된 경험들의 패턴이 자신의 환경과 관련된 

전체적 과정으로 의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개

인의 진로는 주관적 구성으로 지나온 경험과 현재의 경험, 미래의 포부를 엮어 

개인이 직업 환경에서 갖는 패턴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신이 만들

어가는 경험과 의미의 역동적인 과정이기에 미리 밝혀진 진실에 대한 발견이 아

님을 강조했다(Savickas, 2005). 또한 21세기 직업 환경에서 개인의 자아정체

감과 사회정체감이 손상되지 않고 일생동안 새로운 진로변화에 대해 어떻게 협

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avickas, 

2013). 즉, 진로구성이론에서 직업의 선택은 자아개념의 이행이며, 진로발달은 

자아와 환경의 조화를 향상시키는 연속된 과정으로 개념화 되었다(윤석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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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ickas(2012)는 진로구성이론을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는 진로적응모형을 

제시하였다. 진로적응모형에서 적응은 적응준비(Adaptivity), 적응력

(Adaptability), 적응반응(Adapting), 적응(adaptation) 총 네 단계의 연속적 순

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지근, 이기학, 2016)(그림 [Ⅱ-3] 참고). 

[그림 Ⅱ-3] 진로적응모형에 대한 개념적 틀

Savickas(2012)가 제시한 진로적응모형의 각 단계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적응준비란 환경변화에 기꺼이 적응하고자 하고 동기를 불태움으로써 불균형

을 수용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응력은 진로발달 단계, 또는 직

업 전환 단계, 직업에서의 해고와 같은 트라우마 등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개인

의 심리적 자원을 의미한다. 적응반응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적응적인 행

동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이 변화를 맞

이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의 수준이 향상되고, 변화가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행

동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역할들을 통합하는 적응(Adaptation)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김지근, 이기학, 2016).

진로구성이론의 주된 관심은 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특성이 아닌, 개인이 직업

으로 이르기까지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 있다(노윤신, 2016; 

장계영, 2009; Hirschi, 2009; Kenny & Bledsoe, 2005).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진로적응력이 되었다. 진로적응력은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에서의 극복과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개념을 직업적 역할 속에서 실현해

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노윤신, 2016;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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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를 통해 진로구성이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진

로발달이론이 지닌 관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을 포함한 이론으로 오늘날의 

환경에서 개인이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진로전환을 경험할 수 있기에 효과적

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도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

게 됨을 주장하였다(Savickas, 2002; 2005). 

다. 진로적응력 구성요소

Savickas(2005)는 진로적응력의 하위개념으로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

심, 진로자신감 총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들 자원은 진로변화와 진로전환을 

할 때 사람들이 적응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원임을 주장하였다. 먼저 진로관심

(career concern)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진로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 직업적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인식하고 수립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Savickas, 2013). Savickas는 진로전환과 직업변화에 적응함에 있어 네 

개의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자원이 진로관심임을 주장하였다. 진로관심은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통합시킨 직업적 자기를 마음속에 상상하고 미래 속에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원으로 진로설정의 기본이 되고(윤석은, 

2017), 미래의 방향성, 계획성, 낙관적 태도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제시되었다(허강석, 2017). 

진로통제(career control)는 진로관심 다음으로 진로적응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구성하는 때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개

인의 내적 과정을 의미한다. 진로통제는 자기훈련(self-discipline), 성실함, 단

호함, 심사숙고, 자율성, 독립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의사결정,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자기결정, 진로개발과 같이 명료한 목표설정, 직업탐색 과정에 있

어서의 의사결정 등의 기능과 관련된다(노윤신, 2016). 따라서 진로통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결정과 진로관련 발달 과업에 몰입해 있으므로 자기 스

스로의 결단력과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보았다(윤석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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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호기심(career curiosity)은 자신과 직업세계 사이의 적합성을 체계적으

로 탐색하는 탐구능력이다. 탐구적인 태도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추구함으로써 자신과 상황을 매치하

는 선택에 대한 현실성과 객관성을 갖는 태도이다. 이로써 진로를 선택하고 결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을 다양하

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장계영, 2009). 즉,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다(노윤신, 2016). 

마지막으로 진로자신감(career confidence)은 진로선택 및 전환과 관련된 진

로과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으로,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Savickas, 2013).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마주한 장애

를 극복하고, 또 도전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대감을 의미한다(윤석은, 2017). 따라서 진로자신감이 높은 개인은 과업 수행

에 있어 자신의 유능함을 믿는 자아수용(self-acceptance)과 자아가치

(self-worth) 수준이 높으며, 강한 끈기와 열정을 갖고 문제해결에 몰입한다

(노윤신, 2016). 

위에서 제시한 진로적응력의 네 가지 하위요소를 종합하면 아래 <표 Ⅱ-1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진로적응력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업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보이며, 상

이한 진로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여 결국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

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논할 수 있다. 이

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위탁과정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진로적응력을 지닐 시 일반고에서 위탁기관으로 변화한 학습 환경

과 자신의 진로가 대학 진학에서 전공분야로의 취업으로 전환된 진로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에 수반되어야할 역량과 행동을 스스로 탐색

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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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진로질문
진로
문제

태도와 
신념

역량
대처
행동

진로
개입

진로
관심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는가

무관심 계획적 계획
의식
관여
준비

목표
설정
훈련

진로
통제

누가 나의 미래를 
소유하고 있는가

미결정 결단적
의사
결정

적극성
절제력
의지

의사
결정 
훈련

진로
호기심

미래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비현
실성

탐구적 탐구

시도,

위험감
수
탐구

정보
탐색 
활동

진로
자신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억제 유능한
문제
해결

지속
노력
근면

자아
존중감 
향상

자료: Brown, S. D & Lent, R. W.(Eds). (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NJ: John Wiley & Sons. p.53.

<표 Ⅱ-11> 진로적응력의 하위요소

라. 진로적응력 측정 도구

Savickas와 Porfeli(2012)는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자원

(resource)과 환경 요구사이의 조절전략의 관점에서 Career Adept-Ability 

Scale(이하 CAAS)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이 도구는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Coetzee & Harry, 2014; Guan, et al, 2013; Tian 

& Fan, 2014).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

신감으로 구분되고,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에서는 Tak(2012)이 CAAS를 국문으로 번안한 후에 타당도 검증을 실

시한 도구가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Tak은 278명의 국내 대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파악

하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하위요인이 원문과 동일하게 네 가지로 형성되며, 

각 하위요인이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노윤신, 2016). 

이외에 장계영(2009)은 일 환경에 적합한 대학생 대상의 진로적응력 측정도구

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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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연구자 구성요소 문항수
Career Adapt-Abilities

Sclae(CAAS)

Savickas &

Porfeli(2012)
관심, 통제, 자신감, 호기심 24

진로적응력 척도 장계영(2009)

책임감, 목표의식, 창의성,

대인관계, 개방성, 주도성,

직무능력, 긍정적 태도
45

<표 Ⅱ-12> 진로적응력 측정도구 

직무내용, 긍정적 태도 총 여덟 가지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노

윤신, 2016).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Tak(2012)이 번안하고 정지은(2013)이 수정한 도구를 연구자가 일반고 직업

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해 사용하였다. 정지

은의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0.93으로 나타나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

이 연구는 학생들의 취업포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 중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독립변인들을 선정

하여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관계에서 Savickas(2005)

가 제시한 진로적응모형과 같이 진로적응력의 매개를 통해 반응단계인 취업포부

가 증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진로적응력을 매개변인으로 구성하였다

(Rudolph & Lavigne, 2016). 따라서 이를 진로적응모형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단계인 적응준비 단계에는 독립변인을, 적응력 단계에는 진로적응력을, 적응반응

에는 취업포부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각 변인들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영향력의 수준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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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1)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

학습된 무기력은 Seligman(1975)이 개를 대상으로 회피학습을 통해 공포의 

조건형성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현상으로 무기력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기충격을 혐오자극으로 경험한 개들 중 피할 수 없는 상황

에 놓여있던 개들은 전기충격을 느낄 때 회피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는 행동을 보였는데(김기령, 1996; 김민희, 2007), 자신의 힘으

로 전기충격을 통제 또는 회피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없다는 기대로 인한 체념적인 행동을 보였다(김의철 외, 1999; 김

하진, 2015). 즉, 유기체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

신의 반응이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고, 그 기대로 인

해 행동을 이끄는 동기를 상실해 수행의 결손을 초래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문종길, 2015; 배정희, 2008).

Seligman(1975)은 학습된 무기력의 기반이 되는 혐오자극 또는 실패경험을 

받게 되면 동기가 저하되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려는 의욕

을 낮추고, 학습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제로 효과적인 학습에도 의구

심이 발생해 성장과 성공체험에 대한 왜곡이 발생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서

적 혼란이나 장애가 발생해 정서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세해짐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습된 무기력은 세 

가지 일반적 수준인 동기, 인지, 정서적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세 가지 요

소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로 볼 수 있다(이은지, 2011)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초기

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점차 보완이 되었다. 초기에는 사람이 단순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무기력해진다고 보았으나, 이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였다(Roth, 1980; Seligman, 1975; Wortman & 

Brehm, 1975). 앞으로 나타날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 인지하였을 때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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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게 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해서도 그 원인이 자신의 책임에 기인한

다고 지각하는지, 또는 타인이나 외부의 요인에 기인한다고 지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무기력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Abramson et al, 1978).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과 실패경험에 의한 동기 상실이 바탕이 된 학습된 무기

력은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강혜원, 2007; 박상호, 2016; 조현재, 2017; 주승열, 2015). 그 중에서도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이 학교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은희, 1991; 김아영, 1997; 신기명, 1990; 신영철, 1988; 김아영, 

주지은, 1999). 특히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

와는 달리 학업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를 앞두고 심각한 입시스트레

스를 함께 겪으면서 교과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무기력을 느껴 공부와 학교생활을 포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

타났다(문종길, 2015; 박상호, 2017).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대부

분은 학업성취도 또는 다른 문제점들로 기인한 실패경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운, 2011; 고미애, 2011; 김범석, 손

준종, 2015).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학교생활 자체에 대한 부적응과 자신에 대

한 비판적인 사고로 이어져 전공교과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의욕이 부

족해 위탁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여승환, 2017; 이경수, 2015).

2) 학습된 무기력의 구성요인 및 측정

국내연구의 경우 학습된 무기력의 측정은 주로 신기명(1990)이 개발한 도구

를 통해 사용되고 있다. 신기명은 학습된 무기력이 일곱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신감 결여, 우울·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

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성 결여로 구성된다(손향숙, 2006). 

자신감 결여는 자기 혐오적인 상태로 고립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자신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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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연구자 구성요소 문항수

학습된 무기력 신기명(1990)

자신감 결여, 우울·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성 결여
45

학습된 무기력
김아영, 주지은

(1999)

우울, 자신감 결여, 수동성,

지속성 결여
28

<표 Ⅱ-13> 학습된 무기력 측정도구 

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요인이다. 우울·부정적 인지는 이유 없이 외로움을 느끼

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며 현상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요인이다. 수동성은 복

종적이고 주도적이지 못한 성격 상태이며, 통제력 결여는 충동적인 것으로 매사

를 감정이 치우쳐 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속성 결여는 어떤 일의 마무

리를 하지 못하며 쉽게 체념해 몰두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과시욕 결여는 매사에 자신이 없고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

한다(손향숙, 2006; 윤지영, 2015; 박상호, 2017). 신기명은 이를 분석하고자 

45문항의 도구를 5점 Likert 척도 응답방식으로 개발하였다.

김아영, 주지은(1999)은 신기명이 개발한 도구가 하위요인 별로 문항 수 차

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문항의 질적 서술상태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기존의 도구를 요인분석을 통해 7개 요인을 4개 요인

인 우울, 자신감 결여, 수동성, 지속성 결여로 나누었고, 이를 측정하는 28개 문

항을 중립적인 문구로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일치도 계수

는 0.94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표 Ⅱ-13> 참고).

나. 자기주도성(Proactive personality)

1) 자기주도성의 개념

Bateman & Crant(1993)는 사람들은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현재 

처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신이 영향을 주는 행동을 

취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인차는 자기주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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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되어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개인은 상황에서 오는 요인에 영향을 받기보다 

오히려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제시되었다(유인영, 2014; 황애영, 탁

진국 2011). 즉, 자기주도성의 개인차에 따라 행동양식이 달라진 것으로 높은 

주도성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파악하고 적극성을 띈 행동을 하며,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가 의미 있도록 인내하는 경향이 있으나 주도성이 낮은 사람은 빨리 

포기하고, 소극적이고, 변화에 반응하기보다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황애영, 탁진국, 2011). 이처럼 주도성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직접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을 통합하는 상호작용

적 관점에 근거하는 것으로(Bateman & Crant, 1993),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

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은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Covey; 1994). 

주도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주도성은 기질적인 요소로 성격요인과 관련이 있

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및 신경

증으로 구성된 성격 5요인이론(Bateman & Crant, 1993)과 사기주도성의 유사

성을 설명한 연구에서는 주도적인 기질은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추구하기에 외

향성과 관련이 있으며,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끈기 또한 성실성과의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황애영, 탁진국 2011). 하지만 이는 성격 5요인 이

론 중 두 가지의 성격 특성만이 반영된 것으로 주도성은 기존의 성격 요인과는 

다른 차원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Bateman & Crant, 2000). 

2) 자기주도성의 구성요인 및 측정

Bateman & Crant(1993)는 자기주도성을 측정하고자 Proactive 

Personality Scale(이하 PPS)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5점 Likert 응답방식으로 

17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개발된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8로 나타나 자기

주도성 측정에 적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그 후 Seibert, Crant & 

Kraimer(1999)는 기존 17개 문항이었던 PPS를 10문항으로 수정 및 단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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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연구자 구성요소 문항수
PPS Bateman & Crant(1993) 자기주도성 17

PPS 단축형
Seibert, Crant & Kraimer

(1999)
자기주도성 10

PPS 단축형 국문 번안 황애영, 탁진국(2011) 자기주도성 10

<표 Ⅱ-14> 자기주도성 측정도구 

고, 단축한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나 두 유형간의 신뢰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10문항으로 수정한 PPS를 황애영, 탁

진국(2011)이 국문으로 번안하였으며(<표 Ⅱ-14> 참고), 내적 일치도는 .90으

로 나타나 국문으로 번안한 도구의 자기주도성 측정이 적합함이 확인되었다. 

다. 전공만족도

1) 전공만족도의 개념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전공만족도를 살펴보면 전공과 만족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공은 개인이 어떤 자격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이론적·실제적인 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일컫는 용어(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로, 추후 자신의 직업 및 진로설정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자 학습하는 분

야이다. 만족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며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감정 상태이다(송윤정, 2013). 두 의미가 담긴 전공만족

도란, 자신이 추후 자신의 직업 및 진로설정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자 이론적·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감

정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에 대해 선행연구자가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Shin & 

Johnson(1978)은 전공만족도란 인지적 측면의 삶과 만족도 개념에 초점을 두

고 개인이 설정한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할 때 현재 자신이 속해있

는 학과를 평가하는 산물로 정의하였다.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도를 자신이 

속한 전공을 통해 생애동안 이루고 싶은 성취의 목표와 기대수준, 진로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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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준을 비교해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즉,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재 자신이 소속

한 전공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 전공교과를 공부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

나는 결과를 의미한다(김가영, 2018).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이 있

다. 일반만족은 전공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을 의미하고, 인식만족은 

전공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인식의 만족을, 교과만족은 전공교과목의 구성 

및 관심에 대한 만족, 관계만족은 전공을 학습하며 맺는 친구, 선·후배, 교수님 

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하혜숙, 2000).

위에서 언급된 하위요소들을 보면 우리는 전공을 선택할 때 여러 요인들로부

터 영향을 받고, 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

은 다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기대와 실제 작업환경 중 여러 요

인들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현재 전공이 자신이 설정한 성취 목표, 진로, 또는 

직업기준과 일치할 때 전공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과의 일치도 또는 부합성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개인의 재능, 성별 등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과 부모의 

영향력, 교육 시스템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 상호작용을 이뤄 동기를 유발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동기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공을 선택할 

경우, 개인의 만족도는 학생들의 진로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임용수, 1993). 고등학생들이 전공교과에 만족할수록 진로선택만족에 영

향을 미치고, 이는 졸업 후에도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조원숙, 2009; 장

숙은, 2010)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바람직한 진로발달과 선택으로 연결되도록  

전공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전공 

학습 중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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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만족도의 구성요인 및 측정

전공만족도의 측정은 전공교과에 대한 내용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을 선택하면서 수반되는 다양한 관계, 본인의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지, 

본인의 전공공부를 학교에서 잘 운영하는지 등에 대한 만족으로 한 가지 측면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전공만족도를 파악해야 한다.

하혜숙(2000)은 전공만족도 측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교과만족, 관

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 총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해 문항을 개발

하여 전공만족도를 측정하였다. 특히 인식만족과 학교만족변인은 기존의 연구나 

외국의 연구에는 없던 내용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맥락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대

학교의 문제점인 소위 명문대 학생 쏠림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조원숙, 

2009). 정한상(2013)은 하혜숙의 도구를 고등학생에게 맞게 수정 및 보완하고 

하위요인에 졸업 후의 진로를 추가하여 총 6개 하위요인, 30문항으로 전공만족

도를 측정하였다. 김병진(2008)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전공계열에 얼마나 만족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다섯 문항으로 이루어진 전공만족도 측정 도구를 개

발하였다. 

Kim & Kim(2000)은 미국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

(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만족 척도를 34문항으

로 구성하여서 전공만족도를 포함해 함께 측정하였다. 이는 추후 Lee(2004)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해 수정·보완하여 전공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의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대한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총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했다. 각 도구들의 내용을 종합

하면 아래 <표 Ⅱ-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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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연구자 구성요소 문항수

학과만족 척도 Kim & Kim(2000) 학과만족 및 전공만족도 34

전공만족도 Lee(2004) 전공만족 18

전공만족도 하혜숙(2000)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
25

전공만족도 정한상(2013)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 졸업 후 진로
30

<표 Ⅱ-15>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라. 부모 진로지지

1) 부모 진로지지의 개념

지지(support)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

하거나, 격려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주정현, 2011). 

그 중에서도 개인이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사회적 지지로 명명하였다(이상희, 

2009). 개인이 속한 환경인 가정, 학교, 사회, 조직 등의 사회적 요인은 개인의 

직업선택과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그 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중요

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원이며 원조, 도구적 도움, 애정, 가치감 등 다양한 

요인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Furman, 1985; 이

상희, 2009). 특히 청소년들은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

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경우에도 부모와 함께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또한 다양한 경험과 지원을 통해 자녀들이 직업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ccles, 1994; Young, 1994; 김설아, 2010; 김수리,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보다 관계를 중요시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는 독립적이기 보다 정서적 친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동기부터 성인까지 

심리적 발달과 진로발달에 부모와 자녀 관계 역할의 중요성이 검증되었고,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상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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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짐에 따

라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에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들과 특정 

과업에 대한 부모지지로 구분이 되어 보다 명확한 효과를 구명하고자 했다. 그 

중 진로와 관련된 부모지지를 확인하고자 Turner, Lanpan, Udipi & 

Ergun(2002)은 Bandura(1997)의 네 가지 자기효능감 기대 원천과 부모지지

의 개념을 종합하여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교육적, 직업적 효능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였다. 이처럼 진로와 관련된 과업에 대한 

지지의 수준을 확인하는 개념의 부모 진로지지는 진로관련 기술 습득을 지지하

고, 정서적으로 격려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지지로 자녀 스스로 유능하고 자율적

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제공해 유능성과 자율성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Deci, 2000; Turner, 2003). 또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안

정과 좌절극복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자극시키고, 학교생활

과 스스로를 믿는 자신감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ay, 2005; 강혜정, 

2017; 김은주, 2007; 김정애, 1994; 박지은, 2006)

부모 진로지지를 통해 연구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고, 자

아 개념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며, 직업적 동기와 정보 

자원, 발달 환경 제공자로 작용해 진로 선택과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수리, 2005). 이처럼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가 지원하는 지지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때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관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강수운, 2011; 고미애, 2011; 노미순, 1999; 박신영, 2004). 

2) 부모 진로지지의 구성요인 및 측정

Turner et al(2003)은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기대 원천을 바탕으로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은 진로관련 모델링, 정서적지지, 도구적 조력,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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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 수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
Turner et

al(2003)

진로관련 모델링, 정서적지지
도구적 조력, 언어적 격려

27

부모 진로지지 
척도

이상희(2009)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경험적 지지

20

<표 Ⅱ-16> 부모 진로지지 측정도구

격려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관련 모델링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로와 관

련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직업 모델이 되어주거나 또는 대리 경

험을 제공하는 요인이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 속에서 교육적, 

직업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의미한다. 도구적 조

력은 청소년의 진로관련 기술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지지를, 마지막으로 언어적 

격려는 청소년들의 교육적, 직업적 수행이 있을 시 부모가 보이는 칭찬 또는 격

려를 의미한다(최수미, 강유림, 2013). Turner et al(2003) 도구의 내적 일치

도 계수는 Cronbach’s α=.88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국내연구에서는 이상희(2009)가 사회적지지 척도와 구별되는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을 반영하고 타당화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 이

상희의 측정도구 하위요인은 정보적 지지, 대화적 지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

지, 경험적 지지로 구분되어 있다(허명선, 2017).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진로 

및 직업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적 지지는 자녀가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나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서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얻어지는 

지지를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관련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자녀의 진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얻어지는 지지

를 의미한다. 경제적 지지는 자녀가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감에 있어 수반되는 

학업이나 준비에 필요한 물질적이며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지를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직장 또는 직장 동료를 통해 경험을 제공해 주는 지지를 의미한다(최수미, 강유

림, 2013; 문은미, 이주희, 2011)(<표 Ⅱ-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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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 관계

가.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

1)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

Savickas(2012)의 진로적응력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진로상황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적절하게 자신을 능동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긍정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Savickas, 1997). 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를 가지며 의사결정 능

력이 저하되고, 정서적으로 우울, 소외감 등을 느끼고 행동적으로는 반응 행동비

율의 감소나 지속성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Seligman, 1975). 이는 학습된 무

기력의 부정적인 영향이 인지, 정서 행동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조

현재, 2016) 취업포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학습

된 무기력의 유사변인과 취업포부 및 유사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살펴

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2008)은 한국형 니트 중 내성적 위축형은 저학력과 내

성적 성격으로 인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후 체념의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보

이며 구직반경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 등으로 극단적으로 축소된 일정 

시간만을 일하고, 구직상의 애로가 커서 구직을 하고자하는 욕구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권재기, 김진호(2011)의 연구에서는 고교 3학년부터 

대학졸업에 이르는 5년간의 시기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유형

을 “결정혼란 집단”으로 구분하고 학습된 무기력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패경험을 통해 미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기대로 인해 새로운 학습을 방

해하고 행동을 포기하는 기능저하로 이어져 무기력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 요인 중 우울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 54 -

분석한 서영진(2014)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하는 우울함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욕구의 저하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취업욕구를 증진시키기 위

해서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무기력감과 원인을 해소하는 것은 취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의 관계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현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

시키고자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기질적인 구성개념의 개인차로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 태도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취업포부와 관련된 취업역량, 경력계

획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해 자기주도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취업역량을 분석한 이지혜, 남기범, 천성문(2017)은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

생들의 자기주도성이 취업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

다. 이는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율성이 높은 학생들이 취업준비행동, 취업정보탐

색을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전공에 대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확신

이 있고 구직기술도 잘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

하는 대학생의 진로과정을 연구한 최진영(2011)은 자기주도성이 높고 자신의 

전공에서 자신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자기입지 확고형” 대학생이 관련분

야로 취업해 사회진입을 목표할 때 입직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성이 취업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캐치해 증진하

는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뚜렷한 직업정체감을 얻는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자기주도성과 유사한 변인인 자기주도학습과 취업포부와 반대되는 변인인 취

업불안 및 취업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김진종(2012)의 연구에서는 자

기주도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불안이 감소하는 부적인 상관관계임이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했으나 수준이 낮아 명확한 구명이 필요하다. 이



- 55 -

들을 종합하면 스스로의 과업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취

업에 대한 욕구는 높고, 불안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고 직업교

육 위탁과정 학생 또한 자기주도성이 취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전공만족도와 취업포부의 관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자신이 소속한 전공

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산물로 전공에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미래 진로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결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공만족도와 취업

포부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공만족도의 유사변인인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 또는 흥미와 취업포부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우성, 나승일(2016)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취업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상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취업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취업지원프로

그램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또한 정재훈(2012)은 체육전공 고등학생

들에이 전공에서 느끼는 흥미가 진로결정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체육전공 고등학생의 특성상 체육교사로의 진출

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체육교사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이어서 미래 직업에 

대한 포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자경(2018)의 연구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수

준의 변인 중 전문교과 수업 흥미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취업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현진, 

이지혜(2012)의 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선택 결정

요인 다층분석에서 전공에 대한 흥미는 취업선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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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에게 전공만족도가 취업

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

부모 진로지지는 부모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지지 중 자녀가 진로 목표에 도

달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지지를 자녀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응원 및 지원을 해주는 부모 진로지지

와 취업포부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박자경(2018)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진로지지가 취업포

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했다. 다층분석을 실시한 이 연구

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양한 학생 수준 변인들 중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중요한 결과임을 시사했다. Brown & Lent(1996)는 부모의 지지 중에서

도 진로에 대한 지지는 자녀의 진로결정과 취업결정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진로에 대한 결정이 나아가 취업결정으로도 이

어지는 바를 시사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명훈(2015)과 임나영 외

(2016)도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확인되

었다. 이를 종합하면 부모의 기대이자 지지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고, 취업기대

수준 제고 및 조정함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진로의 한 부분인 취

업과 관련해서도 부모의 지지와 영향이 매우 큼을 알려주는 결과들이다. 

5)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

이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진로적응력과 종속변인인 취업포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

고자 하였다. 박정열, 손영미(2016)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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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향 받는 변인 관계 연구자

학습된 

무기력

→

취업포부 -
권재기, 김진호(2011); 서영진(2014); 

한국고용정보원(2008)

자기

주도성

→

취업포부
취업역량 + 이지혜 외(2017); 최진영(2011)

취업불안 - 김진종(2012)

전공

만족도

→

취업포부

취업능력 + 이우성, 나승일(2016)

전공흥미
+ 박자경(2018); 정재훈(2012)

x 장현진, 이지혜(2012)

부모 진로

지지

→

취업포부 +
Brown & Lent(1996); 박자경(2018); 

이명훈(2015); 임나영 외(2015)

진로

적응력

→

취업포부

재취업욕구 + 박정열, 손영미(2016)

구직효능감 + 강헌주, 정지수, 이주형(2016)

구직활동 + 최옥현, 김봉환(2006)

주) + : 변인 간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변인 간 부적인 관련이 있음

 ○ :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함

 X : 변인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

<표 Ⅱ-17> 독립변인과 취업포부의 관계 종합

로적응력이 재취업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진로적응성 지각

수준이 재취업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

로 최옥현, 김봉환(2006)은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은 개인이 진로결정수준이 높

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낙관적인 경향을 띄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적극적인 진로탐색과 진로결정수준은 진로 기회를 넓히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해 취업성공 가능성과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제시하였다. 

취업포부와 유사한 변인으로 볼 수 있는 구직효능감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분석한 강헌주, 정지수, 이주형(2016)의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진로적응력은 구직효능감과 취업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진로관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예측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또한 진로적응력은 취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를 종합하면 다음 <표 Ⅱ-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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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인 간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Savickas(2005; 2013)의 진

로구성이론 중 진로적응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로 진행되었다(Daniel et 

al, 2013; Guan et al, 2015; Han et al(2015); Hirschi et al(2014), 

Nilforooshan et al, 2016; Rossier et al, 2012; Zi chen, 2017). 이 연구들

은 대상의 개인적 특성과 맥락적 특성에 포함되는 기질, 상황 등을 적응 준비단

계로 선정하고, 이들이 진로적응력을 경유해 행동 및 심적인 변화인 적응반응으

로 이어지는 단계로 설계하여 이들의 영향력 및 경로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연

구자가 선정한 변인들의 관계가 구명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유사한 

변인으로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예측하였다. 

1)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가 진로적응력을 매개해 취업포부에 영

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해 

이와 유사한 변인인 신경증(neuroticism)을 적응준비로 선정하고 적응력을 거

쳐 적응반응에 이르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들의 관계를 예측하였다. 

Nilforooshan, P. & Salimi, S.(2016)은 적응준비에 성격인 personality를 

선정하고, 적응력을 거쳐 적응반응으로는 진로몰입을 선정해 이들의 관계를 확

인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이자 적응준비 단계인 성격 중 학습된 무기력과 

유사한 변인인 신경증(neuroticism)을 포함해 분석하였다. 신경증은 정서적 불

안정성으로 불안, 두려움, 우울, 죄책감 등 부정적 정서 등을 경험하는 성격으로 

정의되어 있다(김현정, 2006). Nilforooshan et al(201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경증과 진로몰입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완

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이 진로몰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적응력을 경유한 이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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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Rossier, J., Zecca, G., Stauffer, S, D., Maggiori, C. & Dauwaler, 

J.(2012)도 위의 연구와 유사하게 성격요인 중 신경증을 적응준비로 선정하고, 

적응력을 거쳐 직무몰입인 적응반응으로 이어지는 모형을 설정해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신경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 진로적응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개인의 부

정적인 기질 및 성격이 진로적응력을 경유해 적응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사

이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전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다룬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자기주도성 또는 유사한 변인을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들의 관계를 예측하였다. Daniel, S., Judith, V., Tamara, 

H. & Simone, K.(2013)는 자기주도성을 적응준비로 선정하고 적응반응인 경

력성공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자기주도성과 

경력 성공 하위요인인 승진 및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유의한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성공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자기주도성이 높으면 진로적응력이 높아지고, 

높아진 진로적응력은 경력성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또

한 Hirschi, A., Herrmann, A. & Keller, A, C.(2014)는 선제성(proactive)을 

적응준비로 선정하고, 진로적응력을 경유해 적응반응으로 설정한 진로설계, 진로

탐색,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개인특성으로 선

정한 선도성은 적응반응 중 진로설계, 진로탐색, 직업적 자기효능감 모두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특성이 반영된 

적응준비와 진로 관련 행동인 적응 반응에 있어 진로적응력이 부분적으로 매개

하는 관계임을 확인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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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공만족도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다룬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해 유사한 변인인 직업 동일시(professional identification)를 적응준

비 변인으로 선정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예측하였다. 직업동일시는 자신

이 속한 직업집단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동일시의 한 유형으로 자신의 직

업집단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거나 소속감을 가지는 것으로(하신영, 양혁승, 

2012) 학생의 위치에서는 전공이라는 부분을 집단으로 보고, 특정된 부분에 대

해 학습하는 부분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관계를 살펴보았다. Guan, Y., Yang, 

W., Zhou, X., Tian, Z. & Eves, A(2015)는 직업동일시를 적응준비에 선정하

고, 진로적응력을 거쳐 적응반응인 전략적 역량(strategic competence)의 관계

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는 직업동일시와 전략적 역량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동

일시는 직접적인 영향과 진로적응력을 경유한 간접적인 영향을 적응반응에 모두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다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 진로지지 및 유사한 변인을 적응준비에 선정해 진로적응모

형에 따라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들의 관계를 예측하였다. Chen, 

Zi(201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맥락변인인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

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진로적응력이 사회적 연결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부분매

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맥락적 변인이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

칠 때 진로적응력이 이를 효과적으로 증진시켜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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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응준비)
매개

(진로적응력)

종속

(적응 반응)
관계 연구자

학습된 

무기력

→

신경증
진로

적응력

→

진로몰입 완전매개
Nilforooshan et 

al(2016)

신경증 직무몰입 부분매개 Rossier et al(2012)

자기

주도성

→

주도성
진로

적응력

→

승진 완전매개
Daniel et al(2013)

직무만족 완전매개

선제성

진로설계 부분매개

Hirschi et al(2014)진로탐색 부분매개

직업적 자효감 부분매개

전공

만족도

→

직업동일시

진로

적응력

→

전략적 역량 부분매개 Guan et al(2015)

부모 

진로

지지

→

사회적 연결
진로

적응력

→

진로결정수준 부분매개 Zi Chen(2017)

사회적 지지 직무만족 부분매개 Han et al(2015)

사회적 지지 진로관심 매개없음 Creed et al(2008)

<표 Ⅱ-18> 독립변인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와 유사한 결과로 Han, H. & Rojewski, J, W.(2015)는 고졸취업자들을 대상

으로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모두 유의한 효과가 발생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Creed, P. A., Fallon, T. & Hood, M.(2008)의 연구에서

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적응력을 경유해 진로관심에 이르는 연구 모형을 설정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관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로적응력을 경유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앞에 제시한 결과와는 상이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진로적응모형을 기반으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

구들을 종합하면 아래 <표 Ⅱ-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모두 해외연구

로 국내에서는 진로적응모형에 기반한 연구 및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대부분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므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 대상에게 개인적, 맥

락적 변인을 적응준비 및 적응반응으로 다각적으로 선정해 진로적응모형을 검증

하고, 적응력의 역할을 시사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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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

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진로적응모형을 기반으

로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적응력과 취

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적응력은 이들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

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Ⅲ-1] 참고). 

[그림 Ⅲ-1] 연구모형 

주) 위탁과정 선택주체에 따라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통제변인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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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담부처 위탁기관
위탁과정 
이수자(명)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부 일반고 
위탁과정

산업정보학교 3,205

협력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244

지자체 설립·운영 150

한국폴리텍대학 873

공공기관 지정·운영 569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과정

대한상의(인력개발원) 544

전문대학 328

민간운영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학원)

7,206

합계 13,119

자료: 교육부. (2018). 2017학년도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현황(정보공
개). 재구성

<표 Ⅲ-1> 201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기관별 분포

2. 연구대상

가. 목표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으로 일반고등학교 2학년 학

생 중 대학진학을 원치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각 기관에서 요구하

는 입학절차를 거친 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원래 속한학교가 아

닌 위탁 교육기관으로 등교하여 1년간 전공교과 및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8년 2월에 졸업한 2017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공직업교육기관 졸업생과 민간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을 

포함해 총 13,119명이 2018년 2월에 위탁과정을 이수하였다(교육부, 2018)

(<표 Ⅲ-1> 참고). 이는 2018년 이수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9년에 졸업

하는 2018년 위탁기관 재학생은 이보다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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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인 이 연구의 모집단은 13,119명으로 규모가 

큰 모집단은 아니지만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가급적 많은 수의 표본을 

선정하는 표집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표집 방법이 비확률표집인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집 크기에 대한 통계적인 규칙이 제시되어있지 않고 일반화를 위

해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McMillan & 

Kozlowski, 2000). 또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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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뢰할 만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있다(류근관, 2005). 

이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구조방정식

과 같이 모집단에 따라 필요한 사례 수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다. 하지만 

독립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이 1:20 정도가 되면 예측의 검증력을 유지할 수 있

다(Tabachnick & Fidell, 1989). 따라서 모집단인 13,119명을 대상으로 이 비

율을 계산하면 약 656명의 표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례수가 너무 많

아질 경우, 통계적으로 변인 간의 중다상관이 과대평가 될 수 있어 실질적 효과

가 없는 독립변인이 효과를 갖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박은규, 2015). 이에 

이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300명 이상 656명 이하의 표본 크기가 권장되는 

것으로 보고 평균 회수율과 유효자료율 및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해 목표 표집수

를 400명으로 선정해 표본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한다. 

표집 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8,567명이며 그 외 비수도권은 4,552명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이 1일 시 비수도권은 0.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 것

으로 표집 수 400명을 기준으로 할 시 수도권에서 250명, 비수도권에서 150명

의 표집이 가능하다(<표 Ⅲ-2> 참고).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재학 중인 

연구대상의 비율을 표집 대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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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비율) 위탁기관 위탁과정 이수자(명)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수도권
(1)

서울 3,715

경기 4,021

인천 831

소계 8,567

비수도권
(.5)

부산 294

대구 576

광주 697

대전 394

울산 105

세종 23

강원 330

충북 310

충남 418

전북 265

전남 368

경북 340

경남 397

제주 35

소계 4,552

합계 13,119

자료: 교육부. (2018). 2017학년도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현황(정보공
개). 재구성

<표 Ⅲ-2> 2017학년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 지역별 분포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를 기관별 분포로 살펴보면 직업전문학교와 

기술계학원이 포함된 민간운영 훈련기관에서 7,206명(약 55%)이 이수해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산업정보학교로 3,205명이(약 

24%) 이수하였고, 폴리텍 대학,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 인력개발원 등이 포함

된 공공직업훈련기관에는 2,380명이(약 18%) 이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문

대학에는 328명(약 3%)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1:0.4:0.3:0.05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율을 바탕

으로 비율표집을 실시할 시 산업정보학교,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 학원에 편중

되는 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어 기관별 표집인원을 일치시키고자 비비율층화표집 

방법을 사용해 아래 <표 Ⅲ-3>과 같이 표집 대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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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비율)
표집기관

이수자 
비율

표집인원
(명)

표집대상
기관 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재학생

수도권
(1)

직업전문학교(민간)
1

50 1

기술계학원(민간) 50 1

산업정보학교 0.45 50 1

공공직업 훈련기관 0.37 50 1

전문대학(민간) 0.05 50 1

소계 250 5

비수도권
(.5)

직업전문학교(민간)
1

30 1

기술계학원(민간) 30 1

산업정보학교 0.45 30 1

공공직업 훈련기관 0.37 30 1

전문대학(민간) 0.05 30 1

소계 150 5

합계 400 10

주) 정보공개요청 자료에서(교육부, 2018) 가장 다수의 학생이 재학 중인 민간운영 교육기
관(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학원)의 총 학생 수만 제시가 되어 이를 1로 기준으로 함

<표 Ⅲ-3> 모집단 비비율 층화표집 대상 선정 방법

3.조사 도구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한다. 질문지

는 개인의 생각, 태도, 감정 등에 관한 관찰하기 힘든 구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박도순, 2004). 질문

지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변인들로 구성되어 취업포부,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

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인구통

계학적 특성 문항으로는 성별, 위탁과정 선택 주체 및 위탁과정 교육기관을 포

함하였다. 모든 응답양식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해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조사도구 구성은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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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도구 문항 수

종속변인 취업포부 Ⅰ - 취업에 대한 의지 문항 9

독립변인

학습된 무기력 Ⅱ - 심리적인 어려움 관련 문항 28

자기주도성 Ⅲ - 주도성 관련 문항 10

전공만족도 Ⅳ - 전공만족 문항 18

부모 진로지지 Ⅴ - 부모님의 관심 문항 14

매개변인 진로적응력 Ⅵ - 진로관련 문항 24

개인특성변인
성별, 선택 주체,

기관유형
Ⅶ - 일반적인 사항 3

합계 106

<표 Ⅲ-4>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도구를 구성함에 있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맥락에 가장 적

합하도록 문항을 수정 및 제거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수

정한 도구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증을 거쳤다. 내용타당

도 검토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한 교수 1명, 

박사수료 2명에게 요청하였으며 조사도구와 관련된 의견을 반영해 문항 및 응답

양식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내용으로는 먼저 측정도구마다 다른 Likert 척도의 응답양식을 1점 전

혀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모두 일관되게 수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측정도구의 문항을 

학생들의 이해가 용이하게 수정함에 있어 원 도구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지와 

조작적 정의에 적합하게 문항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학생이 이해하기에 어려움

이 없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3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 검증과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문항에서 오해의 소지 또는 혼

란스러운 문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후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내적 일

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검사도구 전체의 신뢰도 수준을 확

인하고 하위요인이 있는 변인은 요인별로 신뢰도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항

을 수정 또는 제거한 진로적응력, 부모 진로지지 및 취업포부 측정 도구들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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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발생 문항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AVE)문항 유의확률
표준요인
적재값

취업포부 9 0.054 .213 0.934 0.616

진로적응력 - - - 0.897 0.595

부모
진로지지

- - - 0.862 0.653

<표 Ⅲ-5> 측정도구의 예비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해 표준적재치, 개념신뢰도 및 분산추출지수를 확

인하였다(<표 Ⅲ-5> 참고). 진로적응력의 경우 다수의 문항을 수정하였으나 모

든 문항에서 내적일관성이 확인 되었으며, 부모 진로지지 또한 내적일관성이 확

인 되었다. 하지만 취업포부의 경우 역문항인 9번의 표준적재치가 .213으로 .5

보다 낮고 유의확률은 0.054로 신뢰구간인 0.05를 벗어나 이를 제거하기로 결

정하였다. 9번 문항을 제거한 이후 개념신뢰도는 0.934로, 분산추출지수는 

0.616으로 나타나 사용하기에 적절한 도구로 판단되었다.

취업포부, 진로적응력, 부모 진로지지 측정도구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

일차원성이 확인된 요인들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에 활용된 

352명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6>과 같다.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형추정을 위해 측정변수가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맞

게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취업포부의 확인

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면 GFI, TLI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CFI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은 CFI, RMSEA는 적합하고 

GFI, TLI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 진로지지의 CFI, TLI, 

RMSEA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FI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 활용된 도구 모두 학생들의 응답 측정에 적합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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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χ² df GFI CFI TLI RMSEA

취업포부 239.343 27 .855 .902 .869 .150

진로
적응력

관심

656.270 246 .862 .907 .874 .069
통제
호기심

자신감

부모 
진로
지지

대화적

322.357 71 .869 .924 .903 .100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표 Ⅲ-6> 측정도구의 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가. 취업포부

취업포부 수준 측정을 위한 도구는 이선민(1994)이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

업포부 수준을 확인하는 11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취업포부 단일 요인이며 문항

을 통해 질문하는 사항들로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의 뚜렷함, 취업 계획의 구체성, 취업 문제해결 각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

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해 취업포부 수준을 확인한 박자

경(20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값은 .826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도구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자는 이 도구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맥락에 적절하도록 6번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확인적 신뢰도분석에서 표준적재치가 낮은 9번 문항을 삭

제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취업포부의 신뢰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895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의 Cronbach’s α값은 .870

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참고). 

구분 문항번호
Cronbach’s α

예비조사(n=49) 본조사(n=352)

취업포부 1-9 .895 .870

<표 Ⅲ-7> 취업포부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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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적응력

이 연구에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의 진로적응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Career Adapt-Abilities Scale(이

하 CAAS)를 Tak(2012)이 한국의 맥락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정지은(2013)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되었으

나, 정지은(2013)이 기존의 도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 문구를 수정하여 사

용하였기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

였으며, 연구자가 위탁과정 학생의 맥락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 도구는 4개 하위요인 별로 각각 6문항씩 총 24개 5점 Likert 응답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적응력의 4개 하위요소로는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

기심, 진로자신감으로, 진로관심은 자신의 미래진로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진로통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통제감

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 진로호기심은 미래에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진로자신감은 진로목표를 실현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한다(윤석은, 2017). 응답한 값의 합산 값이 높을수록 진로적

응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조사 결과, 진로적응력의 Cronbach’s α값은 .949로 높은 내적 일치도 

수준이 확인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는 진로관심(.868), 진로통제(.843), 진

로호기심(.894), 진로자신감(.894)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본 조사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은 .926

으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표 Ⅲ-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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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Cronbach’s α

예비조사(n=49) 본조사(n=352)

진로관심 1-6 .868 .839

진로통제 7-12 .843 .806

진로호기심 13-18 .777 .784

진로자신감 19-24 .894 .869

진로적응력(24개 문항) .949 .926

<표 Ⅲ-8> 진로적응력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다.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의 측정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신기명(1990)이 개발하고, 김아

영, 주지은(1999)이 수정 보완한 것을 배정희(2008)가 요인 분석하여 보완·

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배정희는 기존의 도구가 7개 하위요인 총 45문항으

로 구성된 것을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요인 28개 문항으로 축소하였다. 하위요

인은 자신감 결여(9문항), 우울(8문항), 수동성(6문항) 및 지속성 결여(5문항)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응답방식도 기존에는 6점 Likert 척도였던 것을 5점 척

도로 수정하였으며 21번, 23번 문항은 수동성 하위요인에 속하는 역채점 문항

이다. 이 도구에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응답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학습된 무기력 

조사도구의 신뢰도 수준을 확인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학습된 무기력 조사도구 

전체의 Cronbach’s α값은 .959로 높은 내적 일치도 수준이 확인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는 자신감 결여(.940), 우울(.922), 수동성(.829), 지속성 결여

(.828)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조사의 

Cronbach’s α값은 .941로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표 Ⅲ-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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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Cronbach’s α

예비조사(n=49_ 본조사(n=352)

자신감 결여 1-9 .940 .936

우울 10-17 .922 .941

수동성* 18-23 .829 .722

지속성 결여 24-28 .828 .842

학습된 무기력(28개 문항) .959 .941

주) 수동성 중 21, 23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

<표 Ⅲ-9> 학습된 무기력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라. 자기주도성

이 연구에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teman & Crant(1993)가 17문항으로 개발한 Proactive Personality 

Scale(이하 PPS)을 Seibert, Crant & Kraimer(1999)가 10개 문항으로 수정 

및 단축하고, 황애영, 탁진국(2011)이 국내 맥락에 맞게 번안한 도구를 연구자

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문항을 수정해 사용

하였다. PPS는 자기주도성 단일 하위요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일

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자기주도성의 신

뢰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자기주도성의 Cronbach’s α값은 .896으로 높은 신

뢰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886으로 높은 신뢰도 수

준이 확인되었다(<표 Ⅲ-10> 참고).

구분 문항번호
Cronbach’s α

예비조사(n=49) 본조사(n=352)

자기주도성(10문항) 1-10 .896 .886

<표 Ⅲ-10> 자기주도성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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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측정을 위한 도구는 하혜숙(2000)이 작성한 24개 문항의 학과만

족 도구 중 이동재(2004)가 전공만족에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것

을 수정·보완해 사용하고자 한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구분은 4요인으로 구

성되어있다. 이 연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요인은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의 응답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전공만족도의 신

뢰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전공만족도 전체의 Cronbach’s α값은 .948로 높은 

문항 내적일치도가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별로는 일반만족(.940), 인식만족

(.805), 교과만족(.794), 관계만족(.902)으로 나타나 하위요인 모두 양호한 신

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도구를 사용한 본 조사의 Cronbach’s 

α값은 .949로 나타나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표 Ⅲ-11> 참고).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예비조사(n=49) 본조사(n=352)

일반만족 1-6 .940 .915

인식만족 7-12 .805 .862

교과만족 13-15 .794 .846

관계만족 16-18 .902 .848

전공만족도 전체(18 문항) .948 .949

<표 Ⅲ-11> 전공만족도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바. 부모 진로지지

이 연구에서 부모 진로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김판수(2014)가 자신의 연구대상인 고등학생의 맥락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 5개 요인별로 4개 문항씩 총 20개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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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한 점수

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인식한 부모 진

로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하위 요인 

별 신뢰도는 정보적지지(.808), 대화적지지(.863), 정서적지지(.853), 경제적지

지(.763), 경험적지지(.816)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이 되었으며, 전체

는 .923으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에게도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에게 부적합한 도구들로 판단되는 문항의 경우 

삭제를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험적 지지의 경우 다른 요인과는 달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판수, 2013), 

진로준비노력(임수진, 2012), 진로결정수준(이주희, 문은미, 2011) 등 진로관

련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하위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은 이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로 부모가 제공하는 경험

에 따라 위탁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으로 수정 및 결정한 문항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에게 예비조

사를 실시해 신뢰도 수준을 확인한 결과 부모 진로지지 전체 Cronbach’s α값

은 .943으로 높은 문항 내적일치도가 확인되었다. 각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지

지(.885), 정보적지지(.891), 대화적지지(.878), 경제적지지(.855)로 나타나 하

위요인 모두 양호한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 도구를 사용한 본조사의 

Cronbach’s α값은 .939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표 Ⅲ-12> 참고). 

부모지지 하위요인 문항번호
Cronbach’s α

예비조사(n=49) 본조사(n=352)

정서적 지지 3, 6, 10, 12 .885 .870

정보적 지지 8, 11, 13 .891 .844

대화적 지지 1, 2, 7, 9 .878 .889

경제적 지지 4, 5, 14 .855 .816

부모 진로지지 전체(14문항) .943 .939

<표 Ⅲ-12> 부모 진로지지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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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우편발송 및 방문전달, 전자 우편 발송, 설문지 수거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였다. 먼저 무선 표집된 위탁기관과 전화 연락을 통해 협력 

교사 1인을 확보하고, 협력교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협조 안내, 

표집대상, 설문 기간, 설문 방법에 대한 안내 내용을 보내 설문조사의 동의를 구

하였다. 표집대상 선정은 2017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자를 전체 모

집단으로 선정하여 목표 표집수를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반영한 

층화표집을 사용하였으며, 기관별로 이수자 차이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비비율

층화표집 방법을 활용해 기관별로 동일한 표집을 실시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회수된 예비조사 자료 중,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 응답을 제외한 최종 49부를 예

비조사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및 보

완한 후, 목표 모집수를 400부로 하여 10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12개 기관의 협력자를 확부한 후 기관 당 30부에서 50부의 설문을 요청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총 386(96.5%)건이 회수되

었다. 그 중 불성실 응답과 이상치 응답을 제외한 최종 352부(88.0%)를 유효 

설문자료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for Windows를 활용해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기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t-검

증 및 ANOVA, 그리고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Hayes(2013)

가 개발한 SPSS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활용하였으며, 확인

적 요인분석이 필요한 도구들은 Amos 21.0 for Windows를 활용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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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통계방법
연구문제 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은 어떠한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인구통계학 변인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성별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과정 선택주체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2-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과정 기관 유형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t 검정, F 검정

연구문제 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는 어떠한가?

3-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4.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부모 진로지지가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5.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문제 4.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1.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4-4.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Process macro를 
활용한 회귀분석

<표 Ⅲ-13>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

문제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은 <표 Ⅲ-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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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별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

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

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 기

술통계를 활용하였고,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취업포

부와 진로적응력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변인들의 관계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해 분

석하였다. 이 때, 먼저 분석한 상관관계의 측정은 피어슨 상관계수(r)를 활용하고,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해석하였다(<표 Ⅲ-14> 참고). 

r 상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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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어슨 상관계수의 상관정도 판단기준

이어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

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각 독립변인들의 순수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 변인 중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위탁과정 선택주

체를 1단계에 투입하고, 나머지 독립변인을 2단계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4번에 해당하는 모형으로 제시한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를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에 주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절

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으나(이현응, 2014), 이 방법은 각 

변인들을 통해 직접 도출된 간접효과가 아니라 다른 수치를 산출해 통계적 유의

성을 절차대로 검증하는 방법이므로 심각한 통계적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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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Hayes, 2013). 

그러나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은 효과 크기의 추정이나 가설 검증을 위

한 비모수적 접근으로 직접 도출된 간접효과의 확인이 가능하고, 변인의 분포나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Preacher & Hayes, 2004; 김선근, 2017 재인용).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인 간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4(단순 매개모형)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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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응답한 총 

학생 수는 352명으로 그 중 남학생이 231명으로 65.6%, 여학생이 121명으로 

34.4%의 비율로 나타났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선택주체는 본인이 270

명으로 76.7%, 부모, 교사 또는 친구 등 타인의 권유로 선택한 학생이 82명으

로 23.3%의 비율로 나타나 본인 스스로 위탁과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현저히 높

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소속된 위탁기관의 수치는 산업정보학교가 67명, 

전문대학이 69명,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71명, 직업전문학교 73명, 기술계학원

이 72명으로 표집이 되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31 65.6

여 121 34.4

소계 352 100%

위탁과정 
선택주체

본인 선택 270 76.7

타인의 권유로 선택 82 23.3

소계 352 100%

위탁기관 유형

산업정보학교 67 19.0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71 20.2

전문대학교 69 19.6

직업전문학교 73 20.7

기술계학원 72 20.5

소계 352 1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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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

가. 취업포부, 진로적응력,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의 수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총 352명이 응답한 취업포부, 진로적응력, 학

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 수치를 종합하면 아래 

<표 Ⅳ-2>와 같다. 취업포부의 5점 평균은 3.45점, 표준편차는 6.03, 최솟값은 

10점, 최댓값은 45점으로 반응가능 범위는 9~45점이다. 진로적응력의 5점 평

균은 3.83점, 표준 편차는 14.18, 최솟값은 49점, 최댓값은 120점으로 반응가

능 범위는 24~120점이다. 하위요인의 5점 평균은 진로관심이 3.96, 진로통제

가 3.86, 진로자신감이 3.76, 진로호기심은 3.74로 나타났다.

학습된 무기력의 5점 평균은 2.52점, 표준 편차는 19.50, 최솟값은 36점, 최

댓값은 128점으로 반응가능 범위는 28~140점이다. 하위요인의 5점 평균은 자

신감 결여가 2.28, 우울이 2.47, 수동성은 2.82, 지속성 결여는 2.69로 나타났

다. 자기주도성 평균은 3.45점, 표준 편차는 5.74, 최솟값은 19점, 최댓값은 50

점으로 반응가능 범위는 10~50점이다. 

전공만족도의 5점 평균은 3.83점, 표준 편차는 12.28, 최솟값은 19점, 최댓

값은 90점으로 반응가능 범위는 18~90점이다. 하위요인의 5점 평균은 일반만

족이 3.86, 인식만족이 3.78, 교과만족은 3.78, 관계만족은 3.9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 진로지지의 5점 평균은 3.72점, 표준 편차는 10.65, 최솟값은 

16점, 최댓값은 70점으로 반응가능 범위는 14~70점이다. 하위요인의 5점 평균

은 정서적 지지가 3.79, 정보적 지지가 3.80, 대화적 지지가 3.51, 경제적 지지

는 3.7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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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취업포부 9 3.45 6.03 10 45

진로적응력 24 3.83 14.18 49 120

진로관심 6 3.96 3.68 12 30

진로통제 6 3.86 3.62 12 30

진로자신감 6 3.76 3.31 14 30

진로호기심 6 3.74 3.57 11 30

학습된 무기력 28 2.52 19.50 36 128

자신감 결여 9 2.28 8.33 8 45

우울 8 2.47 8.05 8 40

수동성 6 2.82 2.37 10 25

지속성 결여 5 2.69 4.03 5 25

자기주도성 10 3.45 5.74 19 50

전공만족도 18 3.83 12.28 19 90

일반만족 6 3.86 4.66 6 30

인식만족 6 3.78 4.62 7 30

교과만족 3 3.78 2.32 3 15

관계만족 3 3.90 2.43 3 15

부모 진로지지 14 3.72 10.65 16 70

정서적 지지 4 3.79 3.43 4 20

정보적 지지 4 3.80 3.36 4 20

대화적 지지 3 3.51 2.83 3 15

경제적 지지 3 3.70 2.66 3 15

<표 Ⅳ-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변인 별 수준

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 분석

1) 성별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인식한 취업포부와 진로적응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남학생의 취업포부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3.43점, 여학생은 3.48점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t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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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취업포부
남 231 3.43 .67

-.654
여 121 3.48 .64

<표 Ⅳ-3> 성별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

2) 위탁과정 선택주체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인식한 취업포부와 진로적응력이 위탁과

정 선택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인이 위탁과

정을 선택한 학생들의 취업포부 5점 환산 평균점수는 3.50점, 타인의 권유로 위

탁과정을 선택한 학생의 취업포부 5점 환산 평균 점수는 3.27점으로 나타나 선

택주체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검정 결

과 위탁과정 선택주체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

출되었다(<표 Ⅳ-4> 참고). 따라서 위탁과정으로의 선택을 본인이 하였을 때 

취업포부를 더 높게 인식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이 확인되었다.

변인 선택주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취업포부
본인선택 270 3.50 .65

2.90**

타인권유 82 3.27 .66

주) **p<.01, *p<.05

<표 Ⅳ-4> 위탁과정 선택 주체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

3) 위탁과정 기관 유형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인식한 취업포부가 직업교육 위탁기관 유

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응답

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기관 유형은 총 다섯 가지로 산업정보학교, 공공직업능

력 훈련기관, 전문대학교,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학원으로 구분하였다. 

아래 <표 Ⅳ-5>와 같이 기관 유형별 취업포부의 평균 점수를 높은 순서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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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산업정보학교가 3.51, 직업전문학교가 3.49, 기술계학원이 3.48, 전문대학

교가 3.47, 마지막으로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이 3.30로 기관별로 근소한 점수 

차가 나타났다. F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관유형의 동질성이 검증되었으나 기관 유

형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기관 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
차

F

취업
포부

산업정보학교 67 3.51 .68

1.144

전문대학교 69 3.47 .61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71 3.30 .62

직업전문학교 73 3.49 .65

기술계학원 72 3.48 .72

<표 Ⅳ-5> 위탁기관 유형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

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영향관계

가.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적응력에 대하여 학습된 무기력, 자기

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에 앞서 먼저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

으로는 종속변수가 양수일 것,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할 것, 잔차의 등분산성, 선

형성, 상호독립성의 만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로 정규분포 가정을 정규확률도표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 모형은 

아래 [그림 Ⅳ-1]과 같이 응답치의 분포가 정규성 선상에 유사하게 위치하고 

있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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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취업포부의 정규성 검증(P-P plot) 

다음으로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인하고자 Durbin-Watson의 통계값을 

활용하였다. 이 통계값은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4에 가까울수록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2에 가까울수록 상호 독립적인 변인들로 구

성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Watson값이 2.042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상호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필요이상 높을 시 중복된 설명력을 가지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져 회귀계

수의 비교가 불가능해진다(최동선, 2003). 또한 변인의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설명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연구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함에 사용한 통계적 분석은 공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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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였다. 

공차한계는 0.1보다 크고 1.0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의미하고, 10 

이상이 될 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홍석, 2014). 변량팽창계

수 또한 1.0에 접근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박은규, 2015).

이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

모 진로지지와 매개변인인 진로적응력의 다중공선성은 결과는 아래 <표 Ⅳ-6>

과 같이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0.423~0.735로, 변량팽창계수는 1.360~2.365

로 나타나 모두 1에 근접하고 10이상인 수치가 없어 연구자가 선정한 독립변인

과 매개변인은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학습된 무기력 .747 1.338

자기주도성 .510 1.962

전공만족도 .723 1.383

부모 진로지지 .733 1.365

진로적응력 .423 2.366

<표 Ⅳ-6> 취업포부 관련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

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상관관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

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의 상관관계는 <표 Ⅳ-7>과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취업포부와 독립변인인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

도 및 부모지지와 매개변인인 진로적응력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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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취업포부 1

2. 진로적응력 .631** 1

3. 학습된 무기력 -.323* -.415* 1

4. 자기주도성 .545* .660* -.237* 1

5. 전공만족도 .406* .430* -.321* .240* 1

6. 부모 진로지지 .407* .413* -.350* .370* .302* 1

7. 성별 .035 .049 .044 -.129* .093 -.005 1

8. 위탁과정 선택주체 -.153* -.142* .018 -.087 -.175* -.009 -.031 1

9. 위탁과정 기관유형 -.010 .032 -.004 .000 .147* -.018 .056 .056 1

**p<.01

<표 Ⅳ-7> 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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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관관계 수치를 살펴보면 진로적응력(r=.632)과 자기주도성(r=.545)은 

취업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

으로는 부모 진로지지(r=.407), 전공만족도(r=.406)가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

타났으며, 학습된 무기력(r=-.323)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관계인 진로적응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포부 수준이 증가하고, 학습된 무기력은 

낮을수록 취업포부가 증가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위탁과정 선택주체, 위탁과정 기관 유형과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성별은 자기주도성에만 유의한 상관관계

를, 위탁과정 선택주체는 취업포부와 진로적응력 및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마지막으로 위탁과정 기관유형은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

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

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

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위탁과정 선

택주체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매개변인을 포함한 총 5개의 독립변인을 

함께 투입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모형 1과 같이 통제변인인 위탁과정 선택주체가 취업포부에 미치는 설명력은 

15.3%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8.4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다음으로 통제변인과 함께 독립변인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회귀

모형의 F값은 50.99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인 것으로(p<.001) 

확인되었다. 



- 90 -

구분
취업포부(β)

모형 1 모형 2

통제변인
위탁과정 
선택주체1 -.153** -.058

독립변인

학습된 무기력

-

-.035

자기주도성 .221**

전공만족도 .145*

부모 진로지지 .125*

진로적응력 .349**

R2(Radj
2) .023(.021) .470(.461)

△R2 .023 .447

F 8.410** 50.998**

주) **p<.01, *p<.05

주1) 위탁과정 선택주체는 본인선택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변환함

<표 Ⅳ-8> 취업포부와 관련 변인들과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 2의 설명력은 47%로 모형 1에 비해 4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대해 4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

된 무기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가 큰 순서대로 살펴보

면 진로적응력이 β=.349(p<.001), 자기주도성이 β=.221(p<.001), 전공만족

도가 β=.145(p<.05)로, 마지막으로 부모 진로지지가 β= .125(p<0.05)로 나

타나 모두 취업포부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에 학습된 무기력은 부적인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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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관련변인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단순매개모형)를 활용해 진로적응력을 매개변인으로, 

취업포부를 종속변인으로 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학습된 무기

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로 네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다

중 X변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개별 X만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해 매개분석을 4회 

실시할 경우 다른 독립변수들이 가지는 설명력을 제외한 상태에서 X의 직접효과

와 간접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과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된

다(이은표, 김진모, 201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일 모형에 다중의 독립변인(X)

를 포함해 개별 독립변수에 고유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PROCESS macro에서 다중 X변수를 이용한 매개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학습

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선정하

고 독립변인이 아닌 나머지 X와 위탁과정 선택주체를 통제변수(covariates)로 

설정하여 단일 모형에서의 경로계수와 각 모형별 X의 총효과(c), 직접효과(c'), 

간접효과(ab)를 산출하였다. 도출한 효과의 크기는 부트스트랩의 95% 신뢰구간

에 해당하는 LLCI과 ULCI 수치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표 Ⅳ-9> 참고).

모
형

모형1: 진로적응력 모형2: 취업포부
coeff se LLCI ULCI coef se LLCI ULCI

X1 -.138** .029 -.194 -.082 -.033 .043 -.116 .051

X2 .464** .034 .397 .532 .259* .061 .134 .375

X3 .151** .029 .094 .208 .140* .044 .054 .225

X4 .058* .027 .005 .111 .108* .039 .031 .185

R .7490 .6856

<표 Ⅳ-9> PROCESS MACRO를 활용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유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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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선정한 모형에서 취업포부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와 진로적응력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의 결과 값은 아래 <표 Ⅳ-10>과 같다.

모형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학습된 무기력
(완전매개)

-.0964* -.0328 -.0636*

(-.1811, -.0117) (-.1164, .0508) (-.1027, -.0305)

자기주도성
(부분매개)

.4680* .2548* .2133*

(.3658, .5702) (.1341, .3754) (.1284, .3079)

전공만족도
(부분매개)

.2089* .1397* .0692*

(.1226, .2953) (.0542, .2253) (.0337, .1148)

부모 진로지지
(부분매개)

.1345* .1079* .0266*

(.0545, .2144) (.0311, .1847) (-.0002, .0865)

주) **p<.01, *p<.05

<표 Ⅳ-10>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분석의 결과를 각 모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학습된 무기력의 직접효과(c'= 

032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나(p>0.05), 총효과(c= 

-.0964)와 간접효과(ab= -.0636)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된 무기

력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기주도성의 경우에는 총 효과(c= .4680)와 직접효과(c'= .2548), 

그리고 간접효과(ab= .2133)까지 취업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도출되었다. 이는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은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도 진로적응력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의 관계에서 총 효과(c= .2089), 직접효과(c'= .1397), 

간접효과(ab= .069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p<0.05)가 도출되었다. 또

한 부모 진로지지도 총 효과(c)는 .1345로, 직접효과(c')는 .1079로, 간접효과

(ab)는 .0266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진로적응력이 부분매개



- 93 -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 Ⅳ-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Ⅳ-2]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4.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

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직업교육을 학습 중인 학생들의 취업포부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그리고 진로적응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직업교육 정책과 차원에서 어떠한 처치

가 선행되어야하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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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

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습된 무기력 전체의 5점 환산 평균은 2.52점으로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는 

수동성이 2.82, 지속성 결여가 2.69, 우울이 2.47, 자신감 결여가 2.28로 모두 

보통보다 낮은 2점대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성은 3.45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강수운, 2011; 기우태, 1995; 이

무용, 1999; 우지향 외, 2016) 제시한 적응에 실패한 경험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시각과 수동적인 태도,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이 가득하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위탁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원적교에서 경험

한 학업 및 적응의 실패로 인한 무기력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자신이 겪는 문제

들을 바꿀 수 없다고 느끼기보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자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만족도는 3.83점으로 대체로 높음에 가까운 결과로 나타났다. 이

를 하위요인 별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관계만족(3.90), 일반만족(3.86), 인식만

족(3.78) 그리고 교과만족(3.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과정 학생들이 위탁

과정 전공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으며(신훈희, 2015), 자신이 선택한 전공

의 교과에 만족하고 있고, 위탁과정에서의 생활과 학습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인식만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

들에서 밝혀진 전공에 대한 불만족(우지향 외, 2016; 여승환, 2017; 최대호, 

1997)의 연구와는 상이하지만 만족하는 연구(나춘성, 1998; 박신영, 2004; 배눈

희, 2018; 정한상, 2013)와는 일치하는 결과임이 확인되었으며 타인이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져 불리한 조건으로 인식한 연구와는 상반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노미순, 1998; 손준종, 2010; 여승환, 2017).

다음으로 부모 진로지지는 3.72점으로 하위요인 별 평균 점수는 정서적지지

(3.80), 대화적지지(3.79), 경제적지지(3.70), 정보적지지(3.51)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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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적으로 그렇다.인 4점에 가까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

탁과정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응원과 관심, 정서적으로 의지

하고 도움이 되는 경험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위탁과정 학생들이 부모와 긍정

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이기완(2005)이 제시한 자

녀들이 진로 탐색 시 학부모의 기대와 영향을 고려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부

분이며, 선행연구에서 밝힌 위탁과정 학생과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

과(강수운, 2011; 김정애, 2017; 이창섭, 1994)와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로적응력은 3.83점으로 4점에 가까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

로는 진로관심(3.96), 진로통제(3.86), 진로자신감(3.76), 진로호기심(3.74)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적으로 4점에 더 가까운 높은 수준의 점수로 일반고 직

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다가올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존

과는 다른 자신의 진로에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

신감을 보이며 자신의 진로는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으로 이뤄낼 수 있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위탁과정 학생들이 일반고에 머물기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표를 향한 자신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의 합리적인 고민 후 위탁과정을 선택했다는 연구(고미애, 2011; 김범석, 손

준종, 2015; 김정애, 2017; 김혜영, 2017; 이무용, 1999)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포부는 3.45점으로 보통보다는 다소 높지만 보통 수준에 가까

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탁과정을 이수한 후 동일 전공계열 전문대학으로 진

학하거나(김미영, 1992; 윤경숙 외, 2011; 신훈희, 2015; 이종석, 1999), 취업

을 목표로 하는(경기도교육청, 2016; 이경수, 2015; 김정애, 2017) 갈림길에서 

뚜렷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김인종, 2017; 김혜영, 2017;)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취지는 과정 이수 후 바로 산업현장에서 기

술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는 취업이 목적이므로(교육부, 2016) 위탁과정을 전담하

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취지에 적합한 위탁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

게는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진출과 위탁과정에 보다 몰입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취업포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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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선정한 성별, 위탁

과정 선택주체, 위탁과정 기관 유형에 따른 취업포부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위탁과정 선택주체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들이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 본인이 결정한 학생과(고미애, 2011; 김미영, 

1992; 김정애, 2017; 최장수, 2003) 타인의 권유에 따라 뚜렷한 목적없이 결

정한 학생(박신영, 2004; 여성환, 2017; 이경수, 2015)들이 혼재되어 있고, 이 

결정에 따라 취업포부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이 연구의 응답자 352명 중 272명(76.6%)이 자신이 

선택한 학생들로 자신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목적으로 위탁과정을 스스로 결정하

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이 위탁과정과 관련

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방안과 자세한 안내를 제시해야한다.

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

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영향관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인식한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

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일

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성별, 위탁과정 선택주체, 위탁과정 기관유형 중 

유의한 상관관계임이 나타나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위탁과정 

선택주체를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2단계에서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

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

기력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 -.03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취업욕구를 저하한다는 연구결과(서영

진, 2014),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알지 못한다는 결

과(권재기, 김진호. 2011) 그리고 내성적 성격으로 실패경험을 한 후 구직욕구

가 저조한 결과(한국고용정보원, 2008)와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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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동성, 위축감 등이 포함된 학습된 무기력이 취업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므로 진로적응력을 매개하여 취업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 매개분석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

향력은 = .22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관계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인 위탁과정에서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취업포부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지혜 외(2017)와 최진영(2011)이 제시한 

자신의 과업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자신의 취업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취업포부가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김진종(2012)

이 제시한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취업불안이 낮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공만족도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 

.145)임이 나타났다. 즉,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위탁기관에서 학습

하고 있는 자신의 전공분야와 교사와의 관계, 위탁과정 자체에 대해 만족할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인 취업포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정재훈

(2012)이 도출한 학교생활만족이 취업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전공교과에 대한 흥미가 취업포부로 이어진다는 결과(박자경, 2018; 

이우성, 나승일, 2016)를 지지한다.

넷째,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 또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임이 확인되

었다(= .125). 부모가 위탁과정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감정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취업포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이는 박자경(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진로결정의 일환으로 바라볼 때 부모 진로지지가 진로결정과 취업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명훈, 2015; 임나영, 2016; Brown & 

Lent, 1996) 또한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적응력 또한 취업포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349) 여러 변인 중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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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 결과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

과 함께, 자신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통제력을 갖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높게 인식하는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와 그에 필요

한 준비를 보다 잘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진로적응력이 재취업

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박정열, 손영미(2016)의 연구결과와 진

로적응력이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강헌주 외(2016)의 

결과, 그리고 구직활동과의 유의한 관계를 확인한 최옥현 외(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위탁과정 이수와 동시에 취업을 유도해야하는 이 학생들에게

는 자신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 자신이 처한 진로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인 진로적응력을 함양 및 제고해야함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하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취업포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있어 스스로가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 개발 및 학습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격려해야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 수 있도록 위탁과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도록 유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

는 가정에서 학생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

어야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적응력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함양해야할 역량 등에 대한 조

언 및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

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첫째, 학습된 무기력은 취업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진로

적응력을 경유하여 취업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b= -.0636). 이 결과는 Nilforooshan et al(2016)의 연구

와 일치하고, Rossier et al(201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즉,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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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또는 좌절 등으로 인한 무기력이 취업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으나 무기력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을 낮추고, 낮아진 진로적응력은 다시 취업

포부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된 무기력이 취업포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을 위탁과정 학생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적절한 준비

가 선행되어야 취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학생들은 실패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

한 고민과 불안이 앞서는 상태이다. 따라서 먼저 진로의 불안정과 같은 두려움

을 낮춰주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취업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자기주도성과 취업포부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진로적응력

을 경유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 .2133). 이는 Hirschi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Daniel et 

al(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자기주도성은 취업포부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쳐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

이 높아지고, 높아진 진로적응력은 다시 취업포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탁과정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태도는 진로에 대한 관심과 통제, 

호기심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진로에 대한 준비는 결국 취업에 대한 욕구로 확장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위탁과정을 선택한 계기와 참여하게 된 경로는 모두가 

다를지라도 짧게는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한발 나아가서는 취업에 대해 자주적

인 태도를 지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공만족도 또한 취업포부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진로적응력을 경유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인 것으로 나타

났다(ab= .0692). 이는 Guan et al(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위탁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위탁과정이 갖는 타인의 인식과 교사와의 관

계,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

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등이 결합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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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적응력을 높여주어 높아진 진로적응력은 다시 취업포부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위탁과정 중 전공뿐만 아니라 학생을 바라보는 세

상의 시선과 교사의 역할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위탁과정 학생들을 비관적으

로 바라본 시선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있고, 교사 

또한 전공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표현해 학생들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

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진로적응력을 경유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b= .0266). 이는 Zi chen(2017)과 Han et al(2015)의 연

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Creed et al(2008)

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인지하는 지지에서 부모

와의 관계 또한 진로적응력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가 학생의 직장과 취업처 또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유망한 직업와 같이 취업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와 지원도 적절하지만, 자녀가 

어떤 학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진로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감정적으로 지

지하고, 호기심 또는 자신감을 꾸준히 갖도록 지속적인 응원을 해주는 것이 취

업포부를 증진시키는 보다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가 설정한 모든 관계에서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진로적응력은 Savickas(2005)가 제시한 진로적응모형과 일치하고, 모형을 기반

으로 설계하여 다양한 관계를 확인한 다수의 연구(Daniel et al, 2013; Guan 

et al, 2015; Han et al(2015); Hirschi et al(2014), Nilforooshan et al, 

2016; Rossier et al, 2012; Zi chen, 2017)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적응준

비-적응력-적응반응으로 구성되는 진로적응모형이 적절하고, 국내에서도 다양

한 대상과 변인으로 진로적응모형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진로적응력은 한 개인이 자신의 특성 및 기질을 행동으로 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연결해주는 매커니즘으로써 자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를 지각한 후 이를 행동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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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지각하는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를 구

명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과정 학생들의 각 변인별 수준을 확인하고, 이

것이 학생들의 성별, 위탁과정 선택주체, 위탁과정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 선정한 변인들이 일반고 직업교

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고 마지막

으로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

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수치상

으로 정확한 2018년 2월에 위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

다. 교육부(2018)의 정보공개 요청자료에 제시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13,119명으로 수도권에는 8,567명이, 비수도권에는 

4,55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수도권이 1일 때 비수도권을 

0.5 비율로 산정해 표집을 구상하였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위탁과정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특화과정이 합쳐진 것으로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크게 산업정보학교,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기술교육원, 폴리텍 

대학 등),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및 기술계 학원으로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자 층화표집을 구상하였으나 기관별 이수자 수가 너

무나 상이해 이를 개선하고자 비비율층화표집 방법을 토대로 수도권에는 기관별

로 50명씩 총 250명을, 비수도권은 기관별로 30명씩 총 150명을 대상으로 선

정하였고, 이는 평균 회수율, 유효자료율 및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한 것으로 목

표 표집수를 총 400명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로적응력, 취업포부 총 6개의 변인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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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포함해 제작하였다. 모든 도구는 예비조사 이전에 내용타당도와 안면타

당도를 확보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동일한 응답방식을 사용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은 신기명(1990)이 개발하고 배정희(2008)가 요인 분석하여 

보완⋅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이 자신감 결여, 우울, 수동성, 지속

성 결여로 구성된 총 28문항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Cronbach’s α값이 0.959

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기주도성은 Bateman & Crant(1993)이 개발

한 Proactive Personality Scale(PPS)을 Seibert, Crant & Krimer(1999)가 

10개 문항으로 수정 및 단축하고 국내에서 황애영, 탁진국(2011)이 번안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PPS는 단일 하위요인으로 총 10문항이며 이 연구의 예비조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이 .901로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전공만족도 측정을 위한 도구는 하혜숙(2000)이 작성한 24개 문항의 학과만

족 도구 중 이동재(2004)가 전공만족에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것

을 수정·보완해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

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948의 높은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부모 

진로지지는 이상희(2009)가 개발한 부모 진로지지 척도를 김판수(2014)가 특

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로 이루어져 있으

나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경험적지지는 위탁과정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타당도검증을 통해 문항을 삭제하고 총 14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개념신뢰도가 0.862, 분산추출지수가 0.653으로 타당한 도

구임이 확인이 되었다.

진로적응력은 Savickas & Porfeli(2012)가 개발한 CAAS를  Tak(2012)이 

한국의 맥락에 맞게 번안하고 정지은(201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문항으로 위탁과정 학생에게 적절하게 수

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도검증을 통해 수정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개념신뢰도가 .897, 분산추출지수가 .61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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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취업포부도구는 이선민(1994)이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단일 하위요인 1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6번 문항은 

위탁과정 학생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삭제 후 타당도 검증을 통해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념신뢰도가 

.934, 분산추출지수가 .616으로 나타나 사용에 적절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자료수집은 10월 1일부터 우편조사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총 13개 기관에 

400부를 발송하였으며 그 중 386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혹

은 중복응답,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로 분류된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총 

34부가 제외되었고, 352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SPSS 25 통계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통계기법을 활용

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05(95%)로 설정

하고 진행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으로는 기술통계기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를 활용하였으며, 집단 간 비교는 t-검정과 F검정을 활용하였다. 변인간

의 영향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변인 간 관계의 매개효과 검

증에는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면 첫째, 일반고 직

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은 5점 환산 평균으로 3.45점, 진로적응

력은 3.83점, 학습된 무기력은 2.52점, 자기주도성은 3.45점, 전공만족도는 

3.83점, 마지막으로 부모 진로지지는 3.72점으로 나타났다. 학습된 무기력을 제

외하고는 모두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된 무기력은 점

수가 높을수록 무기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취업포부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취업포부의 경우 남학생은 

3.43점, 여학생은 3.48점으로 나타나 매우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과정 선택 주체에 따라 취업포

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취업포부는 본인 선택 학생이 3.50점, 타인의 권유로 

선택한 학생이 3.27점으로 약 .23점 정도의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t검정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탁과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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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대한 차이로는 취업포부는 산업정보학교(3.51), 직업전문학교(3.49), 기

술계학원(3.48), 전문대학교(3.47),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3.30) 순서로 나타

났다.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인식한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가 취업포부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도출한 위탁과정 선택주체를 1단

계에 투입해 통제변인으로 선정한 후, 독립변인들을 2단계에 투입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 R2값은 

.023으로 통제변인은 2.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이후 모형 2에서 R2값은 .470로 47%의 설명력으로 44.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진로적응력이 β=.349(p<0.001), 자기주도성이 β=.221(p<0.001), 전공만족

도가 β=.145 (p<0.05)로, 마지막으로 부모 진로지지가 β= .125(p<0.05)로 

나타나 모두 취업포부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에 학습된 무기력의 설명력은 β=-.03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

도,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지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PROCESS macro 중 단순매개모형 분석방법인 model 

4를 활용하였으며, 한 번의 분석에 다른 변인들의 설명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위

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했던 변인들은 공변량(covariates)에 투입해 각 변인별로 

동일한 조건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는 학습된 무기력과 취업포부의 관계에서는 

진로적응력이 완전매개를(c= -.0964, c'= .0328, ab= -.0636), 자기주도성

(c= .4680, c'= .2548, ab= .2133), 전공만족도(c= .2089, c'= .1397, ab= 

.0692) 및 부모 진로지지(c= .1345, c'= .1079, ab= .0266)와 취업포부의 관

계에서는 진로적응력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적응력은 

변인 간의 모든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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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결론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

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및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

이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은 보통 이상인 편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위탁과정을 이수한 후에 취업에 대한 욕구 또는 계획을 가지고 

위탁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에는 못 미쳐 취업포부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탁과정에 재학하는 1년이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 번 탐색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추진력을 이어나가는 과정임을 명확히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위탁과정에서 받는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인

지시켜줄 수 있는 학교 및 정책차원의 환경조성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위탁과정 학생들이 응답한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지, 진

로적응력 및 취업포부의 평균점수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일반고 직업교

육 위탁과정은 선행연구들이 밝힌 원적교 부적응 도피를 목적으로 하고(고미애, 

2011; 김정애, 2017; 우지향 외, 2016, 이경수, 2015), 주변인과의 어려운 관

계(강수운, 2011; 노미순, 1999; 박신영, 2004), 전공에 대한 불만족(여승환, 

2017; 이무용, 1999; 최대호, 1997) 등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와는 

달리 위탁과정 자체의 전공뿐만 아니라 위탁과정을 바라보는 인식, 교사 및 부

모님과의 관계를 양호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자신이 처한 진로상황과 자신

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함양하고자 노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 또는 산업정보학

교에서만 실시하던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던 위탁과정에서 민간직업훈련기관

으로 위탁기관의 유형을 확장한 2015년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정’과 같이 위탁과정의 전공 및 직업훈련을 제공함에 있어 학습자 수요가 반영

된 다양한 분야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적

인 직업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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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개인특성 중 위탁과정 선택 주체에 

따른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선행연

구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온 학생과 타인의 권유 또는 강요로 온 학생 수의 차이

가 크지 않다는 연구(고미애, 2011; 박신영, 2004; 이경수, 2014)와는 달리 이

번 연구결과에서는 본인이 위탁과정을 희망하고 선택한 학생이 272명으로 

76.6%에 달해 타인의 권유로 선택한 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는 위탁과

정을 선택함에 있어 다양한 계기와 이유가 존재하지만 결국 학생 스스로가 자신

의 진로를 선택한다는 주체성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

적교에서부터 자신이 진로를 선택하는 주체임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위탁과정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어려움이 있어 도피하는 목적이 아닌,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된 지식과 실습을 겸해 이수와 함께 산업인력으

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원적교 교사는 학생에게 위탁과정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부모 진로지

지 및 진로적응력은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특히 자기주도성의 경우 취업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진로적응력을 경

유한 간접적인 영향 또한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고할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신이 전공에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

도 학습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위탁과정에서의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

고, 주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행동하는 태도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주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공교과 

외에도 추가적인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를 탐색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기주도성은 “지식”보다는 

“태도 및 기질”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적응력이 취업포부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 및 부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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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취업포부의 모든 관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avickas(2005)가 주장한 진로적응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라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를 해석하면 학습된 무기력, 자기주도성, 전공만족도와 부모 진로지지는 

적응준비단계에서 한 개인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진로

적응력이 증진되거나 감소하고, 이는 다시 적응반응인 취업포부로의 영향을 미

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진로상황이 직업교육으로 전환된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

에서 진로에 대한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해 예

측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로

적응력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내·외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예측하거나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원을 실시해야하고, 정책적으로는 능

동적인 태도와 자신감, 통제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각 변인별로 진로적응력이 가진 매개효과를 해석하면 학습된 무기력

의 경우 완전매개효과로, 학습된 무기력은 진로적응력을 통해서만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무기력은 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을 저하시

켜 취업포부 또한 저하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패경험을 통해 무기

력감을 가지고 온 학생들의 경우 진로적응력을 저하시켜 자기주도성, 전공만족

도 등 다른 변인들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저하시킬 수 있어 학생들이 

입교할 때 학습된 무기력 수준 및 강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처치를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기주도성은 주도적인 성격 자체가 이미 취업포부에 영향을 주

지만 주도적인 성향을 통해 제고된 진로적응력은 더 높은 수준의 취업포부로 향

상될 수 있어 자기주도성과 진로적응력이 지니는 공통적인 부분인 능동적인 태

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과 위탁과정 생활에 대한 본인의 내적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공만족도 및 부모 진로지지와 취업포부의 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진로적응력을 경유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공만족도의 경우 학과, 인식, 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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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부모 진로지지는 대화적,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

록 진로적응력이 제고되어 취업포부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와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를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주변인의 지지와 격려가 간섭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서로간의 대화와 노력, 

그리고 공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을 잠재력 있는 예비 산업인력

임을 격려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대화와 정서적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안내를 

알리는 등의 개입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는 학생들이 지지를 느

낄 수 있도록 위탁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

교차원에서 공개수업, 공동체험활동 등을 제공해 부모와 학생이 위탁과정과 앞

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3. 제언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이 연구의 결과는 Savickas(2005)의 적응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관계

로 적응모형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경로분석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진로적응력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진로 및 경력 발달에 적합한 변인임에

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모형이 없어 다양한 대상에게 진로적응력

의 경로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Lent, Brown & 

Hackett이 개발한 SCCT와 같은 명확한 모형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변인을 투

입해 각 변인들의 관계와 효과크기를 검증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형의 근거를 마련하고, 변인의 경로를 검증할 수 

있는 경로분석을 통해 명확한 진로적응모형의 구성 및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과 동일 전공을 학습하는 특성화고등학

교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과 차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다가 3학년인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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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화된 스킬을 배우기

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반면에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3년간 

재학하기 때문에 기술의 숙련도 차이, 진로에 대한 적응준비수준, 적응력수준, 

적응행동 수준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분석해 위

탁과정의 전공교육 수준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기대치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

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수자 

수치에서도 수도권에 재학 중인 학생은 비수도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이는 

자연스레 새로운 기관의 개교, 교육훈련의 질, 양질의 교사 및 강사 채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차이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의 갭(gap)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셋째, 일반고 위탁과정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구자가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전에 만났던 

학생들은 일반고에서 경험하지 못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평등함

과 관계 및 성적에 대한 차별이 없음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같이 비개방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내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변인은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의 종류와 수준을 묻기보다

는 설문에 응답하는 시점의 심적인 불안, 우울 등을 측정하는 수준이기에 이러

한 심리적 어려움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동일 또는 유사한 주제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입교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가 설문을 요청한 10월은 위탁과정 학생들에게는 기말고사 또는 자격증 시험으

로 바쁜 시기임과 동시에 이미 위탁과정에 6개월 이상 재학해 자신이 속한 위탁

과정에 적응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상태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

과정을 선택해 입교한 직후와 이수하기 직전 총 두 번의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

시한다면 진로적응력 수준의 발달 추이도 확인해볼 수 있어 더욱 세밀한 시사점

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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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첫째, 연구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반

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선택함에 있어 교사의 추천, 인터넷 홍보, 학교 방문 홍

보 등 직접 체험 또는 경험을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2017년부

터 고교 2학년 2학기에 위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연계 예비 위탁과정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시하는 기관의 수가 부족해 지원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 위탁과정은 한 학기의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실제 교육을 학습하고 실습도 겸해 학생들의 지원율과 몰입도가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이 해당 직무에 대한 비전 또는 진로를 명확히 알고, 

자신과의 적합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위탁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과정을 

확대하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위탁과정은 일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체험 또는 학습해

보는 선행이 필요하다. 예비과정의 확대 또는 2학년 시기 위탁과정 개설 등 기

존의 위탁과정보다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은 이 연구에서 확인한 자기주도

성, 전공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부모님, 교사 등 다양한 유의미한 타인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어 원적교 복교, 위탁과정 이탈과 같이 발생하는 문제

를 낮추고 추후 취업포부의 증진으로 취업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위탁과정과 달리 지금의 위탁과정은 학생들의 수요가 반영되고, 

동시에 유망직종으로 부각된 과정을 신규로 선정해 지속적인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기존의 위탁과정 학생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정 

반대의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정

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각 기관 및 과정의 효과성에 따라 비인

기 및 취업률이 저조한 과정은 축소하고, 새로운 수요와 유망직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위탁과정의 인식

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위탁과정 학생들의 참여율은 물론, 취업포부가 증진되어 

동일계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관 및 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위탁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위탁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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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선택한 이후 4년제 대학으로의 입학이 불가능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으로 

이수해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과 전공 선택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공에 대한 불만 또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어려움이 발생 시 변경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타지역 동일 유형의 기관에 T/O가 있을 시엔 가능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적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위탁과정 운영 기관과 참여

학생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학생들이 자신이 학

습하는 전공에 만족하고 이를 선호해야 동일 계열로 취업을 고려할 수 있기 때

문에 전공 또는 기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개인 차원의 인터벤션으로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입교할 때

에 학생들의 적성 및 심리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진로적응력

과 전공만족도, 자기주도성 등의 평점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모든 학생의 수

준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모든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결과로 일반

화할 수 없다. 하지만 학습된 무기력이 진로적응력과 취업포부에 부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관계는 구명이 되었으므로 실패경험과 무기력이 개인이 진

로에 관심과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입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 및 심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른 개인적 인터벤션을 진행하여야 한다. 부정적인 심리 또는 실패경험

은 어루만져주고, 자신 스스로가 진로의 주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을 통해 위

탁과정의 효과적인 운영과 추후 건실한 기술인으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위탁과정 학생의 부모가 참관하는 참관수업, 공동 견학 등 부모와 자

녀가 위탁과정에서 학습하는 전공과 추후 진로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는 요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지지는 공통의 관심사 혹은 공감이 있을 경우 

보다 진솔한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부모 진로지지 도구에는 부모가 자

녀에게 경험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 있었으나 반대로 자녀

가 선택한 진로 혹은 학습하는 내용에 대해 부모가 경험을 해보고 이를 통해 무

엇을 배우는지 알 수 있도록 개방적인 위탁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으로 학생들의 진로적응력 수준에 따른 기관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학생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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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각오와 결정을 내리고 위탁과정을 선택한 것이기에 자신의 꿈에 대해 

확인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어떤 행동 및 능력들이 필요한지 점검하

는 기회를 줌으로써 준비가 된 학생에게는 이를 촉진시켜주고, 아직 준비가 되

지 않은 학생에게는 함양시켜주어 전반적인 위탁과정 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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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도구 수정검토지

1. 진로적응력 

구
분

원도구 저자: 정지은(2013) 수정내용 재수정안

진로관심

1
(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

2
(나는)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
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현재의 선택이 내 미래를 만든
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
비를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
고 있다.

-

4

(나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
요한 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활동
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
육 및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무엇
인지 알고 있다.

-

5
(나는) 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6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
고 있다.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

진로통제

7 (나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평소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평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8 (나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어떤 일에 결정이 필요할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

9 (나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10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

11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내 자신을 믿는다. -

12 (나는) 나에게 적합한 선택을 한다.
어떤 상황에 마주치면 나에게 알맞은 
선택을 한다.

어떤 일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나
에게 적합한 선택을 한다.

진로호기심

13
(나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탐
색한다.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

14
(나는)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찾
는다.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스스로 찾
는다.

-

15
(나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
들을 살펴본다.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
들을 살펴본다.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
안들을 살펴본다.

16
(나는) 일을 처리할 때 다양한 방법
들을 고려해본다.

일 또는 문제를 처리할 때 다양한 방
법들을 고려해본다.

-

17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
해 깊이 탐색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

18
(나는)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
기심이 생긴다.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

진로자신감

19
(나는)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2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내게 주어진 과제를 잘 처리할 수 있
다.

-

21
(나는) 새로운 스킬(기술)을 잘 배울 
수 있다.

새로운 스킬(기술 또는 행동)을 잘 
배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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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만족도

구
분

원도구 저자: 이동재(2004) 수정내용 재수정안

일반만족

1
내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
를 느낀다.

위탁과정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위탁과정 전공의 교육내용에 흥
미를 느낀다.

2
내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
이 나와 잘 맞다.

위탁과정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위탁과정 전공에서 배우는 교과
목이 나와 잘 맞다.

3
내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
과이다.

나의 위탁과정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과이다.

나의 위탁과정 전공은 내가 다닐
만한 수준의 학과이다.

4 내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위탁과정 전공에 대해서 만
족한다.

-

5
내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있는 것
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위탁과정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

6
전공 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위탁과정 전공 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

인식만족

7
나는 내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는 내 위탁과정 전공학과를 사
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나는 내 위탁과정 전공을 사람들
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8
내 전공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
다고 생각한다.

내 위탁과정 전공학과는 인기학
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내 위탁과정 전공은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9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학
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직업교
육 위탁과정 전공학과에 오고 싶
어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직업교
육 위탁과정 전공을 선택하고 싶
어 할 것이다.

10
내 전공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
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내가 위탁과정 전공학과를 졸업
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
할 것이다.

내가 위탁과정 전공을 이수했다
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
이다.

11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위탁과정 전
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
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위탁과정 전
공을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12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위탁과
정 전공이 도움이 된다.

-

교과만족

13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
표가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다.

위탁과정 전공 선생님들은 가르
치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내
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

14
전공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
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위탁과정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
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
다.

위탁과정 전공 시험은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주어지고 공
부에 도움이 된다.

15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위탁과정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위탁과정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관계만족

16

전공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
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의 조
언을 들을 수 있다.

위탁과정 전공영역에 있어서 공
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전
공 선생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
다.

-

17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

원한다면 언제나 위탁과정 전공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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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진로지지

구
분

원도구 저자: 김판수(2014) 수정내용 재수정안

대화적 지지

1

부모님은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
를 나눠주신다.

부모님은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
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
분한 대화를 나눠주신다.

-

4
부모님은 내가 미래의 진로에 대해 
걱정할 때, 나와 함께 이야기하신다.

- -

10
부모님은 내 진로문제를 이해해 주
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다.

- -

14
나는 부모님에게 장래 진로의 두려
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

정서적 지지

5

부모님은 진로에 관해서 나의 입장
을 존중해 주시고 대체로 받아들여 
주신다.

- -

8

부모님은 나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
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시려고 노
력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진로 및 취업
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
시려고 노력하신다.

-

15

부모님은 내가 취업(진학)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

- -

18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와 나의 의
견이 다를 때라도 나의 의견을 존중
해주신다.

- -

경제적 지지

3 부모님은 학비를 지원해 주신다.

위탁과정은 국비지원으로 진행
되기에 학생들에게 해당하지 않
는 문항으로 제외함.

학비가 없는 것이 모든 학생들
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
라면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
로 판단.

6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 어학연
수 및 유학을 보내주실 것이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 과외를 
받게 해주거나 유학을 보내주실 
것이다.

-

7

부모님은 나의 취업(진학) 및 진로준
비를 위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
해주신다.

- -

20
나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부모님은 
아무리 큰 돈이라도 마련해 주신다.

- -

정보적 지지

11
부모님은 내게 장래희망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경험적 지지와 더 유사한 문항
이라고 판단해 제외함.

-

13
부모님은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알려주신다.

- -

16
부모님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 단점과 전망을 알려주신다.

- -



- 141 -

구
분

원도구 저자: 김판수(2014) 수정내용 재수정안

경험적 지지

2
부모님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신다.

이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진로 또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제시할 
때 지지로 볼 수 있는지가 의
문.

위탁과정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
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으나 다 다를 것이기에 
경험적 지지에 해당하는 문항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권
고

9
부모님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이
야기 해주신다.

12
부모님은 나를 부모님의 직장동료와 
만나게 해주신다.

17
부모님은 내게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여주신다.

검토자: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전공한 교수 1명, 박사수료 2명에게 검토
경험적 지지에서 4개 문항, 정보적 지지에서 1개 문항, 경제적 지지에서 1개 문항, 총 6개 문항을 제외함

4. 취업포부

구
분

원도구 저자: 박자경(2018) 수정내용 재수정안

취업포부 단일 요인

1
지금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직
장에 취업할 수 있다.

- -

2
나는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다.

- -

3
현재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
획을 가지고 있다.

- -

4
나는 취업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다.

- -

5
나는 오래전에 취업계획을 세워놓았
다.

나는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취업
계획을 세워놓았다.

-

6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
여 나이와 무관하게 결혼을 미룰 수 
있다.

위탁과정 학생들은 고교 3학년
이기 때문에 결혼과는 무관하다
고 판단해 문항을 제외함.

-

7
나는 취업준비가 어렵더라도 전문직
에 취업하겠다.

-

전문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명확한 설명이 부가되어야 함
= 나는 취업준비가 어렵더라도 
지금의 전공과 관련된 전문직에 
취업하겠다.

8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
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 -

9
나는 취업을 위하여 학교 이외의 다
른 교육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

나는 취업을 위하여 위탁과정 
이외에도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
습할 계획이 있다.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부가적으로 해주어 명확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10

직장에서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보다 배경이 중
요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
나 표준적재치가 .213으로 .5보
다 낮고 유의확률 또한 신뢰구
간인 0.05를 벗어난 0.054로 나
타나 제외함.

-



부록 2 본조사 설문지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관련변인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과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적응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응답해주신 결과는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진로발달을 위한 연구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요령은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이 느끼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문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10분 이내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이 

설문지는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전부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문응답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채희준

                                     지도교수 정진철

연락처: 010-942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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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1 나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알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평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떤 일에 결정이 필요할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린

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신념을 지키며 산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Ⅰ. 진로관련 문항

다음은 여러분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쌓아나가는데 활용되는 강점들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현재 자신이 지닌 능력 또는 감정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

해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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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14 나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스스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대안들을 살펴본

다.
① ② ③ ④ ⑤

16
일 또는 문제를 처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

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새로운 일(기회)을 접하면 호기심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9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새로운 스킬(기술 또는 행동)을 잘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어떤 문제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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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선택하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어려운 정도입니다.)

1 세상에 사는 것이 재미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세상 살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는데 나에게만 힘든 일이 생기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세상에는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재 나의 생활은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무 까닭 없이 슬퍼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유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심리적인 어려움 관련 문항

다음은 여러분이 원적교(기존에 재학하던 일반고등학교) 또는 위탁과정 초기에 겪은 

다양한 어려움을 통해 요즘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

들을 읽고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고려해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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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선택하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어려운 정도입니다.)

14 풀이 죽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사소한 일에도 슬프고 쓸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8 붙임성이 없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명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향적이어서 일에 소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자신있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무엇이든 열중하고 끝까지 계속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5 기분에 맡겨버리는 일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일(또는 공부)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8 일이나 공부가 하기 싫어서 자주 쉰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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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1
나는 항상 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항상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는 마음에 들도

록 

그것을 변화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5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타인의 반대가 있더라도 내 주장을 꿋꿋이 지켜

내어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기회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일을 하는데 있어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

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나아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서 좋은 기회를 잡

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주도성 관련 문항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정도에 관한 질

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고려해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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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1 위탁과정 전공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위탁과정 전공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

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위탁과정 전공은 내가 다닐만한 수준의 학

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위탁과정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위탁과정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위탁과정 전공 도서는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위탁과정 전공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위탁과정 전공은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

다.
① ② ③ ④ ⑤

9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직업교육 위탁과정 전

공을 선택하고 싶어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위탁과정 전공을 이수했다는 배경이 사회생

활에 유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부모님은 나의 위탁과정 전공을 떳떳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Ⅳ. 전공만족 문항

다음은 여러분이 위탁과정 전공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

들을 읽고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고려해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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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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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14
위탁과정 전공 시험은 공부할 수 있는 만큼의 양

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위탁과정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위탁과정 전공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전공 선생님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원한다면 언제나 위탁과정 전공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위탁과정 전공 선생님과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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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번호 문항

1
부모님은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나눠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미래의 진로에 대해 걱정할 때, 나

와 함께 이야기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진로에 관해서 나의 입장을 존중해주시

고 대체로 받아들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 과외를 받게 해주거나 유

학을 보내주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의 취업(진학) 및 진로 준비를 위한 

교재비와 학원비를 지원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에게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를 주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 진로 문제를 이해해주시고 함께 고

민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알려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부모님에게 장래 진로의 두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내게 취업(진학)이나 진로 때문에 지나

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단점과 전

망을 알려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Ⅴ. 부모님의 관심 문항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평소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응원해주시는지, 관

심을 가져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를 고려해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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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3

부모님은 내가 시대흐름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전반적인 상황

을 알려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진로에 필요하다면 부모님은 아무리 큰 돈

이라도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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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1
지금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

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취업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오래전부터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세워놓았

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취업준비가 어렵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으로 취업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

비한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취업을 위하여 위탁과정과 함께 전문기술 

학원 또는 과외와 같이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학

습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취업 후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위해 계속 공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Ⅵ. 취업에 대한 의지 문항

다음은 여러분이 위탁과정을 졸업한 후 취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열정과 계획, 목표

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를 고려해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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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에 응답해주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

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곳에 일치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귀하의 위탁과정 선택은 누구의 권유로 결정하였습니까?
  ① 본인 스스로 선택  
  ② 담임선생님, 부모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권유로 선택

3. 귀하가 속한 위탁기관은 무엇입니까?
  ① 산업정보학교
  ② 전문대학교
  ③ 공공직업능력 훈련기관(폴리텍 대학을 포함한 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훈

련기관)

  ④ 직업전문학교(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한 학점은행제 학교)

  ⑤ 기술계학원(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립학원)

- 마지막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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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and Employment Aspirations of the Student in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Heejun Chae

Agricultural and Vocation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s of learned helplessness,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adaptability and employment aspirations of the consigned student in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and analyze their effects to employment 

aspirations with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s were as follows. First, we identified the levels 

of learned helplessness,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adaptability and employment aspirations of the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Seco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nd 

the effects between relevant variables. Third,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employment aspirations.

This research used the survey instrument to collect data. Questionnaire 

consisted of learned helplessness,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adaptability, employment aspi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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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for the instrument for measuring 

them, the present researcher newly revised the questionnaires to fit the 

subject and the target of the study. The present researcher secured reliability 

and validity with pilot test and final survey.

The data were collected by visiting and mail from 8th October to 9th 

November 2018. A total of 352 out of 400 questionnaires were used of final 

analysis after the data cleaning procedure.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to use SPSS for Windows 25.0 program, Amos 21.0 version and SPSS 

PROCESS macro by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level of 

learned helplessness was slightly lower than normal. But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adaptability and 

employment aspirations were near by level 4 which are higher than the normal.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career adaptability and 

employment aspirations according to the own decision to enroll the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Second,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adaptability had explanation to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employment aspirations. Among these variables, career adaptability had the 

biggest explanation. However, learned helplessness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employment aspirations. Lastly, career adaptability had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and employment aspirations. On the 

other hand, career adaptability had the full mediating effect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 employment aspirations.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conducting a path 

analysi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career adapt model by Savicaks for the 

students in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is needed. Second, 

comparing the students’ level of those variables under the same majo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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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is needed 

due to the period of vocational education difference. Third, conducting the 

qualitative research to understand their empirical difficulties in the vocational 

education track or the major is needed as well. Fourth, for the student who 

just enroll the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ame or similar survey analysis to estimate their level of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nce.

To apply the researched work: first, the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is expanding its area to the newly advanced industry. To arouse 

this continuous development, the scrutinize monitoring and evaluation for not 

only the new institutions but majors are needed. Second, the political support 

is needed that the student can change not only the major but also the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aptitude and trait. Third, for the personal 

intervention, the student’s aptitude, trait, and psychological test should be 

taken for checking how much they appropriate to the vocational education 

track. Fourth, the vocational education track should be operated more open and 

transparently to build the faith and the bond of sympathy between the student 

and parents. Fifth, to improve career adaptability which helps improve the 

students’ employment aspirations, the organizational intervention is needed, so 

that the student can build their own career goal and new purpose by himself. 

                          

Key words    :  Learned helplessness, proactiv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career related parent support, career 

adaptability, employment aspirations, vocational 

education track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

Student number: 2014-2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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