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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년

임 정 훈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의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선행요

인 역할을 한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3학년 시기는 진로를 결정하여 취

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진로결정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의 수

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

단의 도출 및 잠재집단별 진로탐색행동의 수준 차이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학생 중 604명(남학생: 371명, 여학생: 233명)을 표집하였으며, 이는 진로

탐색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학교 특성 요인을 기준 변수로 집단

을 층화하여 비율을 고려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 기준으

로 배포한 64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625부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604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 및 Mplu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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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판단은 유의수준 0.05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

동은 직관적 의사결정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특성

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

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회피

적, 합리적,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로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에 유

의미한 차이(통합적>합리적>회피적)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

에 비하여 낮지 않다. 이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 시기인 3학년만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합리적이거나 직관적일 경우 진로탐색행동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학

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는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여

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셋째, 의사결정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다

양한 유형의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수록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속적으

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하는 변인을 구명하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의사결정유형 측정 도구가 개인의 유형

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3

개의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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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의 과정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

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대체로 변화

하지 않는 개인의 특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선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로의사결정을 유형이 아닌 행동 

그 자체로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 잠재집단분석

학  번: 2013-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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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올바른 진로선택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볼 때, 학생 개개인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조력함으로써 

그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은 교육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라고 할 수 있다(정철영, 1997).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하여 학교 안팎에서, 개

인 또는 공동체 수준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서 개인의 진로발달과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 진로탐색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er, 1957).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이 진로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결정을 구체화하고, 선택하

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선행요인의 역할을 한다(Tiedman, 1961). 

또한 충분히 진로를 탐색한 사람일수록 만족스러운 진로의사결정을 내리고, 긍

정적인 진로발달을 이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다

(Grotevant, Cooper, & Kramer, 1986; Phillips & Strohmer, 1983; 

Greenhaus & Sklarew, 1981). 이는 다시 말해,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효과적인 진로탐색행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은 효과적인 진로의사결

정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진로의사결정 이후에도 결정을 번복 또는 후회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진로탐색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

탕으로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다(Bartley & Robitschek, 2000; Blustein, 

Phillips, 1988; Brown et al., 1999; Cheung & Arnold, 2010; Greenhaus 

& Sklarew, 1981; Kracke, 2002; 고미나, 박재황, 2008; 곽민호, 2012; 김민

정, 김봉환, 2014; 김성남, 정철영, 2005; 최동선, 정철영, 2003).

국내 교육 체계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본격적인 직업교육이 시작되는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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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겨지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해당 분야나 전공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낮은 성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

여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선택한 경우도 많다(주홍석, 정철영, 2012). 특

히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학년은 고등교육단계로의 계속교육과 취업을 통한 종

국교육의 기로에서 진학과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Vignoli 

et, el., 2005).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이전의 낮은 진로탐색행동의 수준

과 졸업 직전에 중대한 진로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수학하는 3년이라는 시간은 진로탐

색행동이 절실하고 필수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충분한 진로탐색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특성화고등학

교 졸업자의 현재 진로를 비추어보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4년 교육

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총 10만 5천여 명의 졸업자 중에 1만 4천여 명의 

졸업자들이 상급학교에 진학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교

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는 곧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약 10% 가량

이 뚜렷한 진로를 가지지 못 하고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진로탐색행동이 청소년기인 후기중등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에 

걸쳐 두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인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고등교육단계(특

히 전문대학) 위주로 진로탐색행동과 관련한 연구들(고미나, 박재황, 2008; 곽

민호, 2012; 김민정, 김봉환, 2014; 김성남, 정철영, 2005; 최동선, 정철영, 

2003)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후기중등교육단계 

역시 그 말미에는 중대한 진로의사결정의 시기를 맞게 된다는 점과 올바른 진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진로탐색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방법과 과정을 유형화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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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징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개인의 진로의사결

정유형은 진로발달에 있어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세 가지 유형(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중 하나로 판별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Driver, 

Brousseau, Junsaker, 1990). 특히 이 측정도구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모두 높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 

결과의 해석에 모호함을 낳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정도구 상의 문제인식

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진로의사결정 방법 및 과정을 유형화하는 것이 아니

라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행동을 목록화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Gati et al., 2010). 이에 따라 Harren(1979)이 제시한 세 가지 진로의사결정

유형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각 유형에 대한 응답치를 바탕으로 한국의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만의 진로의사결정의 과정과 방법을 새롭게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

며, 이러한 유형은 중등교육단계의 직업교육에 있어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행하는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을 구명하고, Harren(1979)가 제시한 세 가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차이를 구명하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방법과 과정에 대한 새로운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각 유형에 따라 진로

결정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육

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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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을 구명

하고,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학교 특성 변인의 관계를 구

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

계를 구명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

명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로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첫 번째 연구목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탐

색 행동의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직관적 의사결정유형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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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의존적 의사결정유형

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로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

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란 위의 정의와 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 중 3학년 학생만을 의미한다.

나.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은 기존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직업 및 

직무 등의 영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과 인식을 의미한다. 또

한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이란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입직 후 적응하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한 의식적인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자

신에 대한 탐색(self -exploration) 또는 직업에 대한 탐색(work-related 

exploration)과 관련된 행동을 얼마나 자주 수행했는지를 측정하여, 탐색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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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빈도가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making)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 상

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탐색 및 수립하고 이를 일정한 준거에 

의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의미한다. 진로의사결정유형(rational decision-making style)은 이러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특성 또는 행동에 기반으로 하여 유형화한 것을 의미한

다. 여기에서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유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

라 이러한 유형이 비교적 안정적인 방식으로 발현된다고 가정한다. 이 연구에서

는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의사결정자의 특징을 유형화한 

Harren(1979)의 분류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그는 의사결정의 유형을 합리적 

의사결정유형(rational decision-making style), 직관적 의사결정유형(intuitive 

decision-making style), 의존적 의사결정유형(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로 구분하였다. 

특히 Harren(1979)이 제시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의 유형을 판별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진로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하나 이상의 유형에 속하는 의사결정방법과 과정을 활용

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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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및 특징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

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6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Ⅱ)’에서 최초로 제기되었으

며, 특정 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조기에 해당 산

업 분야의 직업 준비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때의 특성

화고등학교는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써, 1998년 3월에 최초의 특성화고등학교로 부산디자인 고

등학교가 개교하였다(송달용, 2007). 

정책적으로는 2000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소규모 특성화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

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과 2007년 2

월의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 2008년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가 발전하여왔고, 현재의 특성화고

등학교는 2010년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 6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수정되면서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모두 특성화 고등학

교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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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해양
계열

가사실업
계열

계

학교 수 38 198 187 8 44 475 24

학급 수 708 5,198 4,651 107 841 11,505 156

학생 수 16,973 140,991 127,795 2,563 22,277 310,599 2,85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4). 2014 교육통계연보.

<표 Ⅱ-1>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 현황(2014년) (단위: 개, 명)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 분야에 따라 직업교육 분야와 대안교육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등학교로, 후자를 대안학교로 부른며,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직업교육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정한

다. 2014년 기준, 전국의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는 499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24개가 존재한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4). 

2015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는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산해양계열, 

가사실업계열의 5개 계열로 분류되고 있으며 계열별로 해당 분야의 직업적 전문

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다음의 <표 Ⅱ-1>은 2014년 기

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나.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징

특성화고등학교는 단일형과 복합형의 두 유형 중에 하나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하나의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전체를 특성화시킨 소규모의 학교를 

단일형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와 같이 조

리라는 하나의 특정 분야만으로 전체 학교를 특성화시켜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

교 유형을 의미한다. 복합형 특성화고등학교는 기존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일부 

학과, 일부 분야 만을 특성화시켜 운영하는 ‘학교 안의 학교’ 형태를 의미한

다. 예를 들어 공업고등학교 내에서 자동차 분야만을 특성화하여 운영하는 경우



- 9 -

를 말한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은 대통령령 제23975호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직

접 지정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감이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지정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선발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7조, 제80조). 전형방법은 중학교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과 교사의 추천서, 

면접, 그리고 실기 시험이나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으로 학생을 선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선발 범위는 중학교 졸

업자나 동등학력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소재 지역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학교 간의 전·편입이 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기존의 고등

학교와 구별되는, 다음과 같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첫째, 특

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련 분야로의 취업과 진학이 가능하도록 특정 분

야의 전문성의 기초를 키워주는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계열성을 고려하여 1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2학년은 전공

기초과정, 3학년은 전공심화과정으로 단계를 설정하여 관련 교과목을 적절히 배

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셋째, 특정 분야의 기초전문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특성화 분

야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도록 보통교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특별

활동도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전공 동아리 활동, 산업계 인사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교과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부분의 경험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일의 세계에 바탕

을 둔 현장성 있는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특성화 분야의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의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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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섯째, 특성화고등학교는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유연한 학교 변화가 

가능하도록 소규모의 학습공동체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특성화고등

학교에서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산업계와 다양한 협력활동

을 전개하여야 한다.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성 있는 특성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정철영 외, 2009). 지금까지 살펴 본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징을 종합하

면 다음의 <표 Ⅱ-2>와 같다.

구분 내용

교육 목적 Ÿ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 내용 Ÿ 산업계의 수요와 학생의 요구가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한 기초 전문 교육

학생 Ÿ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

교사 Ÿ 중등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교사, 해당분야 산학겸임교사

학생의 진로 Ÿ 관련 분야의 취업 및 대학 진학

학교 유형 Ÿ 단일형 및 복합형 특성화 고교

학교 규모 Ÿ 소규모 학교

지정권자 Ÿ 시·도 교육감

학생 선발 Ÿ 전기에 선발, 전국 단위 모집 가능

학생 선발 방법
Ÿ 실기 고사, 면접 등으로 선발하되 필기 고사는 불가
Ÿ 해당 분야의 입상 경력 및 자격증 등에 가중치 부여 가능

전·편입학 Ÿ 학교 간 전·편입 가능

자료: 정철영 외. (2009). 특성화 전문계고 1:1 맞춤형 컨설팅 결과 보고서. 서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표 Ⅱ-2>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징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진로

초기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는 진학에 편향된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사정에 맞게 특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6년에 대통령 자

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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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전에는 주로 취업에 초점을 두었던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이 종국교육이 아닌 계속교육을 지향하며, 직업기초능력

의 습득을 강화하고, 계속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

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동안 전문계고등학교(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학률이 취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사

회 전반에 걸쳐 직업교육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산업계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직업계 고교 졸업자로 인하여 막대한 재교육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현상을 심화시

켰고, 이로 인해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양적·질적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고착화되었다(조규형, 2014). 

이러한 문제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에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선취

업 후진학 여건을 종성함으로써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2010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

해 전문계 고등학교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특성화고등학

교로 일원화되었다. 다음의 <표 Ⅱ-3>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진

로를 나타낸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

로 하락하였다가,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진학률(37.6%)을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 상의 변화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 목적이 특정분야의 인재양성

이라는 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조기에 직업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

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학벌주의의 타파라는 정책 기조와 대립된다고 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등직업교육이 계속교육과 종국교육이라

는 패러다임을 넘어 평생학습의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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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졸업자 
전체

진학자 취업자
입대자 무직 미상

진학률 취업률

2007 158,708 113,487 71.5 32,075 20.2 435 8,777 3,934

2008 158,408 115,407 72.9 30,036 19.0 925 9,804 2,236

2009 151,410 111,348 73.5 25,297 16.7 962 11,410 2,393

2010 156,069 111,041 71.1 29,916 19.2 865 9,580 4,667

2011 114,690 69,968 61.0 29,756 25.9 1,142 8,584 5,240

2012 108,950 54,485 50.0 41,791 38.4 781 7,999 3,895

2014 105,612 39,668 37.6 47,519 45.0 444 14,334 3,647

주 1) 2011년 이전 자료는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의미함.

   2) 진학률: (진학자/졸업자 전체)×100, 취업률: (취업자/졸업자 전체)×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각년도). 교육통계연보.

<표 Ⅱ-3> 특성화고 졸업자의 졸업 후 진로 변화(2007-2014년) (단위: 명, %)

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관련 특성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생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오석영 외, 2012, 조용 외, 

2011),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나은 직업을 갖고자 대학진학을 계획하는 학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등학교 선택을 조기에 결정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증가함이 보고되어 향후 이들

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과거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보다 교육에 대한 포부가 높았던 것(안선

영, 이경상, 2009)과 상반되는 것으로, 취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이 취업위주로 선회하며, 신중하게 취업을 선택하

는 학생의 입학이 늘고 있다는 것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졸업 후 진로와 관

련한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오석영, 2012).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선택이 증가됨에 따라,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질적인 측면

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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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약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15~29세 전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3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노경란 외(2012)는 성별과 거주 지역, 취업목표 설정 시기, 학교성적, 직업교

육 및 훈련의 다양성, 자격증 소지 유무, 구직활동 여부, 면접 경험이 취업성공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장현진 외(2012)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선택에는 성별, 교육포부, 적성인지, 특성화고 선택이유와 같은 개인

변인 이에도 학교 진로지도 및 상담, 학교 소재지와 같은 변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특히 학교의 취업지도 및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학생

의 취업선택 개연성이 높아지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특성화고 입학을 결정한 학

생은 취업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만기(2012)의 연구에

서도 특성화고 출신자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게 

되며 진로준비행동을 잘 하는 경우 취업에 따른 전공적합이나 직무 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동선과 이종범(2013)은 성별, 전공계열, 교과성적, 자격

증 취득 여부, 첫 직장의 특성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

는 데에 있어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하였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의 진로탐색행동에 관련된 연구들(이만기, 2012; 

최동선, 이종범, 2013)은 다소 상이한 연구 결과를 보이는데, 이만기(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잘 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최동선, 이종범

(2013)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다고 보고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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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탐색행동

가. 진로탐색행동의 개념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은 기존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직업 및 

직무 등의 영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의도적인 행동과 인식을 의미한다

(Berlyne, 1965; Stumf, Austin, & Hartman, 1984). Jordaan(1964)은 이러

한 진로탐색의 개념을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며, 입직 후 적응하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행

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luestein과 Flum(1999)은 진로탐색행동을 자신을 

평가하고, 교육 및 직업과 관련된 맥락으로부터 제한과 외적인 기회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그들이 2000년에 행한 연구는 기존 여러 연구

들(Ginzberg, Ginsburg, Axelrad, & Herma, 1951; Harren, 1979; Super, 

1957; Tiedeman & O’Hara, 1963)에서 받아들여지던 진로탐색행동의 개념

을 다음과 같이 확장시켰다. 

첫째, 진로탐색행동의 시간적인 측면에서 진로발달의 특정 단계에 국한된다는 

주장에서 보다 나아가, 진로탐색행동을 전 생애에 걸쳐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았

다. 둘째, 자기 이해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던 기존의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에 태도적인 요소와 탐색 기술을 포함시킬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태도적인 요소란 탐색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

려는 동기를 의미하며, 탐색 기술이란 탐색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의 탐색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즉, Flum과 Bluestein(2000)의 정의

에 따르면 진로탐색행동이란 개인 및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의 수집 행동과 이를 

시작 및 지속시키기 위한 동기,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는 전 생애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로탐색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관점은 다음의 같이 크게 네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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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볼 수 있다(Taveira, Moreno, 2003). 첫째, 가장 단순한 관점으로, 

Krumboltz(1979)의 진로 선택과 상담의 학습이론을 근거로 하여, 진로탐색행

동을 정보탐색행동 또는 문제 해결 행동의 유형 중 하나로 바라본 것이다. 둘째, 

진로의사결정이론에서는 진로탐색행동을 선택 가능한 대안을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을 수반한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에 포함되는 하나의 중요한 국면이

라고 주장하는 관점이 존재한다(Gelatt, 1962; Tiedman & O’Hara, 1963). 

셋째, 전통적인 진로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직업 선택을 정교화, 

구체화 및 실행하는 진로발달적 과업으로 구성되는, 특히 14세~24세 사이의 청

소년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보았다(Ginzberg et al., 1951; Super, 

1957). 넷째,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진로탐색행동의 관점은 진로학습과 발

달의 근본적인 전 생애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진로탐

색행동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행동 유형의 일종이라고 보는 가장 단순한 관점,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발달의 과정의 일부로 특정 시기나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

동으로 관점, 특정 시기나 단계의 구분 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통합적인 

행동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Taveira, Moreno, 2003). 

마지막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탐색행동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과 환경에 대해 검사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심리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진로탐색행동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해

석 및 재창조하고, 내재적이면서 도구적인 동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경험을 미래로 

투영시키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이에 더불어 구성에 대한 과정

적인 관점에 따르면 자기와 환경에 대한 탐색은 별개의 탐색 과정으로 구별되기 

보다는 동일한 과정의 두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탐색행동과 진로

탐색행동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둘은 탐색행동

의 목표가 다르다는 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진로탐색행동은 진로목표

를 기반으로 한, 또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인 반면, 일반적인 탐색행동

은 비록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화함에도 불구하고 진로목표의 달성이라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진로탐색행동과 구분할 수 있다(Taveira, Moren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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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으나, 대체

로 여러 학자들과 실천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정보의 종류는 크게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직업에 대한 정보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탐색은 다시 자

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정보에 대한 탐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탐

색은 다양한 진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 자신의 

과거 경험을 미래 진로에 반영하는 것 등이 가능하며, 직업에 대한 탐색은 직업

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잠재적인 진로와 관련된 시간제 근로를 탐색하거나, 진

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Stumf et al., 1984).

나. 진로탐색행동의 유사개념

1) 직업탐색 또는 직업탐색행동

직업탐색(job search) 또는 직업탐색행동(vocational exploration behavior)은 

진로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로탐색행동이 자기에 

대한 탐색(self-exploration)과 환경에 대한 탐색(environment-exploration)을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보고 있고, 직업에 대한 탐색은 환경에 대한 탐색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Harren, 1979; Taveira, Moreno, 2003). 따라서 직업탐색 또는 

직업탐색행동을 진로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를 진로탐색행동

을 구성하는 구성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

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기타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목적과 방법의 측면에서 진로탐색행동과 매우 유사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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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많다. 

첫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행동은 목적의 측면에서 진로목표의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탐색행동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가 진로탐색행동의 개념적 차이는 

행동이 발생하는 시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진로준비행동의 경우에는 

진로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집 및 획득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진로탐색행동은 주로 진

로의사결정의 이전에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이란 진로의사결정 이후에도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조영아, 정철영, 2013).

다. 진로탐색행동의 측정

1980년대부터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몇몇 도구와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측정 방법은 구조화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체크

리스트, 직업성숙도검사, 진로정보탐색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관찰, 직업카드 분

류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Blustein, 1990; Peterson, 1998; Petterson, 

Lenz, 1992). 위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은 진로탐색행동이라는 용어 외에도 직

업 체크리스트(Vocational Checklist), 직업탐색행동지수(Job Search 

Behavior Index), 진로준비행동검사 등의 유사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진로탐

색행동을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areer Exploration Survey(CES)

Stumpf, Colarelli, Hartman(1983)은 Jordaan(1963)과 Berlyne(1965)의 

견해를 참고하여 진로탐색을 기존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의 직업, 직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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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과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이

들의 정의는 진로탐색행동을 둘러싼 과정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이 특징인데, 

Stumf 등(1983)은 미래에 발생할 탐색 행동의 가치에 대한 ‘신념’은 과거 경

험과 개인간 차이의 기능을 하고, ‘행동’은 진로탐색의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

한 탐색을 통해 얻어지거나 얻지 못한 정보들은 결과적으로 탐색 과정에 대한 정

서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진로탐색은 [그림 Ⅱ

-1]과 같이 탐색과정(Exploration Process),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Reactions 

to Exploratory Behavior), 탐색행동에 관한 신념(Beliefs about Exploratory 

Behavior)의 영역이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Ⅱ-1] 진로탐색의 과정 모형

자료: Stumpf, S. a, Colarelli, S. M.,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P. 194.

이들이 제시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각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과정’은 탐색의 장소(where one explores), 탐색의 방법(how 

one explores), 탐색의 양(how much one explores), 탐색의 방향(what one 

explores)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탐색의 장소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한다기 보

다는 진로탐색행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개인, 환경과 같이 정보의 원천의 위

치를 의미한다. 둘째,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은 탐색행동의 결과로 얻거나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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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 한 정보에 대한 정서, 탐색 과정 또는 탐색의 결과를 반영하는 결정 과정

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는 탐색행동의 효용성

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추후의 탐색행동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기

능을 한다. 셋째, '탐색행동에 관한 신념’은 고용전망과 탐색행동의 결과에 대

한 확신성과 같은 노동시장(Labor Market), 탐색에 사용할 방법이나 탐색하고

자 하는 장소와 관련된 수단(Instrumentality), 획득하고자 하는 지위의 중요성

을 나타내는 선호(Preference)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Stumf 등(1983)은 위와 같은 영역의 구분을 바탕으로 CES를 제작하였고, 

요인 분석을 통하여 진로탐색행동을 탐색과정(7개 척도),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

(3개 척도), 탐색행동에 관한 신념(6개 척도)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위의 세 

영역은 1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6개의 척도는 총 59개의 문항으

로써 이 중 50문항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7문항은 7점 척도로, 2문항은 

빈도를 측정하며, 나머지 1개 문항은 개방형 질문이다(세부 측정문항은 다음의 

<표 Ⅱ-4> 참조). 이 측정도구의 채점은 응답자의 점수를 합산함으로써 계산되

며, CES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총점을 이용하기보다는 하위척도별 

측정결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ES는 이론적인 모형을 근거로 개발

한 측정도구로 일부 하위 척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

로탐색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보고되고 있

다(최동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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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척도 문항 수 응답양식

탐색과정

직업에 대한 탐색 6 5단계 Likert 척도

자신에 대한 탐색 5 5단계 Likert 척도

의도적-체계적인 탐색 3 5단계 Likert 척도

탐색 빈도 1 5가지 항목

수집한 정보의 양 3 5단계 Likert 척도

탐색의 깊이 5 5단계 Likert 척도

고려하는 직업의 수 1 개방형 질문

탐색행동에 대한 
반응

정보에 대한 만족도 6 5단계 Likert 척도

탐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3 7단계 Likert 척도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스트레스 4 7단계 Likert 척도

탐색행동에 관한 
신념

고용전망 3 5단계 Likert 척도

진로탐색 결과에 대한 확신 3 5단계 Likert 척도

직업탐색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 3 5단계 Likert 척도

자기탐색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 4 5단계 Likert 척도

탐색방법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 4 5단계 Likert 척도

선호하는 진로획득의 중요도 5 5단계 Likert 척도

자료: Stumpf, S. a, Colarelli, S. M.,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pp.220-222.

<표 Ⅱ-4> Career Exploration Survey의 영역, 하위척도 및 응답양식

2) Vocational Checklist(VC)

Aiken과 Johnston(1973)이 개발한 Vocational Checklist는 상담심리학자들

이 상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진로탐색을 정

보탐색행동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만든 도구로써 모두 7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 특정한 시기동안에 각각의 행동에 몰두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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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시하는 형태로 응답하게 된다. 이 도구는 행동반응척도와 인지반응척도의 

두 가지 척도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행동반응척도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시간제 근무 일자리를 구하는 것’ 등이 있고, 인지반응척

도는 ‘서로 다른 직업들이 내보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보는 것’ 등이 

있다. 이 두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α=0.81, 0.94이지만 그 타당도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 도구는 행동과 인지 차원이라는 유용한 구분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로탐색이라는 개념을 너무 단순화시켰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봉환, 1997).

3) 진로준비행동검사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또

는 진로결정에 따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진

로준비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관찰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관찰에 소요되는 시간, 관찰 내용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 등의 어

려움으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면접 또는 자기보고식 검

사도구를 통하여 행동을 측정할 수 있으나, 진로준비행동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

구가 부재하다는 인식하에 김봉환(1997)은 진로상담 관련 사례 분석, 진로결정

자들의 준비 행동 유목화, 관련 전공자가 생각하는 준비 행동, 관련 도구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20개의 문항을 선정한 후, 교육상담 및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

가들의 자문을 통해 의미가 중첩된다고 판단된 문항 4개를 삭제하고 다음의 

<표 Ⅱ-5>와 같이 최종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의 검사도구를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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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
기를 나눈 적이 있다.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
기를 나눈 적이 있다.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
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
렛 등을 구입하거나 혹은 읽어 보았다.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기
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
다.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
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그 같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
램, 전시회, 설명회 등을 시청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다.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
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직접 종사하고 있
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나 그 밖의 상담
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
를 받아본 적이 있다.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
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
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14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
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5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 방법, 보수, 승
진제도, 전망)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6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
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료: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29-131.

<표 Ⅱ-5> 진로준비행동검사의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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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서진숙(1998)은 진로탐색행동을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

을 포함하여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진로

탐색행동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하여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는 국외의 기존 관련 

도구를 고찰하고, 한국의 대학생들이 실제 실천하고 있는 진로탐색행동을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앞의 내용을 통해 도출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구

조화하여 총 53문항으로 구성된 예비검사지를 제작하고, 예비검사와 전문가 평

정을 통해 6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47문항으로 이루어진 진로탐색행동 측

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서진숙(1998)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47문항은 모두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의 신뢰도와 관련하여 문항 전체

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α=0.93으로 보고하였다. 서진숙(1998)이 개발한 진로

탐색행동 측정도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Ⅱ-6>와 같다. 

연번 내용

1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
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혼자서 컴퓨터를 공부했다.

3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학원에서 컴퓨터를 공부한 적이 있다. 

4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 
혹은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았다.

5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필요
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기자재를 구입했다.

6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기자재를 가지고 준비하였다.

7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잡지, 서적 등을 읽은 적이 
있다.

8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입사를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및 필요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
았다.

9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보
수, 승진제도, 전망, 복지제도 등)를 수집하였거나 혹은 정보수집계획을 세우고 있다.

10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의 취업현황을 알아보았다.

11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책을 읽었다.

<표 계속>

<표 Ⅱ-6>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의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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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노력했다.

13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전공공부를 했다.

14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자금을 모은 적이 있다.

15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6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일의 경험(아르바이트, 인턴
사원 등)을 쌓았다.

17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
접 방문해 보았거나 혹은 방문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18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19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선배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20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부모님 혹은 친척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
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21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22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23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영어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24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혼자서 영어공부를 한 적이 있다.

25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영어시험(TOFLE, TOEIC 등)에 응시한 적이 있다.

26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제2 외국어(영어를 제외한 한자, 일본어, 독어, 불어 등)를 공
부한 적이 있다.

27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어학연수를 했거나 어학연수를 준
비한 적이 있다.

28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유학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다.

29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현재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수할 예
정이다.

30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학과에 가서 관련 과목을 수
강했다.

31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했거나 자격증을 
땄다.

32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나 그 밖의 상담기관을 통해 진로문제
를 상담받은 적이 있다.

<표 계속>

<표 Ⅱ-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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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
를 받아본 적이 있다.

34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진로준비와 관련된 워크샵 혹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35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대학원, 편입 및 고시의 시험요강 및 필요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36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37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다.

38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편입시험을 준비했다.

39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혼자서 고시공부(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언
론고시 등)를 한 적이 있다.

40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고시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41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진로준비를 위해 그룹스터디를 조직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

42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취업설명회 혹은 입시설명회 등에 참석한 적이 있다.

43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지, 홍보물, 팜플렛, 책 등을 읽었
다.

44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등을 쓰는 연습을 했다.

45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인터뷰 및 면접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했다.

46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원하는 진로에 입문하기 위해 면접시험을 본 적이 있다.

47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 원서를 냈다.

자료: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129-131.

<표 Ⅱ-6> 계속

3. 진로의사결정유형

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개념

의사결정은 생애의 다양한 장면에서 행해질 수 있으나, 진로의사결정은 개인

의 진로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이라 함은 대체로 순간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진로의사결정은 결

정의 순간뿐만 아니라 특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 수반된 과정을 포함한 개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진로의사결정은 발달단계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

을 보이는데, 성인의 진로의사결정은 진로목표의 달성, 입직, 이직 및 전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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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은 주로 입직 및 진학으로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Singh & Greenhaus, 2004). 

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 과업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전형적인 방식

(mode)로 규정된다(Gati, Landman, Davidovitch, Asulin-Peretz, & 

Gadassi, 2010; Harren, 1979). 의사결정유형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여 볼 수 있다. 주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을 여러 의사결정유형 중 지배

적인(dominant)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주장이 존재한다(Harren, 197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사결정유형은 일종의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인 행동과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Arroba, 

1977). 한편, 의사결정유형이 특정한 하나의 유형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개인의 의사결정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연구도 존

재한다(Gati, Ryzhik, & Vertsberger, 2013). Gati와 그의 동료들(2013)은 사

람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지배적인 의사결정유형을 갖고 있기 보다는 각각

의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일종의 의사결정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의사결정의 개념을 개인적 특성으

로 보기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진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실제 행동

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와 같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 인식, 처리하는 방식을 유형화한 것을 

의미한다(Phillips & Pazienza, 1988). 이러한 유형은 의사결정 과업에 사용되

는 태도나 행동의 뚜렷한 집합(distinct set)을 의미하거나(Harren, 1979), 의

사결정을 할 때 개인이 실행하는 습관적인 행동(habitual pattern)을 의미하기

도 한다(Phillips & Pazienza,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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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계획형
결정할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자룔르 모으고,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고민형
자료를 모으고 대안을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료의 수집 
및 대안을 분석한 결과 혼돈과 고민에 빠져 최종적인 결정단계에 이르지 못함

지연형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을 뒤로 미룸

<표 계속>

<표 Ⅱ-7> Dinklage(1968)의 8가지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특징

나.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분류 및 측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분류는 크게 의사결정자 개인특성

에 기반한 분류(Arroba, 1977, Dinklage, 1968; Harren, 1979)와 행동 특성

에 기반한 분류(Gati et al., 2010)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

으로 개인 특성에 기반한 진로의사결정유형과 행동 특성에 기반한 진로의사결정

유형의 분류 체계를 연도순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개인 특성에 기반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분류

가) Dinklage(1968)의 8가지 유형 분류

의사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한 시도는 

Dinklage(1968)의 연구를 최초로 볼 수 있다. 그는 학생들의 교육, 직업 및 기타 

일상적인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획형, 고민형, 지연형, 무기력형, 충동형, 직관

형, 숙명형, 동조형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Ⅱ-7> 참조). 

Dinklage(1968)이 제시한 8가지 유형 가운데 계획적 유형은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직관적 유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유형들은 진로를 결정

하는 데에서 대체로 비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Cook, Harren, 1979). 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분석은 분류된 의사결정행동이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에

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지지하여 주었으며,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향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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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형 결정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인정하나 결정을 위한 어떠한 것도 하지 못 함

충동형 다른 대안을 고려하거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대안을 선택함

직관형 기분이나 감성으로 진로를 결정함

숙명형 환경이나 운명에 진로를 결정함

동조형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정에 순응함

<표 Ⅱ-7> 계속

나) Arroba(1977)의 6가지 유형 분류

Dinklage(1968)의 연구 이후에도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을 유형화

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는데, Arroba(1977)는 Gellat 외(1972)가 제시한 8가

지 유형1)이 교육 현장에서의 개인이 가진 진로의사결정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만 활용되고, 실증 연구를 통해 각 유형의 특성과 차이점이 뚜렷이 

구명된 바가 없음을 그 한계로 지적하면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

를 시도하였다. 

Arroba(1977)의 연구는 특정한 의사결정 행동의 양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의사결정행동의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연령과 직

업을 가진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통해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

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목록화하고 이를 통해 6개의 가설적 유형을 도출하고, 

64명을 대상으로 가설적 유형이 적합한지를 군집분석을 통해 구명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사용에 대한 이 연구에서 Arroba(1977)는 의사결정유형을 

논리형(logical), 생각 없이 결정하는 형(no thought), 망설이는 형(hesitatnt), 감

정형(emotional), 순응형(compliant), 직관형(intuitive)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논리형’은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결정(the choice made on 

1) 충동적인(impulsive), 운명적인(fatalistic), 순응적인(compliant), 꾸물대는(delaying), 고민하는

(agonising), 계획적인(planning), 직관적인(intutitve), 마비된(par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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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of what is best)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에 따라 결정은 냉정하고 개

관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리형’에 대비되는 의사결정유형은 ‘생각 없이 

결정하는 형’이다. 이 유형은 결정의 상황이 반복적일 때 주로 발생하며, 의사

결정의 결과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심각한 고려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타난다. 

‘망설이는 형’은 의사결정자가 대안을 찾기 위한 최후의 순간을 연기하거나, 

최종적인 선택 이전에 수반되어야 할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감

정형’은 의사결정을 넞적으로 개인적인 선호나 감정에 의해 내리는 유형을 의미

한다. 즉,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바탕으

로 가장 본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유형이다. ‘순응형’은 상황

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또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기대에 부합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동성(passivity)이

다. 마지막 유형인 ‘직관형’은 논리적이거나 순응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외

적인 지향과는 반대로 선택의 기반을 내적인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

는 유형이다. ‘직관형’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오직 개

인의 감정, 올바름(rightness), 불가피성(inevitability)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의사결정의 과정 및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다) Harren(1979)의 3가지 유형 분류

다음으로 개인특성을 기반으로 진로의사결정을 유형화한 대표적인 학자인 

Harren(1979)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Dinklage(1968)의 진로의사

결정유형 분류를 재구조화하여 진로의사결정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Harren(1979)이 그의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의사결정의 모형은 정보를 조직하

고, 대안을 숙고하며, 일련의 행동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기술한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과정 모형은 과정, 특성, 과업, 조건이라는 네 개의 변수로 구성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특성 변수의 하위 요인인 ‘유형’의 구성요인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되어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연

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각 유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1)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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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인 내용

과정

지각 상황 속의 자신에 대한 평가

계획 탐색-정교화

전념 자아개념 체계의 통합; 강화; 액션 플래닝

시행 성공과 만족스러운 결과; 순응-자율성-상호의존성

특성

자아개념
정체성 차별화와 통합의 정도

자존감 평가의 측면: 자신에 대한 만족의 정도, 자신감의 정도

유형

합리적 객관적인 숙고 및 자기 평가

직관적 감정적인 자기인식 및 환상

의존적 책임에 대한 부정: 타인에 투영: 제한된 대안의 인식

과업

자율성
감정적인 지지에 대한 제한된 필요성; 수단; 협력적 상호의
존성

대인관계성숙 인내; 상호간의 믿음; 친밀감

목적성 편입; 진학, 생애 설계

조건
상호 평가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

심리상태
의사결정자의 불안 수준; 높은 불안에서의 방어적인 회피 
행동

과업 조건

내재성 시행 전에 활용가능한 시간의 양

대안 활용가능한 행동의 수

결과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맥락 조건

상호관계 중대한 타인의 공동 결정

지지 타인으로부터의 감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지

가능성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의 결정

자료: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p.121.

<표 Ⅱ-8> Harren(1979)이 제시한 진로의사결정의 과정 모형

리적 유형은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유형, (2) 직관적 유형은 감

정과 정서적인 만족을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유형, (3) 의존적 유형은 기대

와 타인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유형으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

(<표 Ⅱ-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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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en(1979)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의함’ 또는 ‘동의하

지 않음’을 선택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한국에서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측정은 고향자(1992)가 Harren(1979)의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도구를 번안하

여 응답방식을 선택형에서 4점 척도형(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측정한 것이 최초라고 볼 수 있다. 

고향자(1992)는 30문항으로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을 측정하였고, 그녀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α=0.78~0.84의 수준(합리

적 유형: 0.78, 직관적 유형: 0.83, 의존적 유형: 0.84)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측정도구의 세부 문항 내용은 다음의 

<표 Ⅱ-9>과 같다.

연번 내용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2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을 한다.

3
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거의 하지 않는
다.

4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 한
다.

5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지 고려한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다.

7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른다.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
을 한다.

10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11 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찰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의해 결정을 한다.

<표 계속>

<표 Ⅱ-9> 고향자(1992)의 진로의사결정검사의 세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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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1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13
나는 중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예상될 때,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다.

14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15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
펴본다.

16
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17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18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

20 나의 인기를 떨어뜨릴 의사결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2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 한다.

22
나는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신하고 싶기 때
문이다.

23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
다.

24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25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단계들로 본다.

26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27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
고 싶다.

28 나는 ‘이것이다’라는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릴 때가 종종 있다.

29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30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료: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

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9-111.

<표 Ⅱ-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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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인 특성에 기반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종합 및 논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개인의 비교적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이 개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진로의사결정유형

의 분류의 기본적인 가정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Dinklage(1968), 

Arroba(1977), Harren(1979)가 제안한 각각의 유형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

형을 판별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개인이 진로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를 바탕으로 하여 각 유형이 진로발

달의 단계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구명하기 위한 토

대를 제공하였다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Ⅱ-10>은 각 연구자들이 제안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분류를 종

합하여 제시한 것이다. 진로의사결정의 유형 분류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Dinklage(1968)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개인의 진

로의사결정유형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Dinklage(1968)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 왔는데, 그 초

점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Arroba(1977)의 연구에 기초를 제공한 Gallet 외(1972)는 Dinklage(1968)과 

같은 수의 8가지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지만, Arroba(1977)

는 이를 6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Harren(1979) 역시 기존의 유형 분류

를 재구조화하여 3개의 진로의사결정유형(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되게 진로의사결정이 진로발달의 맥락에

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은 

인식, 계획, 확신, 이행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이 만

족스럽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진로의사결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하

며, 개인의 진로의사결정능력은 3가지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으

로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유순화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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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유형 분류 특징

Dinklage 
(1968)

계획형, 고민형, 지연형, 
무기력형, 충동형, 

직관형, 숙명형, 동조형

Ÿ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최초의 유형 분류 시도
Ÿ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여러 종류의 의사결정
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함.

Arroba
(1977)

논리형, 생각 없이 
결정하는 형, 망설이는 
형, 감정형, 순응형, 

직관형

Ÿ Gallet 외(1972)가 제시한 의사결정유형 분류에 대
한 재구조화

Ÿ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제공하여, 추후 Gati 등(2010)
의 연구의 기초 마련

Harren
(1979)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Ÿ Dinklage(1968)의 8가지 유형 분류를 재구조화
Ÿ 진로발달의 맥락에서 개인이 가진 진로의사결정유
형의 특성을 개념화

<표 Ⅱ-10> 연구자별 진로의사결정유형 분류의 종합(연구 연도 순)

Harren(1979)의 3가지 진로의사결정유형 분류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대체로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입증 받아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류 방법으

로 여겨진다(Blustein, 1987; Kortas, Neimeye & Prichard, 1992; Phillips et al., 

1985; 2001; Scott & Bruce, 2007; Sovet & Metz, 2014, 고향자, 1992; 김계현, 

2013; 김성남, 2005; 유순화 외, 2004). 다만, 유형(style)이라는 단어는 연구 결

과를 해석하는 독자들에게 다소 혼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유형이라는 단어가 독자

들에게 주는 혼란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Harren(1979)이 제안한 진로의사결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따르면, 검사에 참여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을 하나의 유형으로 ‘판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 6번의 개정을 거친 진로

의사결정검사의 최초 판본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었으나(Johnson, 1987), 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3유형에 대하여 검

사 참여자가 2개 이상의 유형을 모두 높게 응답할 수 있다는 맹점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됨(Driver et al., 1990)에 따라, 더 이상 이 검사 도구는 판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개인이 인식한 각 유형별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높고 낮

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Harren(1979)이 

제시한 3가지 유형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특징으로 인하여 각 개인이 한 가지 유

형과 매칭될 것이라는 오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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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하위 변인에서 받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4). 

진로의사결정유형과 관련된 두 번째 혼란은 각 유형에 가치판단이 존재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진로의사결정유형과 관련된 가치판단은 특정한 유형(특히 합

리적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정을 근간으로 한다. Harren(1979)가 3가지 진로의사결정유형

을 최초로 제시한 연구에서의 각 유형별 설명을 보면, 합리적 유형은 자기실현

적인 의사결정자의 이상적 유형(the ideal of the self-actualizing decision 

maker)으로, 직관적 유형은 합리적 유형에 비해 덜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유형

(less likely to result in effective decision making than the rational style)

으로,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즉각적인 불안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만족과 충만의 부족을 유발하는 유형(reduce the 

immediate anxiety associated with decision making, it is likely to 

ultimately result in lack of fulfillment or personal satisfaction)으로 묘사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인 각 유형별 가치판단은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 

그 타당성을 입증되지는 못 하였고, 오히려 최근에는 의사결정의 상황과 맥락, 

그리고 의사결정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다만, 의존적 유형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에

서 개인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결과

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은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

낸다. 

마) 행동 특성에 기반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분류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는 아직 진로의

사결정유형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못 하다. 하지만 이

러한 분류체계는 기존의 개인특성에 기반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이 가지고 있던 몇

몇 한계들(① 개인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지배적인 특성 외에도 부차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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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secondary decision-making style)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② 다양한 생

애 역할 속에서 특정한 의사결정유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로 

인하여 개인의 행동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한다(Shiloh, Salton, Sharabi, 2002)

는 논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

겨진다.

행동 특성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분류를 최초로 시도한 학자는 Gati 등

(2010)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분

류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첫째,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구별하는 데에는 하나의 지배적인 특성보다는 다양한 특성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은 개인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맥락에 따른 고려가 부족함으로, 진로의사결정 행동에 있어 개인의 특성과 

각 상황에 따른 영향력(situational influence)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Gati 등(2010)은 7가지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다차원적 모형(the multidimensional model for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7가지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은 진로를 결정하는 

방법과 특성이 다르다. 둘째,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의 과정은 하나의 지배적인 특

성(single dominant charateristic)보다는 다차원적인 유형으로 보다 더 기술된

다. 셋째, 각 차원은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양극의 지표(two extreme poles) 

사이의 연속으로 기술된다. 넷째, 비록 차원들이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각 차원

들은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유형화하기 위한) 고유한 기여를 한다. 다섯째, 특

성을 기반으로 한 측정과 마찬가지로, 각 차원은 하나의 총점으로 합산될 수 없

다. 여섯째, 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극(one pole)은 진로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 다른 극보다 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일부 차원은 주로 개

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고, 다양한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몇몇은 

개인이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마주치는 상황이나 과업에 보다 의존한다. 

Gati 등(2010)은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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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을 고찰하여 총 40개의 유형으로부터 11개의 차원을 도출해 내었고, 이

를 통해 예비조사 및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개 차원, 36개 항목으로 이

루어진 진로의사결정유형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표 Ⅱ-11> 참조).

연번 내용

1 나는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2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나는 각각의 특성을 분석한다.

3 일반적으로, 나는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철저하다.

4
나는 내가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에 전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다; 운명과 행운이 나의 
미래 진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5 나는 많은 노력을 의사결정과정에 투자한다. 

6 나는 필수적인 정보를 모두 가진 후에도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7 나는 나의 진로결정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8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상의 없이 선택이나 결정을 내린다. 

9
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결정을 대신해줬으
면 한다.

10
나는 나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11
나는 나의 모든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다.

12
만약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전공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타
협하고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13 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14 나는 보통 대안들의 여러 특성을 비교한 후에 결정을 내린다.

15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대안을 충분히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

16
운명과 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나의 진로선택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17 나는 진로의사결정과정에 내 자신을 몰두시킨다.

18 나는 적절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19 나는 나의 진로의사결정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20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

<표 계속>

<표 Ⅱ-11> Gati 등(2010)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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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21 나는 혼자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책임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22 나는 결국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23 나는 나의 모든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24 만약 내가 나의 첫 결정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기꺼이 타협할 것이다.

25 내가 미래에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26 나는 보통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대안들을 비교한다. 

27 나는 보통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28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운명은 나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9 나는 결정을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30 나는 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

31 나는 가능한 한 의사결정과정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다.

32 나는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는다.

33 나는 나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34 내 주변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는 나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35 나는 나의 모든 포부를 만족시키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6
만약 내가 선택한 분야의 학위 과정에 진입하지 못 한다면 나는 타협하여 나에게 적합
한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다.

자료: Gati, I., Landman, S., Davidovitch, S., Asulin-Peretz, L., Gadassi, R. (2010). 

From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277–291. p.289.

<표 Ⅱ-11> 계속

4.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가.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국

외에서는 Blustein과 Phillips(1988)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의 연구에서는 개인 변인과 맥락 변인 중 맥락 변인 내에 진로의사결정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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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VDSI 척도를 활

용하여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한 결과,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적

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수록 더 많은 진로탐색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진로의사결정이론 및 연구에서 널리 받아들

여지던 통합적이고 비의존적인 접근 전략의 유효성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

였는데, 외향적(externally), 즉 타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의사결정에 반영

하는 사람이 내향적(internally)으로 의사결정에 접근하는 사람보다 반드시 더 

적은 탐색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하였다(Blustein & Phillips, 1998). 

다음으로 국내의 관련 연구는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를 살

펴이 연구(김성남, 2005)와 진로탐색행동과 유사한 개념인 진로준비행동과 진

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를 살펴이 연구(이현숙, 1998; 장기명, 1998)가 있다. 

김성남(2005)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였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유

형 중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이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현숙(1998)은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구명하

였는데, 합리적 유형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직관

적 유형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고, 의존적 유형의 경우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장기명(1998)은 합리적 의사결

정유형만이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직관적 진로

의사결정유형은 진로탐색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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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 진로의사결정유

형과 진로탐색행동 및 학교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진로

탐색행동은 종속변인으로, 진로의사결정유형과 학교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다음

의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학교 특성이 진로탐색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관한 가설적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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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1학년 103,954 33.5 

2학년 104,235 33.6 

3학년 102,410 32.9

성별
남성 56,861 55.5 

여성 45,549 44.5 

지역

대도시 45,777 44.7 

중소도시 39,223 38.3 

읍면지역 17,410 17.0 

계열

농업계 16,973 5.5 

공업계 140,991 45.4 

상업계 127,795 41.1 

가사 및 실업계 2,563 0.8 

수산 및 해양계 22,277 7.2 

계 310,599  100.0

주1) 음영은 이 연구의 대상인 3학년을 의미함.

주2) 계열의 경우 학년별 통계가 조사되지 않아 전 학년을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5). 교육통계연보. Retrieved from http://kess.kedi.re.kr

<표 Ⅲ-1> 전국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현황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5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

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

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중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

교만을 의미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

등학생은 전국 475개교, 102,410명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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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58,861명으로 전체 3학년 학생 중 55.5%를 차지하고 있고, 여학생은 45,549

명으로 44.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위치한 특성화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5,777명으로 44.7%를, 중소도시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9,223명으로 38.3%를, 읍면지역에 위치한 특성

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7,410명으로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의 1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표집

1) 표집크기

이 연구에서 사용될 통계 기법인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 방법과 집단을 분석

하기 위한 적정한 표집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추정과 표준오

차의 정확성을 위해 상위수준 분석대상인 학교의 표본 수를 최소 30개 이상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lein & Kozlowski, 2000). 또한 학교별로 최소 5명 

이상의 자료가 확보되어야 집단을 대표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Bliese, 

2000). 앞서 살펴본 특성화고의 계열을 고려하여 보면, 전체 계열 중 공업계와 

상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7%에 달한다. 모집단의 이러한 특성과 위에서 

언급한 최소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보면 30개 학교와 총 150명 이상의 표집이 

권장되고 있으므로, 회수율 및 무응답 자료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전체 표

본의 크기를 32개교, 640명으로 설정하였다.

2) 표집방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 및 학교 특성의 관계 

구명이라는 이 연구의 목적 달성과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층화군집비율표집을 

활용하여 표집을 실시할 것이다. 층화군집표집은 일반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집단 

내 차이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김현철, 1999). 현실적으

로 층화기준이 많을수록 표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역, 전공계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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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층화기준으로 삼아 표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조사된 교육통계자료

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생의 비율은 각각 

45,777명, 39,223명, 17,410명으로 약 1:1:0.5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고려하

여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소재지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

리한 뒤에 군집표집을 통해 대도시 13개교, 중소도시 13개교, 읍면지역 6개교에 

총 640명을 할당하였다. 계열별 학생의 비율은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

(16,973명, 5.5%)를 1로 두었을 때, 공업계(140,991명, 45.4%), 상업계

(127,795명, 41.1%), 가사 및 실업계(2,563명, 0.8%), 수산 및 해양계(22,277

명, 7.2%)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이 각 1:8.3:7.5:0.2:1.3 가량이다. 즉 공업계열

과 상업계열 및 기타 계열의 비율이 약 8:7:3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표집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열을 기준으로 

32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농업계 특성화고 3개, 공업계 13개, 상업계 12개, 가사 

및 실업계 2개, 수산 및 해양계 2개 고등학교를 표집하였다. 학생들의 성비는 남

학생이 55:5%, 여학생이 44.5%이므로 표집 시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여 5:5에서 

6:4의 비율을 고려하였다. 학교 특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설문조사에 협조한 

각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특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림 Ⅲ-2] 층화군집비율표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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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조사대상1)

진로탐색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Ⅰ-17~28 12 학생

직업에 대한 탐색 Ⅰ-1~16 16 학생

진로의사결정유형

합리적 유형
Ⅱ-1, 3, 5, 10, 13, 
15, 17, 22, 25, 27

10 학생

직관적 유형
Ⅱ-2, 7, 8, 11, 16, 
19, 21, 23, 28, 30

10 학생

의존적 유형
Ⅱ-4, 6, 9, 12, 14, 
18, 20, 24, 26, 29

10 학생

학교특성
학교 계열 - 1 -

학교 소재지 - 1 -

주1) 조사대상이 ‘-’로 표시되어 있는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파악하였음.

<표 Ⅲ-2> 측정도구의 구성

3. 측정도구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 진로의사결정유

형 및 학교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전체적인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음의 <표 Ⅲ-2>

와 같다.

가. 진로탐색행동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동

선(2003)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진로탐색행동 검

사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측정도구의 바탕이 

되는 최동선(2003)이 개발한 진로탐색행동 측정 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는 기존에 개발된 진로탐색행동 측정 도구의 문항을 수집하고, 대학 재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행동과 관련하여 과거 수행한 경험, 현재 수행하고 있

는 행동, 앞으로 수행할 계획을 응답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진로



- 45 -

탐색행동을 수집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총 39개의 진로탐색문항을 개발한 후,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별 문항-총점 상관계수, 요인구조와 문항별 요인

적재량 등의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11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동선(2003)의 진로탐색행동검사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12개 문항은 자신에 대한 탐색에 관한 문항이고, 16개 문항은 직업에 대

한 탐색에 관한 문항이며, 5단계의 Likert 척도(‘1: 거의 하지 않았다’~‘5: 

매우 많이 하였다’)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탐색행동 점수는 응답자 반응의 평

균을 통해 산출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여러 매체와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행동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본조사를 통해 보고된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 진로탐색행동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각각 0.85, 0.91, 0.93이다. 

기존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활용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부록1】에 별도로 제시하였고,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에 대하여 

관련 전공 박사 2명의 검토를 받고, 3개교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90명을 대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예비조사에 따

른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특성화고등학생용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Cronbach α값은 .936으로 높은 수준의 문항 간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후 문항의 하위요인의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며, 추출 요인의 수는 진로탐색행동

의 하위 요인의 수와 같은 2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대체적으로 문항들이 기존에 

최동선(2003)이 설정한 하위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여 비교적 만족스러

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활용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용 진로탐색행동 측정도

구는 직업에 대한 탐색과 자기에 대한 탐색의 2가지 하위 요소로 각각 12, 1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탐색 전체 및 각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일치도와 

요인적재량은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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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
(n=90)

본 조사
(n=604)

내적일치도 요인적재량 내적일치도 요인적재량

진로탐색행동 전체 28 .936 .951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12 .887 .761 .909 .758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16 .900 .649 .927 .652

<표 Ⅲ-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나. 진로의사결정유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ren(1978)

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검사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이 의사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하위 척도에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응형식은 ‘그렇다/아니다’의 지위척도로 응답하

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로 변환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고향자(1992)의 도구가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임을 감안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예비조사에 따른 신뢰도를 측정한 결

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용 진로의사결정유형 측정도구는 Cronbach α값은 

.878로 높은 수준의 문항 간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항의 하

위요인의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

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며, 추출 요인의 수는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의 수와 

같은 3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활용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용 진로의사결정유형 측

정도구는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직관적 의사결정유형, 의존적의사결정유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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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하위 요소로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의사결정유형 전체 및 

각 의사결정유형별 내적일치도와 요인적재량은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구분 문항 수

예비조사
(n=90)

본 조사
(n=604)

내적일치도 요인적재량 내적일치도 요인적재량

진로의사결정유형 전체 30 .878 .911

합리적 의사결정유형 10 .862 .675 .887 .640

직관적 의사결정유형 10 .852 .516 .869 .583

의존적 의사결정유형 10 .840 .527 .858 .500

<표 Ⅲ-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 측정도구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표집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발송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교사가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설문지를 발송하기 전에 설문에 대한 정보와 설문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

고, 설문 시 유의사항 및 설문의 절차 등과 관련된 안내서를 설문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현재까지 32개 특성화고등학교에 각 2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여, 총 

640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 중 625가 회수되었으며, 하나의 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하거나 전체 문항을 동일하게 응답한 불성실 응답자료 21부를 제

외하여 604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유효자료율은 94.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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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Windows SPSS 21.0 및 Mplu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빈

도와 평균, 백분율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

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의 존재 여부를 구명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각 잠재집단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의 수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 통계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가설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직관적 의사결정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상관분석
회귀분석

가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이다.

2-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로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잠재집단분석
분산분석

<표 Ⅲ-5>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 분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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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의 특성

연구 분석에 사용된 604명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Ⅳ-1>과 같

다. 전체 604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학생은 371명(61.5%), 여학생은 233

명(38.5%)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약 6:4 정도를 유지하였다. 학교 소

재지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51명(41.6%), 중소도시

에 재학 중인 학생이 247명(40.9%), 읍면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이 106명

(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41명으로 39.9%를 차지하였으며, 이 외에 상업계열 학생이 229명

(37.9%), 기타계열 학생이 134명(22.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371 61.4

여학생 233 38.6

학교 소재지

대도시 251 41.6

중소도시 247 40.9

읍면지역 106 17.5

학교 계열

공업계열 241 39.9

상업계열 229 37.9

기타계열 134 22.2

계 604 10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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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찰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량

1)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기술 통계

다음의 <표 Ⅳ-2>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응답 가

능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진로탐색행동 전체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은 

2.53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이나 자신에 대한 탐색을 지난 6개월 동안 보통 수

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신에 대한 탐색의 평균이 2.76

로, 직업에 대한 탐색의 평균인 2.3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특성

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직업에 대한 탐색보다 자신에 대한 탐색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유형(2.51), 직관적 유형(2.35), 의존적 유형

(2.12)의 순으로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이 진로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 가지 유

형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여러 유형을 고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응답 가능 범위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 전체 2.53 .772 1~5

직업에 대한 탐색 2.35 .801 1~5

자신에 대한 탐색 2.76 .845 1~5

진로의사결정유형

합리적 유형 2.51 .569 1~4

직관적 유형 2.35 .571 1~4

의존적 유형 2.12 .562 1~4

<표 Ⅳ-2>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응답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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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관찰 변인의 수준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과 같다. 진로탐색행동 전체 수준의 

평균은 남학생은 2.53, 여학생 2.59로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t검정 결

과,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에 

대한 탐색 수준의 평균과 자신에 대한 탐색 수준의 평균 각각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탐색행동 전체
남학생 371 2.53 .835

-.682
여학생 233 2.59 .661

직업에 대한 탐색
남학생 371 2.38 .868

-.127
여학생 233 2.39 .685

자신에 대한 탐색
남학생 371 2.74 .883

-.134
여학생 233 2.87 .066

<표 Ⅳ-3> 성별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 검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진로의사결정유형 전반

에 걸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으나, t검정 결과 합리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의 경우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관적 유형의 경우 남학생(2.44)이 여학생(2.29)보다 높

게 응답한 평균의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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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합리적 유형
남학생 371 2.46 .52149

1.589
여학생 233 2.39 .46509

직관적 유형
남학생 371 2.44 .57708

3.061*
여학생 233 2.29 .54969

의존적 유형
남학생 371 2.24 .53214

.741
여학생 233 2.21 .48746

주: * P<0.01

<표 Ⅳ-4> 성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 검증 결과

3) 학교 소재지에 따른 관찰 변인의 수준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먼저, 학교 소재지별

로 진로탐색행동 전체의 평균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이 진로탐색행동이 가장 활

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3.19)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대도시(2.40)와 중소도

시(2.39) 순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29.509,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에 관한 학교 소재지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

탐색행동 전체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의 ‘직업에 대한 탐색’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3.07)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대도시(2.22)와 중소도시

(2.19) 순으로 나타났는데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32.552, p<0.01),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

신에 대한 탐색’ 행동에 대한 학교 소재지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두 

요인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서의 ‘자신에 대한 탐색’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3.36),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평균 2.65로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 역시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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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8.432,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진로탐색행동 전체

대도시 251 2.40 .682

29.509*중소도시 247 2.39 .767

읍면지역 106 3.19 .684

직업에 대한 탐색

대도시 251 2.22 .713

32.552*중소도시 247 2.19 .774

읍면지역 106 3.07 .694

자신에 대한 탐색

대도시 251 2.65 .779

18.432*중소도시 247 2.65 .857

읍면지역 106 3.36 .768

주: * P<0.01

<표 Ⅳ-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차이 검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구명

하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6>과 같다. 먼저, 각 진로

의사결정유형 모두 학교 소재지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합리적 유형의 경우 읍면지역(2.63), 중

소도시(2.47), 대도시(2.3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15.701, p<0.01),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관적 유형의 경우 읍면지역(2.54), 중소

도시(2.43), 대도시(2.2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10.831, p<0.01), 이

러한 평균의 차이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 셋째, 의존적적 유형의 경우 읍면지역(2.38), 중소도시(2.29), 대도시

(2.11)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14.375, p<0.01),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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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합리적 유형

대도시 251 2.32 .48368

15.701*중소도시 247 2.47 .52150

읍면지역 106 2.63 .42010

직관적 유형

대도시 251 2.26 .51667

10.831*중소도시 247 2.43 .57878

읍면지역 106 2.54 .61994

의존적 유형

대도시 251 2.11 .47547

14.375*중소도시 247 2.29 .52583

읍면지역 106 2.38 .51826

주: * P<0.01

<표 Ⅳ-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 차이 검증 결

과

4) 학교 계열에 따른 관찰 변인의 수준 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평균 차이를 구명하

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먼저, 학교 계열

별로 진로탐색행동 전체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타계열이 진로탐색행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3.08)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상업계열(2.62)와 공

업계열(2.48) 순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5.614,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에 관한 학교 계열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진로탐

색행동 전체와 마찬가지로 기타계열의 ‘직업에 대한 탐색’이 가장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는 것(2.97)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상업계열(2.40)와 공업계열

(2.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F=6.064, p<0.01),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 행동에 대한 

학교 계열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두 요인과 마찬가지로 기타계열의 

‘자신에 대한 탐색’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22), 그 뒤로 상업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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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과 공업계열(2.7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점수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18.432, p<0.01), Scheffe 사후검

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진로탐색행동 전체

공업계열 241 2.48 .828

5.614**상업계열 229 2.62 .596

기타계열 140 3.08 .611

직업에 대한 탐색

공업계열 241 2.31 .857

6.064**상업계열 229 2.40 .639

기타계열 140 2.97 .561

자신에 대한 탐색

공업계열 241 2.71 .887

4.134*상업계열 229 2.90 .717

기타계열 140 3.22 .742

주: * P<0.05, ** P<0.01

<표 Ⅳ-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차이 검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평균 차이를 구명하

기 위하여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8>과 같다. 먼저, 학교 계열

별로 각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대체로 기타계열, 상업계열, 공

업계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합리적 유형의 경우 기타계열

(2.53), 상업계열(2.42), 공업계열(2.40)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3.364, 

p<0.01),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관적 유형의 경우 기타계열(2.49), 

상업계열 및 공업계열(2.35)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3.089, p<0.01), 이

러한 평균의 차이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의존적적 유형의 경우 기타계열(2.32), 상업계열(2.24), 대

도시(2.1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F=3.125, p<0.01), 이러한 평균의 차이

는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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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합리적 유형

공업계열 241 2.40 .51157

3.364*상업계열 229 2.42 .49069

기타계열 134 2.53 .49094

직관적 유형

공업계열 241 2.35 .56994

3.089*상업계열 229 2.35 .56898

기타계열 134 2.49 .56567

의존적 유형

공업계열 241 2.18 .51201

3.125*상업계열 229 2.24 .50763

기타계열 134 2.32 .52552

주: * P<0.01

<표 Ⅳ-8>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계열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 차이 검증 결과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대한 가설

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의사결정의 3가지 

하위요인과 진로탐색행동의 3가지 하위요인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우선 실시한 

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요인들에 대해서는 각 진로의사결정유형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가설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직관적 의사결정유형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 부

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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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상관관계를 제시

하면 다음의 <표 Ⅳ-9>와 같다. 진로탐색행동 전체와 하위요인 2개 및 진로의

사결정유형의 3가지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행동 전체는 합

리적 유형(r=.579, p<0.01), 직관적 유형(r=.495, p<0.01), 의존적 유형

(r=.267, p<0.01)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탐색 

역시 합리적 유형(r=.529, p<0.01), 직관적 유형(r=.473, p<0.01), 의존적 유

형(r=.233, p<0.01)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에 대한 

탐색 또한 합리적 유형(r=.566, p<0.01), 직관적 유형(r=.459, p<0.01), 의존

적 유형(r=.275, p<0.01) 모두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1 2 3 4 5 6

1. 진로탐색행동 전체 1 　 　 　 　 　

2. 직업에 대한 탐색 .955** 1 　 　 　 　

3. 자신에 대한 탐색 .926** .772** 1 　 　 　

4. 합리적 유형 .579** .529** .566** 1 　 　

5. 직관적 유형 .495** .473** .459** .434** 1 　

6. 의존적 유형 .267** .233** .275** .350** .425** 1

주: * P<0.05, ** P<0.01

<표 Ⅳ-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상관관계 

진로탐색행동 전체와 하위요인 두 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인 의사결정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탐색행동 전

체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이 회귀 모형의 

F값은 66.263으로, p값이 0.05이하였고, 설명량(R2)은 40.3%인 것으로 나타났

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의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 중에 합리적 의사결정유형(t=8.813, β=.453)과 직관적 의사결정유형

(t=5.796, β=.308)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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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R2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

합리적 유형 .403 .616 .453 8.813*

직관적 유형 .417 .308 5.796*

의존적 유형 -.031 -.023 -.442

상수 .071 　 .372

R2=.409 F=66.263
주: * P<0.05, ** P<0.01

<표 Ⅳ-1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업에 대한 탐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이 회귀 모형의 F값은 52.511으로, p값이 0.05이하였고, 설명량(R2)은 

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합리적, 직관적, 의존

적의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 중에 합리적 의사결정유형(t=.408, β=.076)과 직

관적 의사결정유형(t=.314, β=.44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변인 ∆R2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

합리적 유형 .354 .575 .076 .408*

직관적 유형 .441 .078 .314*

의존적 유형 -.062 .076 -.044

상수 .005 　 .026

R2=.354 F=52.511
주: * P<0.05, ** P<0.01

<표 Ⅳ-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직업에 대한 탐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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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탐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2>와 

같다.  이 회귀 모형의 F값은 57.801으로, p값이 0.05이하였고, 설명량(R2)은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합리적, 직관적, 의존

적의 세 가지 의사결정유형 중에 합리적 의사결정유형(t=.451, β=.078)과 직

관적 의사결정유형(t=.260, β=.08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표 Ⅳ-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자신에 대한 탐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R2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

합리적 유형 .370 .670 .078 .451*

직관적 유형 .385 .081 .260*

의존적 유형 .010 .079 .007

상수 .159 　 .739

R2=.377 F=57.801
주: * P<0.05, ** P<0.01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석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잠재집단분석에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과 잠재집단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이 있다. 이 둘은 잠재집단을 군집화하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측정 변수가 범주형 자료일 경우에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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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계층분석(LCA)을 사용하고, 측정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는 잠재프로

파일분석(LPA)을 활용한다. 이 두 분석방법을 연구자에 따라 잠재프로파일분석

과 잠재집단계층분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잠재집단분석으

로 통칭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을 잠재집단분석이라고 명명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분석(LPA)을 실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이 존

재할 것이다.

잠재집단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13>과 같다. 집단 수 결정 기준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AIC와 수정 적합도 

지수인 SSA-BIC의 값이 집단의 수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집단 분류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을 보면, 집단의 수가 많아질수록 1에서 멀어짐에 따라 집단 간의 분류가 불

확실해짐을 알 수 있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LMR 값을 확인

하여 보면, 집단이 4개 이상일 때,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연구자가 설정하였던 

0.05보다 높은 값(0.6696)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IC와 SSA-BIC의 수치가 

집단이 많아질수록 낮아지고, Entropy 값이 집단의 수가 많아질수록 1에서 멀

어지지만, K개의 집단이 K-1개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나타내

는 LMR 값을 기준으로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는 3개라고 볼 수 있다. 집단 3을 기준으로, 각 집단에 할

당된 사례 수는 각각 271명(집단 1), 195명(집단 2), 138명(집단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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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AIC 44790.544 41936.262 40961.076 40395.172

BIC 45054.759 42336.987 41498.312 41068.919

SSA-BIC 44864.274 42048.085 41110.992 40583.182

Entropy 0.925 0.922 0.898

LMR
값 2901.665 1031.987 624.757

p값 0.0000 0.0402 0.6696

사례
수 
비율

집단1 - 313 0.51821 271 0.44868 159 0.26325

집단2 - 291 0.48179 195 0.32285 166 0.27483

집단3 - 138 0.22848 114 0.18874

집단4 - 165 0.27318

집단5 -

<표 Ⅳ-13> 잠재적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각 집단 수별 적합도와 사례 수 비율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3, 즉 3개의 집단에 할당된 잠재 집단별 할

당 확률의 평균은 다음의 <표 Ⅳ-14>와 같다. 집단 1에 할당된 사례 수는 271

명(44.9%), 집단 2는 195명(32.3%), 집단 3은 138명(22.8%)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각 집단 모두 할당 확률 평균이 95%(집단1: 98%, 집단2: 95.3%, 집단

3: 96.1%)를 넘어, 분류된 응답자들이 해당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재집단
사례 수

(잠재집단의 크기)

잠재집단별 할당 확률 평균

집단 1 집단 2 집단 3

1 271 0.44868 0.980 0.016 0.004

2 195 0.32285 0.027 0.953 0.020

3 138 0.22848 0.005 0.034 0.961

<표 Ⅳ-14> 집단 3에 할당된 잠재 집단별 할당 확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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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

라 3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

을 채택하였다. 추가로, Harren(1979)이 제시한 진로의사결정의 3가지 유형(합

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에서의 잠재집단별 평균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는 다

음의 <표 Ⅳ-15>와 같다. 먼저, 잠재집단 1은 직관적 유형으로 응답한 수준이 

2.1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합리적 유형 및 의존적 유형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대체로 전체 유형을 모두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 2는 

합리적 유형의 수준이 2.75로써, 직관적 유형(2.24)과 의존적 유형(2.32)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잠재집단 3은 직관적 유형(3.08)으로 응답한 수준

이 합리적, 의존적 유형으로 응답한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전체 유형에 있

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 

측정도구임을 감안하여볼 때, 잠재집단 1은 모든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뚜렷이 나

타나지 않는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잠재집단 2는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잠재

집단 3은 모든 유형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활발히 활용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집

단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구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잠재집단 1 1.99 2.13 1.87

잠재집단 2 2.75 2.24 2.32

잠재집단 3 2.87 3.08 2.82

<표 Ⅳ-15> 잠재집단별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평균

<표 Ⅳ-15>에서 나타난 평균 간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6>과 같다. 분석 결과, 각 잠재집단

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별 평균의 차이는 유의수준 0.05 이하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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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학생 여학생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166
(44.7)

105
(45.1)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111
(29.9)

84
(36.1)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
94

(25.3)
44

(18.9)

계
371

(100.0)
233

(100.0)

<표 Ⅳ-17> 성별에 따른 각 의사결정 집단 분포

나, 잠재집단에 따른 유형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구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합리적 유형

집단-간 98.708 2 49.354

562.511*집단-내 52.731 601 .088

합계 151.439 603

직관적 유형

집단-간 87.484 2 43.742

241.528*집단-내 108.844 601 .181

합계 196.327 603

의존적 유형

집단-간 84.924 2 42.462

339.711*집단-내 75.122 601 .125

합계 160.046 603

주: * P<0.01

<표 Ⅳ-16> 각 잠재집단별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7>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에 속

하는 비율이 약 45%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합

적 의사결정 집단보다는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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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잠재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8>와 같으나, 양측 검정 결과 유의수준보다 높은 유

의확률(.115~.307)을 보여, 성별에 따른 잠재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성별

전체
남학생 여학생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빈도 166 105 271

기대빈도 166.5 104.5 271.0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빈도 111 84 195

기대빈도 119.8 75.2 195.0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
빈도 94 44 138

기대빈도 84.8 53.2 138.0

전체
빈도 371 233 604

기대빈도 371.0 233.0 604.0

<표 Ⅳ-18> 성별에 따른 잠재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χ2 검정 결과

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 진로탐

색행동의 수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로 진

로탐색행동의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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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LSD

진로탐색행동 
전체

(a)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271 2.22 .669

67.369 a<b<c(b)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195 2.66 .727

(c)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
138 3.06 .728

직업에 대한 
탐색

(a)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271 2.07 .718

56.289 a<b<c(b)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195 2.46 .722

(c)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
138 2.87 .795

자신에 대한 
탐색

(a)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271 2.43 .766

60.970 a<b<c(b)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195 2.93 .811

(c)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
138 3.30 .751

<표 Ⅳ-19> 잠재집단별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다음의 <표 Ⅳ-19>는 각 잠재집단별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의 차이를 구명하

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진로탐색행동 전반(진로탐색행동 전체, 직

업에 대한 탐색, 자신에 대한 탐색)에 걸쳐 높은 수준의 탐색 수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 행동 전체에 대한 평균은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2.22,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2.66,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 3.0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LSD 사후 분석 결과 유의확률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한 탐색에 대한 평균은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이 2.07, 합리

적 의사결정 집단이 2.46,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이 2.8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LSD 사후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자신에 대한 탐색 수준은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이 2.43, 합리적 의사결정 집

단이 2.93,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이 3.30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정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 66 -

4. 논의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

이 연구를 통해 구명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평균은 

2.53으로, 보통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성

남, 정철영(2005)의 연구 결과인 2.30,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

의 평균인 2.44(곽민호, 2012), 4년제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평균인 

2.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 수준보

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러한 연

구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보다는 취업을 강조함에 따라 취업에 필

요한 통합적인 진로탐색행동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

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직접적인 취업과의 관련성이 

낮은 저학년(전문대학생의 경우 1학년, 대학생의 경우 1, 2학년)을 모두 포함하

였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졸업 학년인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이 연

구보다 낮은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차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의사결

정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수준의 차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의 학생일수록 높은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

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진로탐색행동 수준과 유의미한 관



- 67 -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유형을 가진 학생이 체계적으로 진로탐

색행동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은 개인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체

계적으로 접근할수록 더 많은 탐색행동을 한다는 Blustein과 Phillips(198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직관적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보일수록 높은 진로탐색행동 수준을 보인다는 것은 

진로탐색행동이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과정만을 통해서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생활이나 일 경험을 통한 우연적이거나 비체

계적인 탐색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성남, 정철영, 

2005; 최동선, 2003).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이라는 

이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집단분석(LPA)을 실시한 결과, 진로의

사결정유형에 따른 3개의 잠재집단이 도출되었다. 3개의 잠재집단을 

Harren(1979)이 제시한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참고하여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 모두를 낮게 응답한 집단),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합리적 유형을 높게 응답하고, 나머지 두 유형을 0.4 이상 낮게 응답한 집단),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 모두를 높게 응답한 집단)으

로 구분하였다. 

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별 진로탐

색행동 수준의 차이

성별에 따른 각 잠재집단에서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

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각 잠재집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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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행동 수준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이 진로탐색 행동 전반에 걸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합리적 의사

결정 집단이 그 다음으로,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

행동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이 진로탐색행동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을 모두 

사용할수록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Harren(1979)

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중에는 합리적 유형이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잠재집단별로 각 진로의사결정유형

에 대한 응답 수준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해당 유형의 의사결정방법을 통

합적 또는 회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아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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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을 구명하고,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를 구명하며,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변인 간의 관계 및 잠재집단

의 존재 여부를 구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5년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102,410명이다. 이에 따라 층화군집비율표집을 활용하여 32개교, 각 교당 20명

의 학생을 표집하여 6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특성화고

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과 관련 있는 기준 변수로 집단을 층화하여 비율

을 고려한 수치이며, 주요 층화 기준은 학교 소재지, 계열 및 성별이었다. 

조사 도구는 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 학교 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변

인의 조사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는 최

동선(2003)이 개발한 도구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자신에 대한 탐색 12문항, 직업에 대한 탐색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정된 문항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본 조사에 활용하였으

며, 본 조사에 활용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9~.951이다. 진로의사결

정 측정도구는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검사 도구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맥

락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의사

결정유형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정된 문항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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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여 본 조사에 활용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58~.911

이다. 추가로 학교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조사 문항은 학교 소재지, 학교 

계열, 성별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현재 기준으

로 배포한 640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625부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604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판단은 

유의수준 5%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합리적 의사결정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직관적 의사결정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은 의존적 의사결정유형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3가지 잠재집단이 확

인되었으며, 각 잠재집단은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 통합

적 의사결정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따른 잠재집단별 진로탐색행

동의 수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은 고등교육기관

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비하여 낮지 않다. 이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중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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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계속 교육에서 종

국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이 합리적이거나 직관적일 경

우 진로탐색행동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진

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또는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직관적인 의사결

정은 단기간의 진로의사결정에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얻게 되는 직장이 향후 직업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직관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직

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수록 그 결과의 영향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활발하게 

행동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의사결정유형 측정 도구가 개인의 진로의사결

정유형을 판별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유형화하

기 위하여 잠재집단을 분석한 결과, 회피적, 합리적,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이 도

출되었다.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은 각 유형의 의사결정 방법을 모두 높은 수준

으로 활용하는 집단이며, 이 집단은 진로탐색행동 또한 다른 두 집단보다 활발

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합리적 의사결정 집단은 통합적 의사결정 집단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적 의사결정 집단은 진로탐색행동 전반에 

걸쳐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색행동을 수행함에 있

어 선행되어야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통합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진로탐색행동의 

가치와는 별개로 보다 활발한 탐색 행동을 실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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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는 기존의 대학생용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측정도구의 측면에서 외적인 행동 외에 학생들의 내적인 진로탐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학술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리라 판단

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인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종속변인인 진로탐

색행동의 관계에서 다양한 조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필

요가 있다.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는 부모의 애

착 정도, 사회적 지지 및 개인의 성격 특성 등을 조절변인으로 한 연구가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의 진로지원에 대한 측정도구를 별도로 개발하여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단위 학교의 진로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보다 활발한 진로탐색행동을 할 수 있는 지를 구명한다면, 차후 학

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학교의 진로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제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서두에 언급하였다시피 이 연구에 활용된 진로의사결정유형 도구는 개

인의 유형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도구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지를 확인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따른 3개의 잠재집단(회피적, 합리적, 통합적)이 확인되었지만, 후속 연구를 통

해 다양한 수의 잠재집단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특성화고등

학교 학생의 진로의사결정 과정 또는 방법을 유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개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 개인

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진로의

사결정의 유형이나 진로결정수준 또는 진로발달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

펴보는 연구가 수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의 진로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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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자체로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관련 연구들

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아닌 진로의사결정행동을 변인으

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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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설문지

특성화고등학교학생의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에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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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

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진로탐색행동의 빈도와 진로탐색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

서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학교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로탐색행동, 진로의사결정유형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솔직하고 성

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연구

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0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

문지는 분석할 수 없습니다. 본 설문 자료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여러분들의 사적 정보는 절

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나 제언은 아래 연구자의 이메일 주소로 주시길 바

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협조해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임 정 훈

지도교수 정 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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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1.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
기 위하여 관련된 직장이나 기관의 담당자에게 
편지나 전자우편을(E-mail)을 보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를 찾아가 참관하였다.

1 2 3 4 5

3.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전문상담가
에게 상담을 받았다.

1 2 3 4 5

4. 진로상담이나 특강 등에 참여하여 관심 있는 직
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1 2 3 4 5

5. 선생님을 찾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직업이나 직
장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1 2 3 4 5

6. 관심 있는 분야의 회사나 관련 기관을 직접 방
문해 보았다.

1 2 3 4 5

7.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소
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청하였다.

1 2 3 4 5

<보 기>

만약 당신이 ‘지난 6개월 동안 과제 준비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에 비교적 자주 방

문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상당히 하였다”에 ○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과제 준비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1 2 3 ④ 5

다음은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동을 나열한 것

입니다. 각각의 문항에 나타난 행동들을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자주 실행하

였는지를 다음의 [보기]를 참고하여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의 수행 

정도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실제 자신이 수행한 정도를 성심성의껏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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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8. 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을 소개한 기사나 자료
를 찾아서 유심히 읽어보았다.

1 2 3 4 5

9. 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
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를 찾아서 시청
하였다.

1 2 3 4 5

10.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
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1 2 3 4 5

11. 관심 있는 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해당 분야의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 2 3 4 5

12.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직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서나 홍보물, 팜플렛 등을 읽
어보았다.

1 2 3 4 5

13.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실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앞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실전 경험을 다양하게 쌓았다.

1 2 3 4 5

14. 관심 있는 분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
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1 2 3 4 5

15. 관심 있는 직업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구하였다.

1 2 3 4 5

16.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하여 대학의 취
업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정보를 탐색하였다.

1 2 3 4 5

17.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1 2 3 4 5

18.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
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1 2 3 4 5

19. 지난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1 2 3 4 5

20. 학교 선생님이나 그 밖의 상담기관의 전문상담
가를 찾아가 나의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를 상
담 받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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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하지 
않았다

약간 
하였다

어느 
정도 
하였다

상당히 
하였다

매우 
많이 
하였다

21. 형제, 자매, 또는 사촌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
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2 3 4 5

22. 인터넷을 이용하여 나의 적성,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온라인 심리검사를 받아
보았다.

1 2 3 4 5

23. 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 2 3 4 5

24. 인터넷을 통하여 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
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았다.

1 2 3 4 5

25. 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2 3 4 5

26.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 
보았다.

1 2 3 4 5

27.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1 2 3 4 5

28. 한 인간으로써의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
각해 보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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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
적으로 한다.

1 2 3 4

2. 나는 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매우 독특하게 의사결정
을 한다.

1 2 3 4

3. 나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
요한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

1 2 3 4

4.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친구들이 나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매우 중요시 한다.

1 2 3 4

5.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과까
지 고려한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
기가 힘들다.

1 2 3 4

7.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1 2 3 4

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른다.

1 2 3 4

9.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
각하느냐에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한다.

1 2 3 4

10.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

1 2 3 4

Ⅱ. 진로의사결정유형 측정도구

다음은 앞으로의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전공 및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 위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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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11. 나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찰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에 의해 결정을 한다.

1 2 3 4

12. 나는 친한 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는 의사결
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1 2 3 4

13. 나는 중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예상될 때, 그것을 계
획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1 2 3 4

14. 나는 의사결정을 못한 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1 2 3 4

15.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
인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1 2 3 4

16. 나는 의사결정에 관해 실제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갑
자기 생각이 떠오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1 2 3 4

17.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1 2 3 4

18.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의 많은 격려와 지
지를 필요로 한다.

1 2 3 4

19.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으로 결정
을 한다.

1 2 3 4

20. 나의 인기를 떨어뜨릴 의사결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21.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예감 또는 육감을 중요시 한
다.

1 2 3 4

22. 나는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올
바른 의사결정임을 확신하고 싶기 때문이다.

1 2 3 4

23. 어떤 의사결정이 감정적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나는 그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본다.

1 2 3 4

24.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

1 2 3 4

25. 종종 내가 내린 각각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목표를 
향한 진보의 단계들로 본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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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아주 
그렇다

26.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친구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
면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1 2 3 4

27.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그 결정을 함으로써 생
기는 결과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다.

1 2 3 4

28. 나는 “이것이다”라는 느낌에 의해 결정을 내릴 때
가 종종 있다.

1 2 3 4

29. 대개의 경우 나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1 2 3 4

30.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을 갖기 
보다,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가 자주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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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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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y Jung-Hoon Lim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5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was examined: Firs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Second, to investigate the latent profil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



- 92 -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all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graduate-to-be 

students in the schools. this study carried out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considering gender, ratio of each schools’ 

location and students’ major. Through this process, 640 students from 

32 differen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sampled.

As for the instrument of investigation,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general characters such as gender, schools’ location and students’ 

major.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by using the SPSS 21.0 and 

Mplus6.12, utilizing descriptive statistics like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χ

2 test,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 alpha level of 5% was established prior to 

determining significance in inferential stat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ational decision-making style was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intuitive decision-making style was positively related to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individuals with more rational and intuitive 

decision-making style are likely to perform more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Third, dependent decision-making style was not statistically 

related to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ourth, latent profile by career decision-maki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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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theoretical structure, each group could be named 

as: Type 1 is an integrative decision-making group, Type 2 is a 

rational decision-making group, and Type 3 is a evasive 

decision-making group.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each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future research.

First, following studies should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Because this study was first time to 

apply the revised instru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 fo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following studies should examine the mediate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hird,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re are three latent decision-making 

group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following 

studies should identify more various latent group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 in the way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tyle and discuss the result of the latent groups of each studies 

including the groups suggested in this study.  

Fourth, this study viewed individual’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re generally unchangeable. However some studies have insisted that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are changeable and they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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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the action of deciders. So, it is needed to conduct some 

studies sett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files as dependent 

variable.

주요어: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exploration 

behaviour,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latent profile 

analysis

학  번: 2013-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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