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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년

이 혜 정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

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

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 구명,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구명이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특성화고 학생 전체이며 코로나19 이

후 1년 이상 원격수업을 경험한 2, 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전국의 특성화고를 지역별, 계열별 학교 수 비율에 따라 나

누고 30개교를 선정하여, 학생 6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학교방문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580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554부를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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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모두 8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준비행

동 23문항, 불안은 20문항, 교사학생관계는 21문항, 원격수업만족

도는 15문항으로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요인인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가

구의 월 수입을 묻는 3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4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표준화한 뒤 합산

하여 단일 척도로 사용하였다. 도구는 특성화고 교사 3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

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추리통계에

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

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81, 

p<.05). 교사학생관계도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4, p<.001). 원격수업만족도 역시 취

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

=.281, p<.001). 둘째,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474). 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0113)와 교사학생관계(.1053)는 원격수업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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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은 취업준

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를 매

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준

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안을 낮추는 심리지원과 더불어, 원

격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직

접 영향을 미치며, 또한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

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을수록, 또 학생이 교사를 친밀하게 느끼고 유능하다고 여

길수록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해 취업준비행동이 더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

만족도 가운데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

에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특히 커지고 있다.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함

으로써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동

시에 불안을 낮추는 노력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동기와 몰입 및 원격수업 설계와 실행 등 원격수업과 관련

한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업만족도의 선행변인

과는 다른 변인을 탐색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

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나 자녀의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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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지지나 양육태도 등의 중요성을 평가절

하하기도 한다. 또한 원격수업이 보편적인 정규수업으로 진행되면

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 만큼, 추후 연구

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모 지지와 같은 보다 폭넓은 

가정변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수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업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유연화해 원격수업을 고도화한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

다. 

연구의 활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원격수업만족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격 실습수업의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원격수업이 정규교육으로 제공되는 만큼, 모든 학

생을 대상으로 한 기기와 인터넷,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

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

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

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

다. 

주요어 : 특성화고 학생, 취업준비행동,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만족도

학  번 : 2016-2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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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2009년 16.7%에 머물던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2017년 50.6%까지 올라섰다. 교육부는 2020년 

마련된 새로운 취업률 산정기준에 따라 2021년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55.4%로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c). 새로운 취업률은 <취업자/(졸업

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는데 모수에 

진학자를 포함할 경우, 취업률은 20%대로 떨어진다. 직업계고 졸업생 

10명 가운데 실제 취업을 하는 학생은 두 세 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6학년도 2.8% 수준이던 직업계고의 입학정원 미달률도 2018학년도

에는 11.6%까지 치솟았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에서만 특성화고 70곳 

가운데 49곳이 미달되었고, 전체 모집인원 12,816명 가운데 2천여 명

을 채우지 못해, 미달율은 16.1%를 기록하였다. 직업계고의 인기가 시

들해진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분석된다. 2011년 11만 

6,675명이던 서울시내 중학교 졸업생 수는 2021년 6만 7,62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고졸 일자리 자체가 줄면서 특성화고의 경쟁력

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2021)에 따르면,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이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고졸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면서, 대졸 이상 

실업자는 1천 명 감소했지만, 고졸 실업자는 오히려 3만 2천 명이 늘었

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1)의 조사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0

명 가운데 7명(69%)은 취업처가 줄었다고 답하였다. 이 때문에 취업 

대신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특성화고 학생의 상당수는 사실상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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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을 준비해 나가는지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업준비

행동를 다룬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제경, 

2004; 이영민, 이수영, 2010; 윤명희, 유형숙, 2010; 김은정, 2011;  

한예정, 2014; 김현정, 2016; 윤미숙, 2017). 그러나 Ginzberg(1972)

는 고교 시기를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의 청소년

들은 미래의 직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직업사회로 진출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가 마지막 학

교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그리고 학교요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첫째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등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진로결정수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다(윤미숙, 2017). 개인의 진로발달 변인과 관련된 입학동기, 취업경

험, 불안,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도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장현진, 

이지혜, 2012; 이쌍철, 2013; 안선영, 김희진, 2012). 이 가운데 불안

은 취업준비행동이나 원격수업만족도와의 관계에 있어 그 연구 수는 적

지만, 코로나19 이후 많은 언론이 불안을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

로 지적하고 있다(이데일리, 2020.04.08.). 팬데믹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안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1)는 취

업난 속에 청년 대부분이 우울증의 전 단계까지 몰렸다고 보고한 바 있

다. 거리두기로 인해 교사, 친구와 같은 사회관계망이 약해지고, 수학여

행이나 체험활동 같은 학교 공동체 활동은 사라지다시피 했다. 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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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도록 같은 반 친구의 이름조차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

다.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고립에서 오는 불안에 취업불안까지 덮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의 불안

한 심리는 취업준비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가정요인이다. 이 역시 진로 관련 변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가

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동거 여부, 부모의 최종학력 

등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조규형, 2014). 직업계고 학생들의 가정 경제 

수준은 일반고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09), 문제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학습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

모의 경제 수준이나 최종학력 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가 선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

적 개입도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와 원격수업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를 확인한다면, 사회와 

국가의 제도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가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조직수준의 변인으로 윤미숙(2017)은 

대학소재지, 대학의 규모, 취업률, 전공만족도, 학과 교수만족도, 대학의 

취업지원역량을 언급하였다. 이를 고교 수준의 학교요인으로 살펴보면, 

학교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교사와의 관계, 학교 만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조규형, 2014; 오영석, 조인식, 2015; 홍성표, 2016). 이 가운데 

원격수업, 즉 비대면 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립과 소외감, 그

리고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변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변인은 유의미

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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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모두 3차례의 

개학 연기 끝에 2020년 4월 9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단계적 온

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교육부, 2020b). 특성화고에도 원격수업이 전

면 도입되었다. 불안과 우려 속에 특성화고의 원격교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2021b)는 2022년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본격 도입하

고, 원격학습과 대면학습을 혼합해 블렌디드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특성

화고의 원격수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습 중심의 전문교과 수업 때문이

다. NCS 기반의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특성화고에는 전공과

목, 즉, 전문교과의 단위 수가 증가하고 실습의 비중이 높아졌다. 전문교

과는 실습 위주의 실무과목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같은 면대면 실습교육도 계속 확산되어 왔다(정은

진, 김남희, 2020). 그러나 원격 실습수업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기자재

를 간접 체험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다,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불가능하

다(안재영 외, 2020). 선행연구들은 원격수업으로는 특성화고의 전문교

과 실습수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정현철, 윤현수, 2020; 이희승, 

2020; 정숙진, 신영준, 2020; 이용섭, 2020; 모주순, 함형인, 2021), 

학생들의 직무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직업 세계를 가늠하지 못

한다면, 희망분야에 대한 취업계획과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

하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원격수업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초중고교와 대학의 원격수업을 다룬 연

구들이 봇물을 이루는 데 반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

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코로나19 이전의 원격수업 연구는 주로 사이버대학의 수업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장은정 외, 2010; 권영중, 최성용, 2017), 코로나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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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이 보편교육으로 시행되면서 중고교와 일반 대학으로 연구가 확

대되었다(최형미, 이동국, 2020; 임은정, 권수미, 2020; 김미진, 2021; 

이쌍철, 김정아, 2020; 계보경 외, 2020: 유민우, 2020; 서혜선, 2020; 

조보람, 2021; 강성배, 2021). 특성화고의 원격수업 연구는 주로 교사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안재영 외, 2020; 김남희 외, 2020; 김성남, 

김남희, 2020), 실습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전문교과의 콘텐

츠가 부족한 상황 등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는 원격수업 초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Arcaro(1995)는 학교교육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원격수업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태도와 심리적 효용으로서의 만

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의 교

육과정이 대면 중심의 실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의 원

격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원격수업이 특성화고 전문교과 실습수업에서 결정적인 한

계를 드러낸다고 확인된 만큼, 원격수업만족도가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해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지금 

시기 적절한 취업준비가 절실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취업

준비는 일반고 학생이나 대학생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특

성화고 학생들이 직면한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각 선행

변인들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

는데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에 나서

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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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가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

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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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

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

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

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

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특성화고 학생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에 따라‘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재학 중에 코로나19라는 감

염병의 확산을 겪으면서 원격수업을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

하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희망 직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어윤경 외, 

2010; 이영민, 이수영, 2010; 이제경, 이승구, 2008). 이 연구에서는 

신경섭(2021)의 도구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 맞게 수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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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정보 수집 활동, 도구 구비 활동, 실천적 노력의 

3가지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 불안

불안이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 긴장 등의 특징을 갖는 불

쾌한 정서로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덕웅 외

(1993)가 개발한 불안 척도의 하위요인인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가운데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반응인 상태불안 점수로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상태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을 그들의 직업

과 교육수준, 수입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서열화하는 사회계

층의 주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 각각의 최종학력과 가구 월 수

입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학교 재학 연도로 환산하였는데, 초등학교 

졸업 및 이하는 6점,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2점, 2

년제와 4년제 대학 졸업은 16점, 대학원 이상은 18점을 부여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100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300만원 미만은 3

점, 300만원~400만원은 4점, 400만원~500만원은 5점, 500만원~600

만원은 6점, 600만원 이상은 7점을 부여하였다(백순근, 박경인, 2010).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3개 하위요인에 부여된 점

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합산하여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허아

정, 2021; 김영도 외, 2021; Kraus 외, 2009; Cohen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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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사학생관계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이 해당 교사에 대해 친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유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박경인, 2010). 이 연구에서 교사학

생관계는 김희정(2012)의 도구로 측정하며, 하위요인은 이해공감, 친밀

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5개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교사학생관계를 좋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 

바. 원격수업만족도

원격수업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하며, 수업만족도는 수업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원격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

황에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비대면 수업 가운데 특별히 특성화고에서 

시행되는 실습 중심의 전문교과 수업을 말한다. 따라서 원격수업만족도

는 특성화고 전문교과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로 정

의할 수 있다. 원격수업만족도는 상호작용과 콘텐츠, 시스템, 학습성과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김효겸(2021)의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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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발달 

가. 특성화고의 개념 및 특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를 아울러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을 

직업계고라고 통칭한다.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해,‘소질과 적성 및 능력

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

교’로 정의된다(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탈 하이파이브, 2021). 실업

계고와 전문계고 단계를 거쳐,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되었다. 특성화고는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

해 직무능력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산

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이다. 유망분야의 산업수요와 연계해 예비 마이스

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로 분류된다. 졸업 이후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특기를 살린 군복무나 직장생활과 병행한 대학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종합고는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상급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직업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의 요구를 모

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인문과정인 보통과와 실업과정인 전문과가 모두 

개설된 고등학교이다. 실제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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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 재구성

직업계고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기존의 5개 계열에서 17개 교

과군으로 개편되었다. 2020학년도 직업계고 교과군과 기준학과 현황은 

다음 <표 Ⅱ-2>와 같다. 

� �

교과(군) 기준학과 학과 수 비율(%)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437 18.5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건·복지

보육과 75 3.2%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문화 콘텐츠
디자인과 199 8.4%

문화콘텐츠과

미용·관광·레저
미용과 131 5.6%

관광·레저과

음식 조리 조리·식음료과 105 4.5%

건설

토목과 129 5.5%

건축시공과

조경과

<표 Ⅱ-2> 직업계고 교과군별 학과 수 현황(2020학년도 입학생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합계

학교 수 (개) 463 52 70 584

학생 수 (명) 193,991 17,828 9,984 221,803

<표 Ⅱ-1> 2021학년도 직업계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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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계과 405 17.2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재료

금속재료과 28 1.2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 공업 화학공업과 43 1.8

섬유·의류
섬유과 20 0.8

의류과

전기·전자
전기과 367 15.6

전자과

정보·통신
방송·통신과 145 6.1

정보컴퓨터과

식품 가공 식품가공과 84 3.6

인쇄·출판·공예
인쇄·출판과 11 0.5

공예과

환경·안전
환경보건과 6 0.3

산업안전과

농림·수산 해양

농업과 153 6.5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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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2021) 자료 재구성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문교과 중심의 실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교과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보통교과를 66단위 이

상, 전문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

해양레저과

선박 운항
항해과 16 0.7

기관과

기타 - 4 0.2

합계 - 2,358 100

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과목(단위)
필수 

이수단위
자율편성단위

보통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28

<표 Ⅱ-3> 직업계고 교과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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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NCS 기반의 2015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고교 직업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성화고에는 전문교과 단위 수가 증가하고 실습의 비중이 

높아졌다. 전문교과는 전문공통,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된다. 기초

과목과 실무과목의 비중은 각각 46.3%와 50.8%로 실무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다. 이는 곧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과목, 실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도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학습중심 현장실

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면대면 실습교육을 강조하였다(정은진, 김

남희, 2020).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교과가 늘면서 실습의 비중

도 절대적으로 늘어난다. 

출처 : 김남희, 변숙영, 최동선(2021) 

전문교과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과목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보통교과 39.6 30.1 6.3 76.0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 0.8 0.7 1.9 3.5

기초과목 18.1 14.6 18.2 50.9

실무과목 2.5 15.1 34.7 52.3

소계 21.4 30.4 54.8 106.7

학년별 평균 이수 단위 61.0 60.6 61.1 182.7

<표 Ⅱ-4> 직업계고 학년별·과목군별 평균 이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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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만 18세 기준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 4,278명, 

2020년 51만 1,707명, 2021년 47만 6,25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지방 사립대는 물론이고 거점 국립대

까지 미달 사태를 빚었다. 대입 정원이 수험생 규모를 추월하고, ‘마음

만 먹으면 모두가 들어가는’(한겨레신문, 2017.06.19.) 대학이 되자, 

고졸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줄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성적에 따라 마지못

해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9)은 특성화고 학생

의 가정 경제적 수준이 일반고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

울시교육연구정보원(2017)의 조사에서도 학교 유형에 따라 월 평균 가

구소득이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고는 ‘30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인 경우가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특성화고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나타난

다(Lempers 외, 1989). 이봉주 외(2014)의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9~18세 청소년의 심리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

소년기는 미래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경제적 어려움은 직업선택과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언 외

(2015)는 특성화고 학생의 상당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로 고교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졸업한다고 

하였다. 학습결손으로 인해 수업 몰입도가 낮고(송교원, 이창훈, 2014) 

학습동기를 잃은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갖기도 어렵다(나승일, 마상

진, 2002).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로 이어진다. 학습에서의 성취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학습을 어려워하고 경력개발과 진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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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지 못한 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임언 외, 

2016). 

사정이 이런데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력은 제대로 측정되거나 평가

되지 못해 왔다. 국내 통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는 2012년 이후 기

초학력에 관한 국가 통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고, 별도로 언급되지

도 않는 실정이다(임언, 2020). 다만 임언(2019)이 국제학업성취도조

사(PIS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의 

비율은 우리 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36%로, 독일과 일본의 2배 수준에 달

했다.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이 특성화고 생활에 만족한다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안재영(2019)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학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학생들은 전문교과 수업이 전공분야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

었고, 진로교육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현주와 부은주(2020)의 

연구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과학 과목의 흥미는 중학교 

시절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낮은 

학습 동기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흥미와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

공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현황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시기는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때이

다. Ginzberg(1972)는 고교 시기를 진로를 결정하는 잠정기 및 현실기

로 보았다. 청소년들은 현실적인 요인을 검토하고 타협하며 직업을 선택

하고 결정하게 된다. Super(1967)는 14세~18세를 결정화 단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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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21세를 구체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미래의 직업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바로 특성화고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지혜, 정철영, 

2010).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교육 정책에 따라 시

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김인곤, 2015). 1980년대 말까지 특성화고가 

고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면, 1990년 이후 직업교육의 축

이 전문대로 이동하면서, 특성화고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이쌍철, 엄문

영, 2014). 취업과 임금, 승진 등에 있어 대졸자와 격차가 벌어졌고, 특

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었다(김안국, 신동준, 2007).

2010년대 들어 고졸취업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특성화고는 다시금 부

흥기를 맞았다.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2011년에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과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및 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다. 2011년에는 열린고용 강화 방안, 

2014년에는 고졸취업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잇단 고졸취업지

원정책은 실질적인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

년 이후 급격히 올라, 2017년에는 52%를 넘어섰다. 그러나 취업의 질

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하영만, 2014). 특히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사

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저임금과 비정규 노동, 대졸자와의 격차 문제 등

이 대두되면서,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2020년 이

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취업률은 더욱 낮아졌

다. 더불어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의 위상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전영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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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1) 재구성�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 시기는 일반고 학생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

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교 입학단계에서부터 취업을 계획하는 경우

가 많고, 입학한 후에는 자신의 전공에 맞춰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을 해 

나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이 소질과 흥미보다는 낮은 학업성

적이나 가정형편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학한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정보가 없다

고 한다(이정규, 2011; 배상훈 외, 2011). 때문에 진로의식 수준이 낮

고 학생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맹희주, 2014). 

학력위주의 채용관행과 고졸취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보니 

취업준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특성화고는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생들을 해당분야의 전문직업

인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교육과정에 있

연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입대자 기타

2010 156,069 29,916 19.16 110,998 71.12 865 14,290

2011 152,824 35,698 23.35 97,400 63.73 1,317 18,409

2012 146,522 48,046 32.79 80,468 54.91 1,052 16,956

2013 141,774 50,146 35.37 67,184 47.38 782 23,662

2014 112,114 51,652 46.07 41,045 36.61 535 18,882

2015 108,055 51,491 47.65 37,383 34.59 390 18,791

2016 107,546 51,760 48.12 35,914 33.39 536 19,336

2017 102,657 53,349 51.96 32,078 31.24 463 16,767

2018 98,122 43,044 43.86 33,459 34.09 509 21,110

2019 96,310 32,736 33.99 38,811 40.29 762 24,001

2020 87,110 24,441 28.05 36,835 42.28 1,583 24,251

<표 Ⅱ-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도별 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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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직업과 

인생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정보 제

공도 필수적이다.

2. 취업준비행동

가. 취업준비행동의 개념

진로 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

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개념이 

혼용되는 만큼, 용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

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경과 김동일

(2004)은 취업준비행동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취업과제를 해

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업

탐색행동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관계(이제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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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직업탐색행동은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Barber 외, 1994). Kanfer 외(2001)는 직업세계

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졸업 예정자나 비자발적 실직자, 또 새로운 직업

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Blau(1994)는 개인이 

취업정보를 찾고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직업을 결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라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행동을 보다 강조한 개념이다. 김봉환(1997)은 한 개

인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

는 다양한 준비행동을 진로준비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이며 실제적

인 행위로, 진로결정과정은 물론이고, 진로결정 이후의 모든 행동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 김봉환은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구

성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연구자는 이제경(2004)이

다. 취업준비행동은 졸업 후 직업을 준비해가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김윤중, 2015). 진로준비행동보다 더 현실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후 이제경은 이승구(2008)와 함께 취업준비행동의 개념을 직업탐색행

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중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어윤경 외(2011)도 취

업준비행동에 대해 개인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

도 자신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으며 직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현

실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김주섭(2017)은 대학생들이 성공적

인 취업을 위해 직업과 구직처를 탐색하고, 자격을 갖추며 취업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준비행동이 전반적인 진로를 강조하

였다면, 취업준비행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준비행동과 이들 유사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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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이제경(2004)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

이제경, 김동일

(2004)

대학생들의 구직행동

이승구, 이제경

(2008)

취업을 위해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 수

집 및 검색방법을 통해 해당 직업세계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

보를 수집하며,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 단계 

이영민, 이수영

(2010)

취업을 위해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정보 수

집과 검색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직업세계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며, 해당 직업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의 단계

김은정(2011)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임과 동시에, 정보검색을 통해 직업

과 회사를 알아보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필요 도구를 갖추며, 시

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여가는 행동

박소영, 정영숙

(2011)

자신이 원하는 직업획득을 위해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 및 취업 가능성을 높여가는 노력

이나영(2012)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준

비행동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2013)

직업탐색행동을 포함해 희망 직업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는 준비과정 

고완숙(2014) 취업정보탐색과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한 일련의 취업문제 해결 과정

한예정(2014)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등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및 행동

김현정(2016) 항공사 취업에 대비하여 항공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역량과 능력을 갖추어가는 모든 단계와 행동

진경미(2015)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황정희(2016)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

<표 Ⅱ-6> 학자별 취업준비행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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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경섭(2021), 김상식(2019)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선행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

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점과 외국어 점

수, 자격증 등 소위 스펙이 중시되며,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김계

현, 2000). 이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특성화고 학생들

홍성표(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

해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

지계웅, 한진영

(2016)

잠재적 취업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인 

직업탐색행동을 포함해 희망 직업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는 준비과정 

김보람(2018) 대학생이 대학 생활 중에 행하는 취업을 위한 노력

배정미(2018) 희망하는 직업에 적합한 능력과 지식 축적,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취업을 준비해나가는 행동

김상식(2019) 자신이 원하는 직업 획득을 목표로 하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

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가는 일련의 행동

원정달(2019)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

윤시혜(2019)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

는 과정 및 행동

김흥수(2020)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할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수

집하며, 취업 분야에 대한 역량과 지식을 얻고, 취업 기회를 얻기위

해 행하는 일련의 취업 예비활동

황수진(2020) 개인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이력서 제출 및 시험 

등의 본격적인 준비 행동

신경섭(202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개인이 취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 및 수집하고 필요한 자격 또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행

하는 일련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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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이 취업 중심으로 전환되

고, 보다 지속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 취업준비행동의 측정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이제경(2004)과 어윤경 외(2011)의 도구를 기

초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이제경(2004)은 대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

준비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을 구성하였다.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은 대학 재학 기간 동안 학점을 관

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취업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체험해보는 

행동 등을 말한다.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은 보다 직접적인 직업탐색과 선택의 과정이다. 이

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인터뷰 

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윤명희와 유형숙(2010)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직업 일치여부와 취업준비행동을 연구하면서, 취

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학점관리, 제2외국어 공부, 국가고시와 각종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직업교육과 훈련, 직무경

험 쌓기, 진로검사와 취업관련 상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의 취업

준비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한 어윤경 외(2011)는 적극적 직업탐색과 예

비적 직업탐색, 공식적 직업탐색과 비공식적 직업탐색, 취업준비 노력과 

취업준비 강도의 6개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적극적 직업탐색은 희망

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비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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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탐색은 학점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입사에 필요한 자격 준

비를 의미한다. 공식적 직업탐색은 인터넷과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

를 수집하며, 비공식적 직업탐색은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 취업 관련 정

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취업준비노력은 자료를 수집하고, 취업과 관련

된 커뮤니티에 가입해 정보를 얻는 활동 등이다. 취업준비강도는 취업 

노력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묻는다. 3

년제 전문대 유아교육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분석한 유연

화와 임경애(2011)는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취업

준비강도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예비적 취업행동은 자격증과 영어 

성적 준비 등이,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은 면접 연습과 훈련, 구직 지원서 

등이 포함된다.

조윤서(2013)은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7개로 구성하였다. 취업

목표를 설정했는지, 학점이 인정되는 취업 관련 교과목을 들었는지, 직

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했는지, 교내 취업

박람회에 참여했는지,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면접기술과 이

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취업캠프에 참여했는지이다. 대학 졸

업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성별과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예정(2014)은 조리

외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위요인은 경력준비

와 어학 공부, 전공 자격증, 학점관리, 전공특강, 학원 수강 등으로 구성

하였다. 정민주(2014)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불안

과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취업준비행동을 

취업상담행동, 정보탐색활동, 준비계획활동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조사

하였다. 박인실과 김미정(2015)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경력준비와 어학공부, 전공 자격증, 학점관리, 전공특강, 

학원 수강 등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홍성표(2016)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취업준비행동 도구를 제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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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위요인은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김상식(2019)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행동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는데 취업상담활동, 정보탐색활동, 준비계

획활동 등 3개로 나타났다. 취업상담활동은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하며, 정보탐색활동은 자신을 포함해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준비계획활동은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말한다. 신경섭(2021)은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보 수집 활동, 도구 구비 활동, 실천

적 노력 등 3개의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

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활동, 구

체적인 취업행동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이제경(2004)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7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8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이영민, 이수영

(2010)

학교생활 1

취업목표 1

취업정보검색방법 1

취업활동 1

취업 시 고려사항 1

취업 사교육 1

어학연수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윤명희, 유형숙

(2010)

학점관리 1

<표 Ⅱ-7> 취업준비행동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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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 1

제2외국어 공부 1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 준비 1

자격증 취득 1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1

직업교육 및 훈련 1

인턴 자원봉사 등 직무경험 쌓기 1

진로검사 및 취업관련 상담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김은정(2011) 공식적 정보탐색활동 6

비공식적 정보탐색활동 10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6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10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박소영,정영숙(2011)

진경미(2015)

황정희(2016)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7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8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어윤경 외(2011) 비공식적 직업탐색 10

공식적 직업탐색 6

취업노력강도 2

취업준비노력 6

예비적 직업탐색 6

적극적 직업탐색 10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유연화, 임경애

(2011)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8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4

취업준비 강도 2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한예정(2014) 이력서에 포함할 경력준비 1

어학공부 1

자격증 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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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은영(2019), 김상식(2019)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학점관리 1

교과목(전공) 관련 특강‧학원 수강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김현정(2016) 자격증취득 1

외모관리 1

상담 및 조언 1

정보수집의 근원 1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1

학원 수강 여부 1

면접을 위한 구체적 준비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고완숙(2015)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8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10

학교 정규과정을 통한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7

학교 외 비정규 과정을 통한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8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7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홍성표(2016)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

취업예비행동 5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김상식(2019) 취엄상담 6

정보탐색 6

준비계획 6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신경섭(2021) 정보수집활동 9

교외활동 7

구체적노력 7



- 29 -

다. 취업준비행동 관련 변인 고찰

취업준비행동에 있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

식되어왔다. 특히 청소년은 가족 등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

로를 결정하며(박기춘, 2002) 취업을 준비해나간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

년 등의 개인 일반특성과 주로 개인의 진로발달변인과 관련된 전공선택

동기, 직업가치관, 진로결정수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다(윤미

숙, 2017). 고완숙(2015)와 조윤서(2013)는 여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남학생보도 높다고 하였고, 이제경과 김동일(2004)는 학년이 높

아질수록 취업행동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전공선택동기과 직업가치관도 

취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수리, 박미진, 2008). 진로결정수

준은 취업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득연, 2004; 노연희, 장재윤, 

2005; 한지현, 장재윤, 2005; 이지영 외, 2005). 최근에는 정서성격 변

인이 진로관련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선혜연 외, 2016). 예를 들어, 

우유부단한 성격은 비단 진로 뿐 아니라, 의사결정 전반에 어려움을 불

러온다. Saka 등(2008)은 성격과 진로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특성불안

과 자존감, 자아정체감, 타인과의 갈등 같은 성격 측면을 함께 언급하였

다(민경희, 김봉환, 2014). 

취업준비행동 등 진로관련 변인 연구에서, 가정특성 요인으로는 부모

의 경제 수준,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교육기대 등이 

다루어져왔다(홍성표, 201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단지 경제적인 

지원의 수준을 넘어, 가정환경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다루어져왔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성숙에 영향을 미치며(김현옥, 

1989), 김수리(2004)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혜경(2008)도 진로와 관련한 부모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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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해 김수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윤광현

(2013)은 가족지원과 사회지원이 많을수록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수

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고, 조아미(2007)도 가정에서 이뤄지는 진로선

택에 관한 대화나 정보 찾기 활동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반면, 부모로부터의 지지와 대화가 부족하면 진로결정수준은 

낮아진다. 

학교는 가정에 머물던 개인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들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생활에 얼마

나 잘 적응하며 만족하는지는 졸업 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

여정, 김경근. 2006)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학교수준의 변인으로는 대

학소재지, 대학의 규모, 취업률, 전공만족도, 학과교수만족도, 대학취업지

원역량 등이 있다(윤미숙, 2017). 조윤서(2013)와 최선미(2015) 등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학생과 수도권 대학 학생은 취업성과에 차이가 있

다고 하였다. 전공만족도 취업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한예정, 

2014) 학과교수만족도도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이주성, 2016), 그러나, 이는 주로 전문대 학생 이상을 연구대상

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

한 변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한 학교 수준의 변인

으로는 계열, 진로상담, 진로체험,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참여비율, 학교의 소재지 여부 등이 연구되어 왔다(조규형, 

2014). 오석영과 조인식(2015)은 진로연구에 있어 교사와의 관계와 학

교만족도를 학교특성 요인으로 보았다. 교사와 학생은 공식적으로는 학

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습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학생은 학업성

취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교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진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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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정, 학교특성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개인특성   

요인으로 불안을 선정하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불안

과 취업불안이 증가한 데다, 원격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고립불

안이 커진 환경과 관련이 있다. 가정특성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정하였는데, 원격수업으로 인해 물리적인 교육공간이 가정으로 

옮겨짐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가 사회적인 문제

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적 처치로서 교사학생관계와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이를 학교특성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요인 하위요인 

개인요인 성별, 연령, 학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진로결정수준, 취업지

원프로그램 참여 등

가정요인 부모의 경제 수준,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교

육기대 등

학교요인 소재지, 취업률, 전공만족도, 교수(교사)만족도, 학교의 취업지원역

량, 계열, 진로상담, 진로체험,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참여

비율, 교사와의 관계, 학교만족도 등 

<표 Ⅱ-8>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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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

업만족도

가. 불안

1) 불안의 개념

불안은 불쾌한 정서상태를 말한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보

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조미영, 2007). 적당한 불안은 긴장감을 

주고, 일의 효율을 높이는 자극제가 된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역효과

를 내기도 한다(이성진, 1985). 불안이 심할 경우, 개인은 상황을 객관

적으로 인지하기 힘들고, 대인관계나 조직 적응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김정택, 1978). 특히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

정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Greenhaus, 

Sklarew, 1981), 불안은 진로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eud(1920)는 불안을 환경의 위협에 대해 자아가 보내는 경고라고 

보았다. Freud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현실적 불안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에서 오며, 외부

세계에서 오는 실제적 위협에 대한 현실적 반응이다. 신경증적 불안은 

자아와 원초아의 대립으로,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에 

대한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은 자아와 초자아의 대립으로, 양심에 따른 

두려움이다. 사회적 규율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때 일어나는 

경계심과 공포를 의미한다.

신프로이드 학파는 본능보다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불

안을 잘못 형성된 대인관계의 문제로 보았다. 특히 유아기나 성장기의 

부모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Adler는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사회

적인 환경에 소속되는데 이때 사회적인 불안전감에서 야기되는 열등감을 

불안이라고 하였다(Ellenberger, 1970). Horney(1976)는 유아가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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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존재라고 느낄 때 불안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Sullivan은 중요한 인

물들이 개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낄 때 불안이 나타난다고 보았

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불안을 측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Taylor(1953)는 표출불안척도((Manifest Anxiety Scale : MAS)를 

개발하였다. Spielberger와 Gorsh(1970)는 상태특성불안검사(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제작하었다. Spielberger(1975)

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두가지로 불안을 개념화하였다.

상태불안은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반응을 말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개인이 지각하기에 주어진 환

경이 위협적이라면 상태불안은 높아진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위협적

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면 상태불안은 높아지지 않

는다. 상태불안은 즉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특성불안은 타고난 불안이다. 개인의 선천적인 성격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Scovel, 1978),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특정 상황에서 반응

으로 표출될 때까지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불안양상이다(Spielberger, 

1972).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쉽게 불안을 경험한다. 

일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압도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한다(Zwener, Deffenbacher, 1984). 특성불안은 상태

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성불안이 상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pielberger, 1972). 

최근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불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사

회문제로 확장되는 추세인데, 주로 정치불안, 경제불안, 노동불안, 교육

불안, 취업불안, 빈부격차불안(이훈구, 2004; 박수애, 송관재, 2005) 등

이 다뤄지고 있다.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특성들에 주목하는 연구

(홍영오 외, 2006)도 활발하다(안주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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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안 수준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감염불안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국제

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팬데믹으로 규정하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21

년 3월 25일, 누적 확진자 수 기준 만명을 넘어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1).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 피해 가운데 최대규모이다. 신종

전염병의 유행은 감염불안을 높인다.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중 47.5%가 다소 또는 심각 수준의 불안이나 우울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주 외, 2021). 이동훈 외(2016)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어디서 감염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대인

접촉을 꺼린다고 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을 줄이기 위해 외출을 삼가는 등 일상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의 2020년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경험이 각각 48.8%, 29.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외, 2020). 이은란(2021)도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감염병 위험이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하

였다. 전진아와 이지혜(2020)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분노가 높

아진다고 하였다.

둘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제한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불안이다. 

사회적 고립은 가족이나 친구, 학교 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되거

나 전혀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Berg, Cassells, 1992). 새 학기가 시작

되고도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앙일보, 

2020.11.24).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러한 고립불안에 더욱 취약하다. 코

로나19 이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였더니, 

‘관심’으로 분류된 1학년 학생은 모두 16.7%로 전년도 5.0%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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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증가하였다(동아일보. 2021.02.22.). Tinto(1975)는 학습에

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습

자는 고립을 경험하며 학습을 중도포기하게 된다. 물리적인 접촉이 배제

된 채 혼자 진행하는 원격학습은 대면수업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식되

며, 고립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취업불안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개인이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여길 때 불안을 경험한다. 적당한 불안은 

취업준비에 긍정적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나친 취업불안은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를 파괴한다.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이고 취업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인혜, 유금란, 

2020). 조규판(2008)은 경기침체와 취업난에 대한 언론보도,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주변사람들의 상황 등이 개인으로 하

여금 취업불안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상황

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취업불안은 낮은 학교성적이나 부족한 

취업준비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또 부모님의 기

대나 전공학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

진다. 따라서 내외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

느냐가 불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정다솜, 2021). 불안이 

낮은 학생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지만(김봉환, 1997), 취업불안 수

준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목표와 미래 행동에 대한 결정 수준이 매우 낮

다(김판환, 1997). 반면, 적절한 취업불안은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

기도 한다. 서지윤(2008)과 주명진(2010)은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을 유

발하며, 불안을 조절할 수 있으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적

절한 취업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지만 과도한 취업불안은 진로준

비행동을 부적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한미옥, 조규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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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안의 측정 

대표적인 불안 측정도구는 Spielberger(1970)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이다. 이 도구는 불안을 상태불안(A-State)과 특

성불안(A-Trait)으로 구별하여 각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한덕웅 외(1993)가 Spielberger 외의 척도를 상태특성불

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로 표준화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각각 20

문항씩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도치

문항이 포함되어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Saka 외(2008)의 불안 연구는 진로결정과 관련이 깊다. 진로미결정 

요인으로 정서와 성격적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정서 및 성

격특성 척도(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EPCD)는 불안과 자아개념 및 자아 정체감, 비관

적 관점을 4가지 하위요인으로 두고,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11개의 하

위요인을 분류하였다. 

조규판(2008)은 취업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산지역 대학생 576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불안과 행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그러나 취업불안

이 너무 높거나, 아예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취업준비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판은 취업불안의 하위요인으로 취업불

안 유발상황과 취업불안 유발원인 그리고 취업불안 상태를 제시하였다.

민경희(2014)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척도를 개발하였

다. 한국판 EPCD 척도를 타당화하면서 불안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첫째, 과정에 대한 불안이다. 이는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느

끼는 불안이다. 완벽주의적 성향일수록 진로탐색과정에 불안을 느낀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다. 모호한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말



- 37 -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모호한 상

황을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책임에 대한 불안이다. 진로 

의사결정 상황과 문제에 책임을 느끼는 불안이다. 일단 진로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잠재적 선택지가 사라진다는데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완벽한 

직업을 찾으려는데 따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1970)

한덕웅,이창호

탁진국(1993)

상태불안 20

특성불안 20

EPCD

(Emotional and

Personality-Rel

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Saka 외

(2008) 

비관적

관점 

과정에 대한 비관적 관점 3

세계에 대한 비관적 관점 5

자기통제성에 대한 비관적 관점 4

불안 과정에 대한 불안 4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6

선택과정에 대한 불안 7

결과에 대한 불안 4

자아

개념

및

정체감 

특성불안 3

자아존중감 4

불안정한 자아정체감 4

갈등적 애착 및 분리 6

취업불안 척도 조규판

(2008)

취업불안 유발상황 11

취업불안 유발원인 7

취업불안 상태 10

EPCD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민경희,김봉환

(2014)

과정에 대한 불안 20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책임에 대한 불안 

<표 Ⅱ-9> 불안의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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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념 

 Warner(1944)는 사회경제적 지위란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기초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을 서열화할 

때 사용되는 사회계층의 주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는 수입이나 직업, 재산, 거주지, 교육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말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가진 이들 요인의 상

대적 위치로, 사회계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Gans, 1974). 

같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지위 등이 비슷하

며 언어 활용과 지식, 습관, 윤리성 등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양한 가족요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는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Super(1990)는 개인의 진로유형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Gottfredson(1981)은 진로포부에 영

향을 주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었다. 개인의 

진로는 비단 가정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직업

선택과 발달 역시 교육 정도나 직업기대 등 심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김형규, 강재태, 2005). 문수연(2016)은 자녀의 교육선택과정에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물질적인 풍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자녀에게 교육정보와 풍족한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고등학생 자녀의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박현수(2013)의 연구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유선(2009)은 부모 가운데 특히 아버지의 직업을 주목하였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 아버지의 직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는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이미 학력의 영향을 받았으

며, 동시에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족자본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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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자본에는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 뿐 아니라, 가족 간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을 통해 자녀의 

취업준비행동 등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럽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

나 자녀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요인이 자녀의 행

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칫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절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장영은, 2015).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한 요인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요인은 교육수준, 직업, 가구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요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는 일

관된 방식이 없다(채정민, 2016; 김근영, 곽금주, 2015).

Warner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ISC(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척도를 개발하였다. 직업과 주택의 형태, 거

주지역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소득원 등 6가지 요인에 따라, 사회계층을 

상, 중, 하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상, 하로 나누어 모두 여섯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홍재호, 200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경제자본과 인적자본

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자본은 학습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의미하며, 

소득과 자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자본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등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의 소

득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김경근, 2005). 가정의 인적

자본은 주로 부모의 학력을 측정한다. 경제자본이 교육비처럼 직접적으

로 작용한다면, 인적자본은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며, 보다 상징적이다

(김영은, 엄명용, 2018).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유전적 영향 요인이기도 하다. 김신일(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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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서도 자녀의 학력과 학업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창남, 도종수, 2005). 교육은 직업을 규정하는 결정

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교육은 직업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직업과 직무상의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층을 형성하는 주

된 요인이다(유선, 2009). 즉, 소득과 직업,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 측

정의 주된 척도라고 할 수 있다(정영애, 1978). 이미애(1993)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도구로, 아버지의 학력과 소득, 직업

을 꼽았다. 김영모(1999)는 재산, 학력, 직업, 수입, 가문의 순서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누었고, 홍두승(1999)은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오욱환(2003)은 수입, 직업적 순위, 학력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사

회경제적지위(SES)로 계층을 분류하였다. 

황여정과 김경근(2006)은 부의 학력, 모의 학력과 가계의 월 평균 소

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 고등

학교 졸,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로 구

분하였다. 통계과정에서 범주형 변인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사용하였

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편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였다. 

신명호(2010)는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중상층과 노동자 

및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직업분류기준에 따라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으로 직업지위를 분류하였다. 백순근과 박경인(2010)은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아버지의 최종 학력,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학교 재

학연도로 환산하였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2점

이며, 2~3년제 대학 졸업은 14점,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6점, 대학원 

이상은 18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월 평균 소득도 100만원 단

위를 기준으로 하여, 100만원 미만은 1점부터 500만원 이상은 6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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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한 요인을 통합해 영향 수준을 종합적,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

져왔다(박수억, 2011), 허아정(2021)과 김영도 외(2021), Kraus 외

(2009), Cohen 외 (2006)는 소득 수준과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

력을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단일 측정치로 사용하였

다. 임지혜와 김재우(2020)도 각 요인의 척도값을 합산하였으며, 김성

식, 류방란(2008)은 하위요인의 T값 평균을 산출하여 단일지수를 구성

하였다. 신민형(2015)과 위재원(2014)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학

력, 직업, 소득에 각각의 점수를 부여한 후 합계를 내어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변인은 크게 소득, 

직업, 교육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교육수준은 직업으로 연결되고, 다시 

소득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의 진로결정과 관련해 부모는 

훌륭한 역할모델이 되며,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지 수준에 차이를 보이

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다. 교사학생관계 

1) 교사학생관계의 개념 

인간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한다

(주형철, 2006).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부모와의 관계로부

터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 부부관계 등 관계는 개

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Deci, Ryan, 2002). 개인은 관계맺

음을 통해 신뢰와 지지를 얻고, 사회적 학습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학생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백순근, 

2000). 교사학생관계는 개인이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형성된다.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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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환경변인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미시체계로 강조되어왔다

(Bronfenbrenner, 1979).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으로,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

교에서의 인간관계 가운데 특히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학교환경과 학급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지은림, 2004). 

교실에서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은 사실상 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교사

학생관계에 있어서 교사는 비대칭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박경

인, 2010). 즉 교사는 학생의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신뢰와 

지지를 공유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Pianta, 1999). 따라서 교사와

의 관계가 원만한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

게 된다(안창선, 2004). 교사는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부모 이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관여한다(신애현, 1998).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채워나가는 학생들에게 교사학생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승우, 2000). 

학생은 스스로 교사학생관계를 선택할 수 없다. 의무교육으로서 학교

에 입학하면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는 학생과 교사 개

인의 의지나 선택이 배제된다. 이런 이유에서 교사학생관계는 일시적이

고 우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박연호,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회적

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또한 대두되고 있다(김민성 외, 2012). 

교사학생관계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다.  

Tyler(1964)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라고 하였다. 김남희(2011)도 이러한 관계

에 주목하였다. 그는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유지되는 상호간의 정서

적 유대감을 교사학생관계로 정의하였다. 김태영(2006)은 학생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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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유능하고 느끼며,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박경인(2010)도 학생이 교사를 친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유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정원식(1976)은 심리적 환경으

로서의 학교공간을 강조하였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학교보다는 관계를 

토대로 한 심리적인 환경이 인간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

였다. 김종백 외(2014)도 교사학생관계를 심리적 애착의 관점에서 정의

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해나가는 심리적 공간으로 학생들이 교

사의 지지를 느끼는 안정된 관계라고 보았다. 권순구 외(2016)는 교사

학생관계를 친밀성, 애착을 넘어, 학업과 관련된 교사의 도움과 정서적

인 지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교사가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를 

지각하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의 지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Brophy, Good, 1974).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지

각에 따라 학습동기나 학습성취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성 외, 

2009). Goodenow(1993)는 또래지지에 비해 교사지지의 가치가 더 유

의하며, 교사관계가 학생의 내재적 흥미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였다. 학생이 느끼는 교사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Linger, 2001), 교사와의 관계가 바람직

할수록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창선, 2004).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고 안전기지로 받아들이며, 교사

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에 적응해 나간다(조은정, 2008). 황순필(1998)

은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학생은 자기 자신과 학급 활동에 

만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서경혜(2004)는 교사학

생관계가 좋을수록 활발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수업내용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김종백과 탁현주(2011)도 긍정적인 교사학생관계가 학

생들의 학교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배주영 외

(2015)는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김현진(2017)은 학

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의빈과 한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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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은 학생의 내재적 삶의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불안정하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학교생

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Birch, Ladd, 1997). 

교사학생관계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청소년 시기에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사학생관계가 바람직하게 정

립될 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신뢰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

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곽명희 외, 2018). 학업성취도를 높이거나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는데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2) 교사학생관계의 측정

교사학생관계의 하위요인으로는 진실성과 친밀감, 애착도, 이해공감 등 

다양한 변인들이 논의되어 왔다. 교사학생관계 척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

는 다음과 같다. 

Tyler(1964)는 교사학생관계의 하위요인으로 진실성, 무조건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시하였다. 진실성은 교사가 자신을 솔직하게 표

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조건 긍정적 존중은 어떤 상황에서든 조건없이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공감적 이해는 학생들을 이해하

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말한다. 

Newby와 Rickards. Fisher(2001)는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교사학

생관계를 측정하는 QTI(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 척도

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지도력, 우호성, 이해함, 학생 책임감/자유, 불

확실성, 불만족, 훈계, 엄격함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Creech와 Hallam(2011)은 교사학생관계가 정서적, 인지적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4가지의 하위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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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은 일치합의형, 과묵형, 복종형, 학생영향형이며, 

이 역시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일치합의형은 서로 이해하

며 친밀감을 지니는 관계를 말한다. 과묵형은 비호의적 관계이며, 복종

형은 교사의 권위가 강한 관계이다. 학생영향형은 학생이 독립적인 위치

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관계이다. 

국내에서도 교사학생관계를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한광택(1990)은 바람직한 교사상 연구를 위해 교사학생관계척도를 개

발하면서 모두 15개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하위요인은 민주성, 지도

력, 책임감, 자신감, 창의성, 칭찬, 관심도, 공평성, 친절성, 유머, 융통성, 

자제력, 침착성, 이해심, 일관성이며 이 역시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

정하였다. 황순필(1997)은 Tyler(1964)의 척도를 번안 수정하면서, 하

위요인을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의 3가지로 구성하

였다. 

김승진(2002)은 교사학생관계의 교사 변인을 교사의 개인특성과 교수

활동, 학생생활지도 변인으로 나누었다. 개인특성 변인은 도덕성, 직무에 

대한 열의와 헌신, 그리고 자신감이다. 교수활동 변인은 교과전문성과 

교수법이며, 학생생활지도 변인은 학생존중과 개방성, 수용성, 학생에 대

한 관심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김인예(2003)는 요인을 크게 교육

활동과 인성사회성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활동은 공평성, 관심도, 이해성, 

친절도, 적극성, 독창성, 책임감, 일관성, 조직성, 융통성, 지식수준으로 

구성된다. 인성사회성은 민주적 태도, 민감성, 매력적 특성, 침착성, 자신

감, 낙천적 태도인데, 이들이 학생의 동기나 학업성취와 어떤 관계에 있

는지 연구하였다.

지은림 외(2003)는 Tyler(1964)와 Rogers(1969)의 이론에 기초하

여 교사학생관계를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다섯가

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해공감은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친밀감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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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학생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도를 말하는데, 서로 애정을 나누

며 이루어가는 감정적 조화를 일컫는다. 신뢰감은 교사를 엄격하고 무섭

게 느끼기보다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학

생들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존중감이란 교사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학생을 고유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대

하는 것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학생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으로, 학생

에 대한 존중은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유능감은 교사의 

전문성을 말한다. 전문지식과 교수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로, 수업활

동을 포함해, 교사가 실천하는 수업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영(2006)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 척도를 개발하면서,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이해

공감은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관심과 이해 정도이며, 유능감은 교사의 

수업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김종백과 김남희(2009)는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RS)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교

사와 학생 간 애착 형성에 대한 안정과 불안정 양상을 평가한다. 하위요

인으로는 민감성, 접근가능성, 수용성, 신뢰성의 4가지를 두고 있다. 

박경인(2010)은 교사학생관계를 학생이 해당교사에 대해 친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유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고등학교 여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을 3가지 하위요인으

로 하는‘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친밀감은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친숙함 정도이며, 신뢰감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

는 정도, 유능감은 학생이 판단하는 교사 능력을 말한다. 

김희정(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은림 외(2003)의 척

도를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이해공감과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1개 문항으로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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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교사학생관계 척도 Tyler(1964)

황순필(1997)

진실성 8

무조건 긍정적 존중 9

공감적 이해 9

QTI(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

Newby 외(2001) 지도력 6

우호성 5

이해함 6

학생 책임감/자유 5

불확실성 6

불만족 6

훈계 6

엄격함 6

교사학생관계 척도 한광택(1990) 민주성 2

지도력 2

책임감 2

자신감 2

창의성 2

칭찬 2

관심도 2

공평성 2

친절성 2

유머 2

융통성 2

자제력 2

침착성 2

이해심 2

일관성 2

교사학생관계 척도 김승진(2002) 도덕성 3

<표 Ⅱ-10> 교사학생관계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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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특성

열의 및 헌신 3

자신감 3

교수활동 교과전문성 5

교수법 5

학교생활지도 학생존중 3

개방성 2

수용성 3

학생에 대한 관심 4

교사학생관계 척도 지은림 외(2003) 이해공감 8

친밀감 8

신뢰감 8

존중감 8

유능감 8

교사학생관계 척도 김태영(2006) 이해공감 8

친밀감 8

신뢰감 8

유능감 8

학생교사 

애착관계 도구

(STRS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김종백, 김남희

(2009)

민감성 4

접근가능성 3

수용성 3

신뢰성 4

교사학생관계 척도 박경인(2010) 친밀감 7

신뢰감 7

유능감 7

교사학생관계 척도 김희정(2012) 이해공감 6

친밀감 5

신뢰감 3

존중감 3

유능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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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격수업만족도

1) 원격수업만족도의 개념

원격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

어지는 교수-학습 형태를 의미한다. 대면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

대면교육이라고도 불리며, 교수매체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이희정, 2020). 반면 대면수업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교수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육 형태이

다. 원격교육으로 일컬어지는 온라인교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불리기도 한다. 

출처 : 이희정(2020) 재인용

원격수업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 웹기반 학습, 가상수업, 이러닝, 스마

트러닝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국내에서는 단위학교가 

내용 대면교육 원격교육

시공간

측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음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학습자

특성

대체로 동질적

같은 지역에 거주

대체로 학부모에 의존

대체로 이질적

분산된 지역에 거주

성인인 경우가 많음

교수방법 면대면 수업 교수매체를 통한 수업

상호작용 직접적인 상호작용 보고서·매체를 매개로 상호작용

학습자 지원매체를 통한 상호작용

교수개발 개별 교수자에 의존 부문별 전문가에 의한 공동작업

수업형태 교수자에 의존한 집단교육 교수매체에 의존한 개별학습

행정조직 교수자들이 행정업무의 일부 담당 학습자 지원, 코스개발 등 

강력한 행정조직 필요

<표 Ⅱ-11>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의 특성�



- 50 -

개설하기 어려운 소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2017년 전체 

고등학교의 35.8%가 원격수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쌍철, 

박상완, 2017). 

최근의 원격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

었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을 해

야 하며, 또한 학교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학기와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

을 해야 한다(정영식, 2020).

교육부(2020c)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원격수업을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정의하였다. 형태에 따라,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③과제수행 중심 수업, 

④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출처 : 교육부(2020c)

구   분 운영 형태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 웍스, 구루미, 구글 행아

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②콘텐츠활용 중심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 (예시)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③과제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예시) 과제 제시 →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

생 활동 수행 → 학습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④기타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표 Ⅱ-12> 원격수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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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들을 수 없던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이쌍철, 김

정아, 2018). 또한 녹화된 강의를 반복 시청할 수 있고, 한정된 수업시

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수업이 끝난 후에 보충할 수도 있다(권영애, 

송영은, 2017). 여기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화상수업이라면, 실제와 같

은 느낌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

재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Hrastinski, 2008). 학습자의 협동과 협

력에도 효과적이며 대면교육보다 더욱 다양한 팀 활동이 촉진되기도 한

다(Strijbos, 2007). 수업의 참여와 토론의 규모가 확장될 뿐 아니라(남

지원, 남택진, 2017), 적은 비용으로 높은 학습효과를 낼 수도 있다. 교

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개인의 요

구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김소현, 

2017). 

하지만, 개별 학습자의 수업 참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

점으로 꼽힌다. 또한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수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

가능하다(이영희, 2015). 

특성화고의 원격수업은 전문교과 실습수업이 많아 어려움이 더욱 크다

(김성남, 김남희, 2020). 직업교육 현장은 그동안 일터 기반의 현장실습

을 강조해왔다(정은진, 김남희, 2020). 교사의 시범에 따라 학생들은 기

자재와 도구를 이용해 실습하며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실습 중 

교사의 피드백과 상호작용도 필수적이다(김효겸, 2021). 그러나 원격수

업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교사가 학교 시설에서 실습하는 모습을 간

접체험하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는 개별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들은 실습수업과 피드백을 경험하기 어렵다(안재영 외, 2020). 계열과 

전공분야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계나 건설 분야는 가정에서 해 

볼 만한 실습이 거의 없다. 간호와 미용처럼 실습과제를 제공하는 수업

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관찰과 피드백은 제한적이며 세심한 지도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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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계고도 파종 등 한번 시기를 놓치면 다시 실습을 하기 어려운 

과목이 상당한 실정이다.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수업조차, 학생마다 PC의 

보유상황이나 사양이 서로 달라 실습수업이 원활하지 않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서 실습수업 내용은 더욱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김남희 

외, 2020). 

김남희 외(2020)는 원격수업 도입 이후 특성화고에서의 이론과 실습 

수업의 비중을 확인하였다. 2020년 1학기 대면수업의 실제 비중은 이론

이 34.3%, 실습이 65.7%로 대략 1:2의 수준이지만, 원격수업에서는 그 

비중이 역전되었다. 이론이 67.1%, 실습이 32.9%로 나타났다. 기초이

론 중심으로만 수업을 한다는 응답도 42.8%나 됐다. 이와 함께 교사가 

직접 실습 또는 도구를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설명했다는 응답이 

23.7%,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실습과제를 제시한 후 과제물

을 점검했다는 응답이 14.4%를 차지했다. 실습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원격교육에 활용할 교육자료도 부족하다. 국어, 영어, 수학 등 보통교

과는 EBS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교과는 과목 수

가 다양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도 제각각이어서, 표준 콘텐츠를 개발하

기가 쉽지 않다.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교사들은 기존의 교실수업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튜브 링크로 수업을 대체하기도 

하였다(김성남, 김남희, 2020). 백병부(2021)의 연구에서는, 2020년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실시간 화상수업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 역시 EBS 방송 수업 등의 표준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더 

줄었다고 평가했다(김남희 외, 2020).

원격수업만족도는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말한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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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2004)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내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학생들

이 수업에 대해 집중과 열정, 호의의 감정적 태도를 갖는 만족감을 수업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해 학습하는 적극적인 주체이다. 학생들은 수업

에 만족할수록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주영

주, 김나영, 2009) 수업만족도는 학생들의 학습에 의미 있는 요소로 다

루어져 왔다. 학습자가 느끼는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로 활용될 뿐 

아니라(김한나, 2021) 원격수업에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로 나타난다(박진아, 2012). 이은곤(2020)은 학생이 원격수업에서 교

수자나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고립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

끼지 않는 정도를 원격수업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원격수업만족도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공간이 분리된 

만큼, 고립감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포함해 소통이나 소속감, 

연대감과 같은 주관적 감정 상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코로나19 이전의 원격수업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사이버대학에

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영란(2009)은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만족도를 조사하면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참여동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

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자 특성 정보의 분석을 강조하였다. 장

은정 외(2010)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이러닝 콘텐츠 구성요소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연구하면서, 학습자의 성별과 전공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서희전(2010)은 대학의 국제 원

격 화상강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온라인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작용적인 수업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 권성연(2011)과 최부기, 전주성(2011)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

실재감은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교수실재감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권영중과 최성용(2017)은 사이버대학의 교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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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중도 탈락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교육서비스 품질요소인 시스템 품질과 콘텐츠 품질, 서비스 품질 가

운데 서비스 품질을 제외한 두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

었다. 

정종구(2010)는 일반 대학 강의에서 대면수업 집단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집단을 구분하고, 실시간 상호작용의 유형과 학습자의 만족도

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은 지방 거주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중등 단계의 연구로는, 강민경(2009)이 초등학교 사이버 가정학습

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은 모두 소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학생들은 교사에 비해 

더욱 수동적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콘텐츠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교사

와의 상호작용 면에서는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들은 콘텐츠나 시스템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교사로서 역할에는 만족하지 

못하였다. 강민경은 이 연구를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

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더불어 수준별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다. 황

세원(2012)은 사이버 가정학습 과목별 콘텐츠의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학과 사회교과의 학습만족도는 높은 반

면, 국어와 과학교과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교과별로 

선호하는 학습방법 역시 다르게 나타나, 각 교과에 맞는 학습 방법이 필

요함을 시사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연구 대상은 전 학교급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형미와 

이동국(2020)은 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였

는데, 정책과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 학습자의 상이한 환경 차이가 

원인으로 꼽혔다. 임은정과 권수미(2020)의 연구에서 음악교과의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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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은 수업 자료의 부족과 행정 업무 부담 등의 어려

움을 호소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습의 효과와 만족도를 주로 다루고 있

다. 김미진(2021)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원격수업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원격수업 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미량, 김진숙, 2007; 조아라, 노석준, 2013)를 지

지한다. 이쌍철과 김정아(2020)는 학생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학습 지원과 콘텐츠의 질, 그리고 시스템

의 편리성이 학습자의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생

들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원격수업은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을 수 있으

며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과 유연성이 학습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정영식, 2020). 계보경 외(2020)의 연구에서도 초중등학

생 모두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연구는 보다 활발하다. 

유민우(2020)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 시행된 실시간 온라인 수

업을 연구하였다. 면대면 수업의 대안으로 이루어진 실시간 온라인 수업

에서 교과유형에 따른 수업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강의

유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

업보다는 학습자의 발화 횟수가 높은 수업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서혜선(2020)은 공과대학 학생들의 비대면수업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과제량과 원격환경에 적합한 

실습 수준, 원격수업의 전달력과 흥미도, 교수의 열정과 이러닝 시스템

의 편리성이 비대면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보람(2021)이 대학생의 원격화상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교

수자는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원격화상수업을 수강하고 싶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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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문항에서 교수자는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화상강의의 질이나 과제

량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강성배(2021)에 따르면, 실시간, 비

실시간의 수업형태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벌어졌다. 대학생의 실시간 원

격수업 만족도 평균은 4.55로 비교적 높은 반면, 비실시간 원격수업 만

족도 평균은 4.20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격교육은 특히 실습수업이 많은 교과에서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현철과 윤현수(2020)은 원격으로 진행한 체육수업에서 실기의 비중

이 줄었다고 하였는데, 대신 이론의 비중은 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희

승(2020)은 대학생의 음악분야 원격수업만족도 조사에서, 음질과 교수

자와의 소통, 인터넷환경의 불안 등으로 실기지도 전반의 만족도가 낮다

고 보고하였다. 정숙진과 신영준(2020)은 교사 66명에게 초등 과학교

과 원격수업 현황을 물었더니 모든 실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응

답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용섭(2020)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실

험내용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기술교과의 

비대면 수업에서도 실습과 체험 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사들은 많은 어려

움을 겪어야했다(모주순, 함형인, 2021).

반면,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원격수업만족도를 조사한 김효겸

(2021)은 원격수업을 기초이론으로만 수업할 때보다 실습으로 수업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실습수업

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조언

하였다.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험실습이나 실

기가 수반되는 교과는 이론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에 비해 원격수업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Kelly, 2020) 특성화고의 교육이 이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원격수업은 중요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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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원격수업에 대한 연구

는 상당히 미흡하다. 직업교육 현장의 문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

다. 그저 취업률이 낮아졌다는 보고만 이루어질 뿐, 그 원인을 분석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원

격교육 연구가 대체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이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2) 원격수업만족도의 측정 

원격수업이 대면수업과 다른 것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공

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

에, 시스템의 안정성, 운영관리 등 물리적 환경을 고려해야한다. 

노영(2005)은 웹 기반 원격 교육과 혼합 원격교육의 학습자 간 만족

도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원격교육 학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상호

작용과 학습지원, 평가, 교수요인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주영주와 김나

영(2007)은 원격대학의 강좌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만족도, 학습자, 과제, 운영지원, 수강생 간의 차이, 피드백, 수업설계, 

컨소시엄 다양성, 상호작용, 평가의 총 10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영란

(2009)은 사이버대학의 만족도 요인을 학습자, 교수자, 콘텐츠, 지원체

제 및 시스템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학습자 능력, 학습시간, 선호도, 준비도,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

다. 교수자 영역의 하위요인은 교수의 능력, 수업 운영능력, 교수 방법의 

다양성,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 명확한 목표제시를 통한 학습자 독려, 

학습자 간 협력 유도, 빠른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황세원(2012)은 사이버 가정학습 과목별 콘텐츠의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사이버가정학습을 꾸준히 이용

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콘텐츠 만족도는 화면구성과 학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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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평가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김세련(2013)은 방송통신고등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 변인으로 이러닝 준비도를, 교

수자 변인으로 교수 실재감을 설정하였다. 이러닝 준비도가 학습자 참여

와 학습만족도, 인지된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때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

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닝준비도는 학습만족도를 유의

하게 예측하였으며, 교수실재감은 두 변인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손찬희 외(2014)는 스마트교육으로서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

생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선택과목이나 

전입생의 미이수 과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경적 변인과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

해 및 인식, 온라인수업만족도의 3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교사는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온라인수업만족도도 비교적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아름(2014)은 모바일러닝 학습자의 수업만족

도를 조사하면서 학습만족도와 학습효과, 전이효과, 비용효과를 하위요

인으로 구성하였다. 정양수(2015)는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학습자 요인, 환경적 요인, 교사 요인, 콘텐츠 요인, 관리적 요인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은 학습자료의 내용과 질, 정보

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관리적 요인은 원격수업 기기와 인

터넷환경 등 물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장미경(2018)은 인문계 고등학생

의 온라인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하위요인을 콘텐츠, 상호작용, 시스

템, 전반적 만족도의 4가지로 구성하였는데, 콘텐츠와 시스템요인이 전

반적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송미화(2019)는 

이러닝 기반 학습의 만족도 하위요인으로 학습내용과 시스템, 운영관리

의 3가지를 언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과 초중고교의 원격수

업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 

박현정(2020)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사 요인,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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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요인 그리고 시스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조보람(2021)은 원격화상

강의의 학습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강의내용과 상호작용, 평가 및 과

제, 수업환경 및 관리, 만족도의 5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유민우

(2021)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교수자 만족도를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

다.

김효겸(2021)은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원격수업만족도를 조

사하였다. 그는 상호작용, 콘텐츠, 시스템, 학습성과의 4가지로 하위요인

을 구분하였다. 상호작용 영역은 교과 교사의 정보 안내, 학습관리 등의 

4문항으로, 콘텐츠 영역은 원격수업의 분량, 난이도 등의 4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시스템 영역은 학교에서 제시한 원격수업을 위한 사이트, 

플랫폼으로의 이용성, 접속 용이성 등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

습성과 영역은 원격수업을 통한 전문교과의 지식, 직무능력의 습득을 묻

는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격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사이버가정학습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

강민경(2009)

참여실태 6

만족도 11

효과성 7

개선방안 5

사이버가정학습 

학습자 만족도 조사
황세원(2012)

화면구성 4

학습방법 8

상호작용 1

평가 3

이러닝준비도 24

<표 Ⅱ-13> 원격수업만족도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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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만족도 조사
김세련(2013)

교수실재감 28

학습자 참여 10

학습만족도 3

인지된 학업성취도 3

모바일러닝만족도 조사 정아름(2014)

학습만족도 13

학습효과 3

전이효과 7

비용효과 4

인문계고등학교 

온라인수업만족도 조사
장미경(2018)

콘텐츠 5

시스템 4

상호만족 4

전반적 만족도 3

이러닝기반교육 

학습만족도
송미화(2019)

학습내용 5

시스템 4

운영관리 5

초등 온라인영어수업 

학습자만족도
박현정(2020)

전반적인 만족도 4

교사요인 4

콘텐츠 요인 2

시스템 요인 2

원격화상강의 학습만족도 조보람(2021)

강의내용 3

상호작용 3

평가 및 과제 2

수업환경 및 관리 4

만족도 2

온라인수업만족도 측정 유민우(2021)
내용/설계요인 5

전반적인 만족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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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인 간의 관계 

가.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불안은 취업준비과정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변

인 가운데 하나이다. 취업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잃거나,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김홍석, 김정섭, 2015). 청년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행동 관련 연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연

구 결과, 대체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은 진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niels 외, 

2006). 김봉환(1997)은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낮다고 하였다. 김경태(2003)의 연구에서도 특성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현주(2009)는 상태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에 

소극적이라고 하였고, 조혜정과 홍다영(2017)은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

하면서 불안을 경험하면 진로 관련 결정이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서지윤(2008)은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오민경 외(2017)도 취업 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일시적인 불안은 심리적 급박함으로 나타나 진로

공업계 특성화고 

원격수업만족도 조사
김효겸(2021)

상호작용 4

콘텐츠 4

시스템 3

학습성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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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 정명희(2019)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

생의 취업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취

업불안이 적당한 긴장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취업준비행동이 촉진되는

데, 이는 고경필(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최인영(2020) 역시, 

불안은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김홍국(2018)의 연구에서는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의 경우 취

업준비행동 전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제경과 김동일(2004)은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이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

하였다. 연구에서는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취업준비행

동 전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명진(2010)은 불안의 하위

요인 가운데 하나인 상태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데, 불안수준

이 높다고 해서 진로준비행동에 무조건으로 부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

고 강조하였다.

천석준과 이기학(2008)은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

은 정적으로 매개한다고 하였다. 개인이 상태불안을 겪게 되면,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탐색행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민경(2020)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의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사용해, 취

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차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3 -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크게 부모의 학력과 소득, 직업으로 구성된

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는 심

리적·정서적으로도 자녀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떄문에 Schulenberg 외(1984)는 개인의 직업 지위

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꼽

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직업가능성을 높이거나 제한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진미경(199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

회경제적 지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박완성(2002)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유사 진로관련 변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불안→취업준비행동

이제경, 김동일(2004)

서지윤(2008)

김홍국(2018)

정명희(2019)

김봉환(1997)

김경태(2003)

이현주(2009)

주명진(2010)

조혜정, 홍다영(2017)

오민경 외(2017)

최인영(2020)

-

+

+

+

-

-

-

+

-

+

+

<표 Ⅱ-14>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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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서정선(2002)과 

이은정, 장윤옥(2008)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원소미(2016)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

생 개인의 진로성숙에 정적인 직접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

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진로 관련 변인들에도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혜(2006)는 빈곤 가정의 청

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진로태도성숙과 직업포부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박재은 외(2011) 역시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연구들도 있다. 박용관(200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긍정적인 

자아와 자신감을 형성하는데는 유의미하지만, 진로성숙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

해 원격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

비가 최대 5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a).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진로발달 성취가 낮은 것으

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노경란, 2011: 김희자, 2008). 원격교육시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소득

격차로 인해 교육 기회를 상실하거나 박탈당한다면, 이는 빈곤의 악순환

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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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준비행동

진미경(1999)

박완성(2002)

서정선(2002)

박용관(2003)

이은정, 장윤옥(2008)

원소미(2016)

정지혜(2006)

박재은(2011)

+

+

+

(영향없음)

+

+

-

-

<표 Ⅱ-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다.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교사학생관계는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애착은 진

로성숙과 진로탐색효능감 등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

을 보고되어 왔다(박은선, 2008; 최옥현, 2007; 허균, 2012). 

조미형 외(2006)은 교사 애착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중2 패널(2006년 

조사)을 활용한 연구에서 부모, 친구, 교사와의 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애착이, 남학

생은 여기에 더해 친구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남녀 모두 교사애착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균(2013)의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교사

애착은 진로탐색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해 간접적 영향만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주 외(201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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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진로교육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진로교사의 지원은 진로준비행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2014)가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좋게 인식하는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안혜진과 정미경(2015)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고 인식하면, 진로계획과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고, Zhang 외

(2018)는 교사의 지원은 학생의 진로 개발에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은혜(2017)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교

사의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교사지지와 진

로준비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교사로부터 

지지를 얻는다고 여길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됨을 의미한다.

김근혜와 박진영(2017)은 호텔조리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교사학생관계

→취업준비행동

주영주 외(2013)

한은혜(2017)

김근혜, 박진영(2017)

허균(2013)

조미형 외(2006)

안혜진, 정미경(2015)

허균(2013)

+

+

(영향없음)

(영향없음)

+

+

+

<표 Ⅱ-16>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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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코로나19 이전의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가운데, 진로나 취업과의 관계

를 연구한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원격수업만족도를 대신하여 수업

만족도나 전공만족도 등 진로, 취업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학과만족도나 수업만족도 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등의 진로관련 변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연수와 정한결(2012)은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

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수업만족도 중 교수학

습활동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경영 수업만족도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황지영(2012)은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전공수업 

몰입 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했더니,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확인되었는데, 전공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통제해나갈 수 있다고 느낄수록 직업탐색행동이 높아진다고 하였

다. 정민주(2014)와 한예정(2014), 김미숙(2015)은 각각 대학생을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현정(2016)은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교

육만족, 자기효능감, 취업행동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교육만족은 

취업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희(2016)의 연구에

서도 전공만족도가 취업행동에 부분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최보라와 모화숙(201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각 변인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준비행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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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은 관광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전공만족도의 모든 하위 요인이 취

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선과 박수진, 안성식(2018)은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희(2019)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 취업불안, 취업준비행동

의 영향관계 연구에서, 전공만족 중 교과만족은 취업준비행동 요인 가운

데 정보탐색활동에, 인식만족과 관계만족, 교과만족은 준비계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김흥수(2020)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생활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전

공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게되고, 취업에 관련된 장벽을 성공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취업준비행동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신경섭(2021)은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전공이나 수업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취업준비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정민주(2014)

한예정(2014)

김미숙(2015)

+

+

+

+

<표 Ⅱ-17>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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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마.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최미진(2021)은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

생의 취업불안이 전공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전공만족도는 취업

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 변인 간의 순차적 영향관계를 확

인하였다.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를 직접 검증한 연구가 없기에, 최미진(2021)의 연구와 더불어 유사한 

개념의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

서는 앞서 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바(황지영, 

2012; 정민주, 2014; 정명희, 2019; 신경섭, 2021) 불안이 수업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

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혜진과 최화열(2010)은 커뮤니케이션 불안감과 관광영어교육 전공 

학생의 수업만족감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불안감은 

학생들의 수업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피치불안감

과 수업불안은 수업만족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현정(2016)

황정희(2016)

김보람(2018)

정명희(2019)

금흥수(2020)

신경섭(2021)

이연수, 정한결(2012)

서명선,박수진,안성식(2018)

최보라, 모화숙(2018)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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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준(2013)은 불안 인식의 정도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불안과 수업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불

안수준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유영은(2008)은 소집단 협동학습 상황에서 

언어불안과 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 영향 관계가 확

인되었다. 

불안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취업불안→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
최미진(2021)

+

(순차적 영향관계)

불안⟶수업만족도 정혜진, 최화열(2010)

이은준(2013)

-

-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정민주(2014)

한예정(2014)

김미숙(2015)

김현정(2016)

황정희(2016)

김보람(2018)

정명희(2019)

금흥수(2020)

신경섭(2021)

이연수, 정한결(2012)

서명선, 박수진,안성식(2018)

+

+

+

+

+

+

+

+

+

+

+

+

<표 Ⅱ-18>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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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

의 매개효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원격수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정(2015)은 효과적인 수업활동을 위해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데, 주변환경으로부터 방

해받지 않는 독립된 학습공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정연 외(2020)의 

조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22.6%가‘온라인 수업

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와 안정

된 인터넷연결망 등도 필수적이다. 연구대상 10명 중 3명은‘기기가 낡

아 방해받고 있다(29.3%)’거나‘인터넷 속도가 느려 불편을 느꼈

다’(35.9%)고 응답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비교해 

2~3배나 높은 결과이다. 

진미정 외(2021)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가정 내 스마트기기가 담

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이용해 가족 특성에 따른 

스마트기기 보유실태를 조사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화면크기에 따라 원

격수업 효과에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화면 크기가 

큰 데스크탑과 노트북 PC의 보유율(66.7%)이 일반국민(83.2%)에 비

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1인

당 스마트기기 보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외(2020)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 가운데 노트북이나 테블릿PC가 아닌 스마

트폰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일반고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선행연구들은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 경제적 수준이 일반고 학생

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09; 서울시교육

연구정보원, 2017), 이러한 특성이 원격수업 기기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환경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성취는 

수업만족도의 지표이기도 한데(박진아, 2012) 이는 학교생활에서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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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공감으로 이어지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뤄진다(권은경, 2021). 강호수와 남신동

(2020)의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고 응답

한 비율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17.1%이었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46.0%로 나타났다. Coleman 외

(1966)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

한 지표라고 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김경근, 2005; 오욱환, 

2003; 김광혁, 2008; 구인회, 2003; 김경근, 2005; 류방란, 김성식, 

2009; 정소희, 2013) 소득 뿐 아니라 부모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들도 수행되었다.  

임혜정과 이선영(2020)은 가정 배경이 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 학력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는데(김경근, 2005; 

방하남, 김기헌, 2002; 현지영, 김경근, 2015), 특히 아버지의 교육수준

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방하남, 김기

혼, 2002; 박창남, 도종수, 2005). 아버지가 집안의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가구 소득과 더욱 관련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문

정선과 문경숙(2018)은 전북지역 중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함으로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김종백, 김준엽, 2009; 김

혜연, 2012). 권경림과 구남욱(2019)도 서울교육종단연구를 활용한 연

구에서 부모의 자녀학습지원 변화가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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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이연수, 정한결, 2012; 정민주, 2014; 한혜

정, 2014; 김보람,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에 관

계에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자녀학습지원→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권경림, 구남욱(2019)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오욱환(2003)

구인회(2003)

김경근(2005) 

김광혁(2008)

 류방란, 김성식(2009)

정소희(2013)

방하남, 김기헌(2002)

김경근 (2005) 

 박창남, 도종수(2005)

현지연, 김경근(2015)

임혜정, 이선영(2020)

김혜연 (2012)

김종백, 김준엽(2009)

문정선, 문경숙(2018)

권경림, 구남욱(2019)

+

+

+

+

+

+

+

+

+

+

+

+

+

+

+

학업성취→취업준비행동 최형전(2021) +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정민주(2014)

한예정(2014)

김미숙(2015)

김현정(2016)

황정희(2016)

김보람(2018)

+

+

+

+

+

+

+

<표 Ⅱ-1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

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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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사.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

과

선행연구는 주로 교사학생관계와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만족도의 관계

를 다루고 있다. 

조미형 외(2006)의 연구에서 부모, 친구, 교사와의 애착은 진로성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애착이, 남학생

은 여기에 더해 친구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남녀 모두 교사애착이 진로성숙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Resnick 외(1997)는 청소년이 교사와 원만한 지

지관계를 맺을 때 사회적,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Birch

와 Ladd(1997)는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동기와 학업 성취 등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inata(1999)는 학생이 교사를 친밀히 

여길 때, 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기술 등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였

으며, 교사의 보살핌과 칭찬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학생은 학교생활만

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llinan, 2008). 

학생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감이 커

진다는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공인주, 2013; 

김진숙, 채선화, 2015). 황여정과 김경근(2006)은 학생교사관계가 학교

정명희(2019)

금흥수(2020)

신경섭(2021)

이연수, 정한결(2012)

서명선, 박수진,안성식(20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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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높은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문은식과 김충희

(2002)는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인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

응해 만족한다며 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교육품질과 학교생활만족

도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이미숙 외(2010)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지영과 김경근(2015)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

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인, 교사학생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그러

나, 유사변인으로 교사애착이 학교생활적응을 거쳐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었으며(조미형 외, 2006),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교사학생관계는 수

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황여정, 김경근, 2006; 공인주, 2013; 김진

숙, 채선화, 2015) 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명희, 2018; 신경섭, 2021; 김현정, 

2016).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교사애착→학교생활적응

→진로성숙
조미형 외(2006) +

교사학생관계→수업만족도

황여정, 김경근(2006)

Hallinan(2008)

공인주(2013)

김진숙, 채선화(2015)

문은식, 김충희(2002)

이미숙 외(2010)

박경인(2010) 

+

+

+

+

+

+

+

<표 Ⅱ-20>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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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아. 선행연구 종합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첫째, 불안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

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최미진, 2021). 또 다수의 연구에서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에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혜진, 최화열, 2010; 이은준, 2013).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

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독립적

교사학생관계→학업성취

Resnick 외(1997)

Birch, Ladd(1997)

Painata(1999)

현지영, 김경근(2015) 

+

+

+

+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정민주(2014)

한예정(2014)

김미숙(2015)

김현정(2016)

황정희(2016)

김보람(2018)

정명희(2019)

금흥수(2020)

신경섭(2021)

이연수, 정한결(2012)

서명선,박수진,안성식(2018)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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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공간이나 원격기기 같은 원격수업 환경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따

른다고 지적하고 있다(OECD, 2020; 이정연 외, 2020). 원격수업 환경

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면 학습성취를 이루기 어렵다(진미정 외, 

2021; 강호수, 남신동, 2020; 김혜진, 2020; 박선호, 최희경, 2020;  

박미희, 2020). 특히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2005; 방하남, 김기헌, 2002; 박창

남, 도종수, 2005; 임혜정, 이선영, 2020). 부모가 학습보조를 강화할 

때,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지는데(이은혜, 장인실, 2021; 김경근, 박수

용, 2007),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 등에 이러한 부모의 학습지원

이 더해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리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

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다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수업만

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이연수, 정

한결, 2012; 정민주, 2014; 한혜정, 2014; 김보람, 2018).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거쳐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교사학생관계는 수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공인주, 2013; 김진숙, 채선화, 2015; 황여정, 김경근, 2006; 문

은식, 김충희, 2002). 한편 선행연구(정명희, 2018; 신경섭, 2021)들은 

수업만족도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

서 교사학생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거쳐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

수업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성화고에도 원격수업이 본격 도입되었다.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취업불안과 원격수업으로 인

한 고립불안에 코로나19 감염불안이 확산되고, 교육격차는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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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대두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입된 원격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 

19 이전의 중등교육단계의 원격수업 연구는 주로 사이버가정학습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강민경, 2009; 김미량, 김진숙, 2007; 황세원, 

2012). 코로나19 이후의 원격수업연구가 확대되는 단계이나, 아직은 교

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는 수준이다

(이정연 외, 2020; 정은진, 김남희, 2020; 계보경 외, 2020). 원격수업

이 보충수업이 아닌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중등단계 

원격수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격차가 중대한 현

안으로 떠오른 만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

에 대한 연구도 절실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

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특

성화고에서의 효과적인 원격수업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취업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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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보편교육의 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

다. 코로나19가 종료된 후에도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스마트 교육

이 본격화되면서 특성화고에서의 원격교육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

운데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

로 살펴보고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실천적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

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 원격교육 정책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

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다. 독립변인은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이다. 

종속변인은 취업준비행동이며, 매개변인은 원격수업만족도이다. 

<그림�Ⅲ-1>� 연구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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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이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모두 464개교이

며, 전체 학생 수는 209,574명이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농업계열은 37

개교로 학생 수는 11,724명이며, 공업계열은 195개교, 95,179명, 상업

계열은 170개교에 학생 수는 80,681명이다. 또 7개 수산 및 해양계열

에 1388명, 가사 실업계열 55개 학교에 20,602명이 재학 중이다. 각각

의 비율은 1 : 8.1 : 6.8 : 0.1 : 1.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

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94,407명으로 45%를 차지하며, 그 외 비

수도권은 115,167명으로 55% 수준이다. 

학년별 학생수는 1학년은 모두 69,518명이며, 2학년은 69,732명, 3

학년은 70,324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0학년도의 1학년 학생 수와 2

학년 학생 수로 연구대상인 2021학년도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를 갈음

하였다.

구분 학생 수 백분율(%)

학년

1학년 69,518 33.2

2학년 69,732 33.2

3학년 70,324 33.6

지역
수도권 94,407 45.0

비수도권 115,167 55.0

<표 Ⅲ-1> 2020학년도 전국 특성화고 학년별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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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1)�

나. 표집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2, 3, 4학

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2년제 대학의 경우 1, 2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취업준비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 학년

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1학년을 제외하였다. 

이 연구가 수행된 시점은 9월로, 1학년의 경우, 특성화고 재학 기간이 1

학기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데다, 특성화고 1학년은 보통교과 수업의 비

중이 크고, 전문교과 수업이라 해도 이론 수업이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본격적인 취업준비가 시작되지 않은 학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주요 분석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분

석에서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인의 20배 수준이 권장된다

(Tabachnick, Fidell, 2007). 사회과학에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300명 이상의 표본이 요구된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적어도 100

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모집단 규모가 1,000,000명을 넘을 때 적

절한 표본 크기로 384명을, 또  75,000명일 때는 382명을 제안한다

(Krejcie, Morgan, 1970).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을 대표할 가

능성도 함께 높아지지만, 표본이 너무 많으면 변인 간 중다상관이 과대

평가되어 실제 효과가 없는 독립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는 최소수준에서 표본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

계열

농업계 11,724  5.6

공업계 95,179 45.4

상업계 80,681 38.5

수산·해양계 1,388  0.7

가사·실업계 20,602  9.8

합계 209,5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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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김선근, 2017).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 크기와 회수율, 그리고 불

성실한 응답 등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600부로 하였다. 표집은 전

국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

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층화군집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군집비

율표집은 특정 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이 군집

의 빈도에 따라 무작위로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표본이 편중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이훈영, 2008). 분석의 추정을 위해 가장 상위 단계인 학교는 적

어도 3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별로는 5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해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윤지영, 

2016). 이에 따라 전국의 특성화고를 지역별 학교 수 비율에 따라 1 : 

1.2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14개교에 280명, 비수

도권 16개교에 320명으로 모두 30개교에 600명을 할당하였다.  

또한, 계열에 따라서도 학생 수 비율을 구성하였다. 농업계열이 5.6%, 

공업계열이 45.4%, 상업계열이 38.5%, 가사 및 실업계열이 9.8%, 수산 

및 해양계열이 0.7%로 각각의 비율은  1 : 8.1 : 6.8 : 0.1 : 1.7 수준

이다. 이때 학생 수가 적은 농업계열과 가사 및 실업계열, 수산 및 해양

계열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별로 할당된 학생 수를 계

열별로 다시 할당하였다. 수도권에서는 공업계고와 상업계고, 기타계열 

특성화고의 비율이 대략 5 : 5 : 1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1.3 : 1.1 : 1

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

계열고 6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4개교를 선정하였다. 비

수도권의 경우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5개교, 기타 계열 고등학

교는 5개교로 모두 16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들 각 학교에서 2학년과 3학년 학생 각 10명씩 설문하기로 하고, 

회수율을 고려하여 30개교에 설문지를 20부씩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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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

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지는 종속변인인 취업준비행동, 독립변인인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교사학생관계, 매개변인인 원격수업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8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다

른 설문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일부 문항과 척도를 수정하였

으며, 변인별 하위요인과 문항 수, 문항번호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층화군집표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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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척도 출처

종속변인

취업

준비

행동

정보수집활동

23

 Ⅰ. 1-9

5
신경섭

(2021)
교외활동  Ⅰ. 15-21

구체적 노력  Ⅰ. 10-14, 22,23

독립변인

불안 상태불안 20  Ⅱ. 1-20 5
한덕웅 외

(1993)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

5

 Ⅴ. 6

- -어미니의

학력
 Ⅴ. 7

가구 월 수입  Ⅴ. 8

교사

학생

관계

이해공감

21

 Ⅲ. 1-6

5
김희정

(2012)

친밀감  Ⅲ. 7-11

신뢰감  Ⅲ. 12-14

존중감  Ⅲ. 15-17

유능감  Ⅲ. 18-21

매개변인

원격

수업

만족도

상호작용

15

 Ⅳ. 1-4

5
김효겸

(2021)

콘텐츠  Ⅳ. 5-8

시스템  Ⅳ. 9-11

학습성과  Ⅳ. 12-15

인구 

통계학적 

문항 

학년, 성별, 학교소재지, 

학교계열
4  Ⅴ. 1-4 - -

합계 86

<표 Ⅲ-2> 측정도구(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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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취업준비행동을 다룬 연구 대부분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측

정도구 역시 대학생에 맞게 개발되어왔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연구한 

신경섭(2021)과 김성식(2020), 홍성표(2016) 등의 도구를 분석한 결

과, 신경섭(2021)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신

경섭(2021)의 도구는 김효진(2011)의 도구에서 진로 관련 내용을 취업 

관련 내용으로 수정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하는 도구로 수정하였으며, 

정보 수집 활동, 교외활동, 구체적 노력의 3개 하위 요인과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 α는 정보수집활동 .913, 교외활동 .922, 구

체적 노력 .877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준비행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

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15, 19, 20번 문항에 한해 온라인 활동을 명시

하여 수정하였다. Cronbach α는 정보수집활동 .884, 교외활동 .837, 

구체적 노력 .816으로 확인되었다.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취업준비행동 .920 .922

정보수집활동 .886 .884

교외활동 .821 .837

구체적 노력 .796 .816

<표 Ⅲ-3> 취업준비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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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안 측정도구

불안 측정은 Spielberger, Grosuch 및 Lushene(1970)이 개발한 상

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Anxiety Inventory:STAI)를 한덕웅과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태

불안과 특성불안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이란 개인이 지금의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여길수록 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성불안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불안을 의미한다. 

상태-특성불안 검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각각 2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0문항(1, 2, 5, 8, 10, 11, 15, 16, 19, 20)은 

역채점하였다. 

한덕웅 외(1993)의 연구는 특성불안 척도의 Cronbach α를 .89, 상

태불안을 .93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안이 코로나19라는 외

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만 사용하

였다. 또한 원 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문항과의 균형

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변경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928로 학인되었다.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불안 .907 .928

상태불안 .907 .928

<표 Ⅲ-4> 불안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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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백순근, 박경인, 2010)를 검토하여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요인으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을 설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

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재학연한

으로 변환해 통계에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는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6년, 대학원 졸업은 18년으로 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부모

의 소득을 합산하여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의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소득금액은 통계청(2021)의 2020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인 5,035,000원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다시 

300만원 미만을 3점으로 하여, 600만원 이상 7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백순근, 박경인, 2010).

각 하위요인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

하였다(박수억, 2011).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

력, 가구의 월 수입을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단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허아정, 2021; 김영도 외, 2021; Kraus 외, 

2009; Cohen 외, 2006)



- 88 -

라. 교사학생관계 측정도구 

교사학생관계는 김희정(2012)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김희정은 지은림 

등(2003)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중·고등학생에게 적합

하도록 문장을 수정보완하였다. 하위요인은 모두 5개로, 이해공감 6문

항, 친밀감 5문항, 신뢰감과 존중감이 각 3문항, 유능감이 4문항이며 모

두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 α는 .959이며, 요인별로는 이해

공감이 .940, 친밀감이 .885, 신뢰감 .742, 존중감 .862, 유능감이 .853 

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교사학생관계를 좋게 지각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이해공감 .958, 친밀감 .945, 신뢰감 

.865, 존중감 .899, 유능감 .911로 확인되었다.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교사학생관계 .977 .979

이해공감 .956 .958

친밀감 .952 .945

신뢰감 .845 .865

존중감 .891 .899

유능감 .905 .911

<표 Ⅲ-5> 교사학생관계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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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격수업만족도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원격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효겸(2021)의 도구

를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효겸(2021)의 전문교

과 원격수업만족도 조사는 상호작용, 콘텐츠, 시스템, 학습성과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호작용 

영역은 교과 교사의 정보 안내, 학습관리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콘텐츠 영역은 원격수업의 분량, 난이도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스템 영역은 학교에서 제시한 원격수업을 위한 사이트, 플랫폼으로의 

이용성, 접속 용이성 등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성과 영역은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한 전문교과의 지식, 직무능력의 습득을 묻는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효겸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68이며, 상호작용 요인이 .896, 

콘텐츠 요인이 .926, 시스템 요인이 .865, 학습성과 요인이 .957로 확

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김효겸(2021)의 문항 중 콘텐츠 요인을 묻는 문항 가

운데 ‘원격수업으로 학습하는 전문교과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를 ‘원

격수업의 실습은 대면실습 수업 유사하다’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문

항은 박현정(2020)의 연구를 검토하여 수정 활용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플랫폼은 EBS 온라인클래스와 밴드, 줌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

로 사용하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상호작용 요인이 .852, 콘텐츠 요인이 

.868, 시스템 요인이 .854, 학습성과 요인이 .932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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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는 202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진행

하였다. 수도권 특성화고 공업계고 1곳과 상업계고 1곳을 대상으로 하

여, 학교 당 50부씩 모두 100부를 배부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

다. 본조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목표 수집 

수를 600부로 하여 계열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6개교, 기타계열 고등학

교 2개교로 총 14개교를, 비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

고 5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는 5개교로 모두 16개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 또는 우편조사로 진행하였다. 모두 30개교에 대해 설문지를 20부

씩 배부하였다.

각 학교의 담당교사에게는 사전연락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과정에 협조를 구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

원격수업만족도 0.939 .943

상호작용 0.817 .852

콘텐츠 0.888 .868

시스템 0.903 .854

학습성과 0.934 .932

<표 Ⅲ-6> 원격수업만족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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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과 중복응답, 또 모든 문항의 답을 똑같

이 응답한 경우 등 불성실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목표 부수 600부 가운데, 580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

하게 응답한 설문 26부를 제외하고, 554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7>과 같다. 학년별로는 2학년

(51.6%)이 3학년(48.4%)보다, 성별로는 여학생(56.1%)이 남학생

(43.9%)보다 많았다. 학교소재지는 수도권이 46.2%를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53.8%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공업계열이 42.1%, 상업계

열이 44.2%이며, 기타 농업계열과 수산해양계열, 가사계열을 합해 

13.7%로 나타났다. 

빈도 백분율

학년
2학년 286 51.6

3학년 268 48.4

성별
남자 243 43.9

여자 311 56.1

학교 소재지
수도권 256 46.2

비수도권 298 53.8

학교 계열

공업계열 233 42.1

상업계열 245 44.2

기타 

(농/수산‧해양/가사‧실업계열)
76 13.7

합계 554 100

<표 Ⅲ-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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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평균, 백분율)분석, 내적일치도 분석,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를 수

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H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

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사회과학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일반적으로 .05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05로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에 따른 통계기법은 <표 Ⅲ

-8> 과 같다.

구분 연구목표 통계분석방법

기초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설문문항 설문문항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내적일치도 분석 

일반통계량 연구변인들의 일반통계량 최댓값, 최소값 빈도, 상

관분석,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연구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

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

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다회귀분석

<표 Ⅲ-8> 연구가설별 통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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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통해 내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의 일반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활용하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차이

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활용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학자

에 따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Davis(1971)가 제시

한 상관분석 기준을 따랐다.

연구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

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

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부트스트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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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vis, J. A.(1971).

넷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r 상관정도 판단

1.00 완전한 상관(perfect)

0.70~0.99 매우 높은 상관(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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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9> 피어슨 상관계수의 상관정도 판단기준

<그림Ⅲ-3>�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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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인 Sobel 검정은 검정력이 낮은데다 간접효과를 간과할 가능성

이 높다. 반면 부트스트래핑은 매개효과의 직접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또 변인의 분포나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다(Preacher & Hayes, 2004). 부트스트래핑 가설검정은 신뢰구

간을 이용하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트스트랩의 샘플링은 5,000개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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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변인 일반통계량

가.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

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각 독립변

인의 측정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의 평균은 3.4148이며, 표준편차는 .73532,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다. 원격수업만족도의 평균은 3.4893, 표준편차

는 .82140이며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다. 불안의 평균은 

2.7847이며 표준편차는 .75951이다.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교육연

한으로 환산한 뒤 점수를 부여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300만원 미만을 3점으로, 600만원 이상은 7점으로 점수화하

였다(백순근, 박경인, 2010). 이후 하위요인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단일 측정치로 사용하

였다(허아정, 2021; 김영도 외, 2021; Kraus 외, 2009; Cohen 외, 

2006). 그 결과 평균은 0, 표준편차는 2.26467, 최소값은 –8.33, 최대

값은 4.95로 나타났다. 교사학생관계의 평균은 3.8804이며, 표준편차는 

.81844이다.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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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54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평균 차이 

학년, 성별, 학교소재지, 학교계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

준비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년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p<.05),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 p<.001 **p<.01 *p<.0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취업준비행동 3.4148 .73532 1.00 5.00 -.198 .111

원격수업만족도 3.4893 .82140 1.00 5.00 -.039 -.378

불안 2.7847 .75951 1.00 5.00 .070 .045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0 2.26467 -8.33 4.95 -.082 -.316

아버지의 학력 0 1 -3.40735 1.76553 -.133 -.823

어머니의 학력 0 1 -3.32073 1.78714 -.195 -.414

가구의 월수입 0 1 -1.60175 1.39865 -.052 -1.087

교사학생관계 3.8804 .81844 1.00 5.00 -.664 .550

<표 Ⅳ-1> 연구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이

학년
2학년 286 3.3197 .72804

-3.230** -.20022
3학년 268 3.5182 .73029

<표 Ⅳ-2> 학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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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 p<.001 **p<.01 *p<.05

학교소재지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 p<.001 **p<.01 *p<.05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계열별 평균을 보면, 공업계열이 3.4254, 상업계열

이 3.4049, 농업과 수산‧해양계열, 가사‧실업계열을 묶은 기타계열이 

3.4144로 나타났다. F검정 결과 통계적 차이는 .046(p>.05) 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이

학교소재지
수도권 256 3.4303 .71784

.943 .07152
비수도권 298 3.3588 .79599

<표 Ⅳ-4>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이

성별
남 243 3.3563 .79161

-1.657 -.10416
여 311 3.4605 .68598

<표 Ⅳ-3>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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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p<.01 *p<.05

다.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

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표 Ⅳ-6> 같다. 

종속변인인 취업준비행동은 원격수업만족도,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

과 원격수업만족도(r=.367)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중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취업준비행동과 불안(r=-.111)은 .01 수준에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취업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r=.142), 교사학생관계(r=.291)도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학년은 (r=-.136)은 .01 수준에서 낮은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이 연구의 매개변인인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교사학생관계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원격수업만족

도와 불안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낮은 부적 상관을(r=-.281), 원격

수업만족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r=.179)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원격수업만족도와 교사학생관계는 중간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r=.436).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학교계열

공업계열 233 3.4254 .73660

.046상업계열 245 3.4049 .73731

기타 76 3.4144 .73422

<표 Ⅳ-5>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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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p<.01, *p<.05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취업준비행동 1

2 정보수집활동 .826** 1

3 교외활동 .866** .513** 1

4 구체적 노력 .904** .690** .672** 1

5  원격수업만족도 .367** .269** .330** .348** 1

6 상호작용 .399** .328** .334** .375** .806** 1

7 콘텐츠 .340** .254** .294** .332** .913** .709** 1

8 시스템 .231** .205** .185** .212** .804** .470** .653** 1

9 학습성과 .301** .160** .318** .286** .895** .633** .762** .623** 1

10  불안 -.111** -.162** -.005 -.143** -.281** -.203** -.310** -.233** -.216** 1

11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142** .106* .134** .125** .179** .187** .154** .143** .138** -.151** 1

12 아버지의 학력 .134** .107* .128** .111** .119** .171** .086* .090* .076 -.084* .786** 1

13  어머니의 학력 .149** .106* .142** .136** .175** .198** .155** .120** .134** -.087* .800** .527** 1

14  가구의 월 수입 .037 .027 .032 .037 .112** .054 .109* .115** .103* -.170** .679** .253** .284** 1

15  교사학생관계 .291** .251** .227** .283** .463** .518** .406** .361** .328** -.212** .070 .034 .060 .064 1

16 이해공감 .316** .263** .264** .296** .442** .481** .391** .340** .326** -.216** .054 .019 .034 .070 .929** 1

17 친밀감 .249** .229** .182** .242** .388** .449** .358** .288** .262** -.212** .084* .033 .055 .101* .940** .855** 1

18 신뢰감 .257** .221** .196** .256** .455** .498** .401** .366** .320** -.196** .047 .021 .055 .031 .929** .803** .848** 1

19 존중감 .248** .214** .181** .255** .378** .421** .328** .320** .249** -.163** .074 .060 .059 .049 .919** .810** .841** .833** 1

20 유능감 .275** .233** .225** .260** .481** .552** .404** .359** .359** -.192** .064 .027 .076 .041 .918** .828** .806** .829** .792** 1

21 학년 -.136** -.108* -.167** -.069 -.017 -.034 -.066 .073 -.031 -.033 -.005 -.004 -.026 .020 -.021 -.014 -.056 .015 .014 -.051 1

<표 Ⅳ-6> 통제변인 및 취업준비행동, 원격수업만족도,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교사학생관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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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가정 중 하나이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필요 이상으로 높을 때 중복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하는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으면,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에 대한 해

석이 모호해져 회귀계수의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

선성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였다. 공차한계는 독립변인에 대한 

다른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²)를 1에서 뺀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 변량팽창계수(VIF)

는 공차한계의 역수로,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박은규, 2015).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은 <표 Ⅳ-7>과 같다. 공차한계(tolerance)

는 .736~.956로, 변량팽창계수(VIF)는 1.046~1.359으로 모두 정상적

인 값으로 측정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rance) 변량팽창계수(VIF)

취업준비

행동 

원격수업만족도 .736 1.359

불안 .900 1.1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956 1.046

교사학생관계 .778 1.285

<표 Ⅳ-7>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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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규성검증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은 첫째, 종속변인이 양적변수여야 한다. 둘째,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잔차의 등분산성과 선형성 그리고 상호독

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치가 정규확률도표의 정규성 선상에 있어, 응답자

의 취업준비행동의 수준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림�Ⅳ-1>� 취업준비행동의�정규성�검증(P-P�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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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도를 통해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산점도 분석 결과, 산점

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퍼져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그림� Ⅳ-2]� 취업준비행동의�등분산성�검증을�위한�표준화�잔차의�산점도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통계값을 확인

하였다. 통계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가, 4에 가까우면 음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2에 가까울수록 상호 독립적인 변인들

로 구성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2.008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상호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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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

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

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불안,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여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

계학적 변인 가운데 학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변인을 함

께 투입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F값은 10.433(p<.01)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019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형1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으로 설명

량은 .157 증가하였다(p<.001).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수준 .05 수준에

연구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

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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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학생관계와 원격수업만족도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001 **p<.01 *p<.05

계수는 표준화계수임

구분 취업준비행동

모형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78.992 9.399

통제변인 학년 -.136** -3.230 -.128** -3.286

독립변인

불안 .009 .2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81* 2.046

교사학생관계 .154*** 3.510

매개변인 원격수업만족도 .281*** 6.219

R²(adjR²) .019(.017) .176(.168)

△R² .157

F 10.433** 23.393***

<표 Ⅳ-8>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

수업만족도의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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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

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

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해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를 X변수

로 설정하고,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추정치를 산

출하였다. 이어서 각 독립변인을 개별 X변수로 투입해,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총 효과를 각각 산출하였다. 유

의수준은 .05로,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효과가 있다

고 판단할 수 있다.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를 X변수로, 원격수업만족

도를 M변수로 설정하고 학년을 통제한 후 취업준비행동의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9>과 같다. F값은 23.3939(p<.001)로 

,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사학생

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

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

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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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Ⅳ-10>과 같다. 취업준

비행동에 대한 불안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

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

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을 통한 불안의 간접효과(ab=-.0474)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업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001 **p<.01 *p<.05

모형
원격수업만족도 취업준비행동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상수) 2.4024***  2.4024 1.9925 2.8123 2.0723*** .2205 1.6392 2.5054

통제

변인
학년 -.0222 .0602 -.1404 .0960 -.1875** .0571 -.2996 -.0754

불안 -.1884*** .0409 -.2688 -.1080 .0083 .0396 -.0694 .0861

부모의사회경

제적지위
.0450*** .0134 .0186 .0714 0263* .0129 .0011 .0516

교사학생관계 .4183*** .0376 .3443 .4922 .1386*** .0395 .0610 .2162

원격수업만족도 .2517*** .0405 .1722 .3312

R .5140 .4194

  R² .2642 .1759

F 49.2690*** 23.3939***

<표 Ⅳ-9>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

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불안
.0083 -.0474  -.0391

(-.0694, .0861) (-.0753, -.0224) (-.1179, .0398)

<표 Ⅳ-10>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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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취업준비행동

에 대한 직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Ⅳ

-11>와 같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효과

(c´=.0263)와 취업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서 원

격수업만족도를 통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간접효과(ab=.0113)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총 효과(c=.0377)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취업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

도는 부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p<.001 **p<.01 *p<.05

교사학생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

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Ⅳ-12>와 같

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교사학생관계의 직접효과(c´=.1386)와 취업

준비행동과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한 교사학생관

계의 간접효과(ab=.1053)와 총 효과(c=.24397)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취업준비행동과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

업만족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0263* .0113 .0377**

(.0011, .0516) (.0040, .0201) (.0118, .0636)

<표 Ⅳ-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

개효과와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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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p<.01 *p<.05

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교사학생관계
.1386*** .1053 .2439***

(.0610, .2162) (.0651, .1495) (.1714, .3164)

<표 Ⅳ-12>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

의수준 

<그림� Ⅳ-3>� 취업준비행동과�불안,�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원격수업만족도의�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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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증한 연구가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Ⅳ-13>와 같다.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

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X

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사학생관계는 원

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

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완전매개

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

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매개

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

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매개

<표 Ⅳ-1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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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가.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

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

연구가설 1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분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의 수준이 달라짐을 확인하

고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으로 구명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가설 1-1은 

채택되지 않았다.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가 있는 반면(김봉환, 1997; 김경태, 2003; 이현주, 2009; 조혜정, 

홍다영, 2017), 다른 연구는 취업불안이 적당한 긴장으로 나타날 때 오

히려 취업준비행동이 촉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서지윤, 2008; 오민경 

외, 2007; 정명희, 2019; 최인영, 2020). 이 연구에서는 영향관계가 확

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일치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

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은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너 나 할 것 없이 취업난에 내

몰렸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무력감과 자조감 속에 지금의 불안상태를 적

극적인 취업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취업을 대신해 대학진학을 선택

함으로써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가 희석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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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과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확인

되었다(β=.081, p<.05). 따라서 연구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박용관

(200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지만, 선행연구의 다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

준비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다(진미경, 1999; 박완성, 

2002; 서정선, 2002; 정지혜, 2006; 박재은, 2011). 이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그동

안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갖는 중

요한 변수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김근영과 곽금주(2015)가 학술지 ‘청

소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언급한 215편의 논문 가운데 이를 독립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43편으로 

20% 수준에 그쳤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통제변인이 아닌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더 활발져야함을 의미한다.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154, p<.001). 따라서 연구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이는 

학생이 교사를 친밀하게 느끼고 믿을 수 있고 유능하다고 여길수록 취업

준비행동이 더 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나 지원, 

애착 등이 커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조미형 외, 2006; 한은혜, 2017).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동

시에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

여준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상담을 

확대하는 등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81, p<.001). 이로써 연구가설 1-4는 채택되었다. 이는 

특성화고에서 시행되는 실습중심의 전문교과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기대

에 부응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이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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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업에서의 수업만족도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황지영, 2012; 정민주, 2014: 한예정, 2014; 김미

숙, 2015; 김현정, 2016; 황정희, 2016; 김보람, 2018; 정명희, 2019; 

금흥수, 2020; 신경섭, 2021)와 일치한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원

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원격수업만족도의 효과로 취업준비행동을 제시했다는데 의

의가 있다. 

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2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

도를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명하였다.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친다(-.0474). 

불안이 높을수록 원격수업만족도가 낮고, 낮아진 원격수업만족도는 다시 

취업준비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과 취업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취

업준비행동에 대한 불안과 원격수업만족도의 순차적 영향을 고려하여 특

성화고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고 원격수업만족도를 높이는 현장의 노력들

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1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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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수업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킴

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원격수업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교육당국은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이는 비단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와 인터넷 같은 물리적 환

경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

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최대 5배 벌어진 데서 보듯(교육부, 

2021a)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학습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

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정선, 문경숙, 2018; 김종백, 

김준엽, 2009; 김혜연, 2012), 따라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맞

춤형 학습 지원 등 개인 간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해 교사학생관계는 유의한 영향

(.1386)을 미치며,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1053)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원격

수업만족도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생관계가 좋으면 

원격수업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원격수업

만족도가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순차적 영향관계는 

교사학생관계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황여정, 김경근, 2006; 공

인주, 2013; 김진숙, 채선화, 2015) 수업만족도는 또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정명희, 2018; 신경섭, 2020) 선행연구

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

이 특히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특성화고에서는 플립러닝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현장

감이 떨어지는 원격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과 더욱 긴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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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진모 외, 

2020). 

구명된 간접효과를 종합하면,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

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모두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을 위한 유력한 사다리로 인

식되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기회가 늘어나고, 교육만족도와 

성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

다(현지영 외 2015). 따라서, 학생들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

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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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

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교사학생관계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

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은,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

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

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특성화고 학생 전체이다. 2020학년도를 기

준으로 전국의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모두 464개교이며, 학생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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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74명이다. 이 가운데 2021년 현재 각각 2학년과 3학년인 2020

년 기준 1학년 학생은 모두 69,518명이며, 2학년 학생은 69,732명이

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1년 이상 원격수업을 경험한 2, 3학

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특성화고를 지역별, 계열별 학

교 수 비율에 따라 나누고, 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6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4개교를, 비수도권에서는 공업

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5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는 5개교로 모두 

16개교를 선정한 후, 학생 6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정하였다. 조사도구

는 취업준비행동, 원격수업만족도,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

학생관계, 일반적 특성 변인의 여섯 가지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

다. 취업준비행동은 23문항, 원격수업만족도는 15문항, 불안은 20문항, 

교사학생관계는 2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위요인인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을 묻는 3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4문항을 더해 모두 8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특성화고 교사 3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89부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

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1

년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수도권 일부 학교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

를 방문하였고, 그 외 학교는 우편을 통해 설문을 수행하였다. 목표 부

수 600부 가운데, 580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

한 설문 26부를 제외하고, 554부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효

자료율은 95.5%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

였다. 또한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영

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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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β=.081, p<.05), 교사학생관계 역시 취업준

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친다(β=154, p<.001). 원격수업만족도

도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β=.281, p<.001).

둘째,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친다

(0.047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0113)와 교사학생관계(.1053)는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김봉환, 1997; 김경태, 2003; 이

현주, 2009; 조혜정, 홍다영, 2017), 서지윤(2008), 오민경 외(2017), 

정명희(2019), 최인영(2020) 등은 불안이 적당한 긴장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취업준비행동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포함해 선

행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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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선행연구의 다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진미경, 1999; 박완

성, 2002; 서정선, 2002; 정지혜, 2006; 박재은, 2011). 교사학생관계

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

사의 지지나 지원, 애착 등이 커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한다(조미형 외, 2006; 한은혜, 2017). 이 연구는 선행연

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

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면수업에

서의 수업만족도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황지영, 2012; 정민주, 2014: 한예정, 2014; 김미숙, 

2015; 김현정, 2016; 황정희, 2016; 김보람, 2018; 정명희, 2019; 금

흥수, 2020; 신경섭, 2021)와 일치한다. 또한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원격수업

만족도의 효과로 취업준비행동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국, 불안

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원격수업만족도 가운데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

를 경유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불안

은 취업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

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 

불안이 높을수록 원격수업만족도가 낮고, 낮아진 원격수업만족도로 인해 

취업준비행동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학생의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특히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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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특성화고에서 플립러

닝의 형태로 원격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격수업의 질

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3. 제언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취업준비행동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

이다.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개발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발생과 함께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

었다. 이전의 원격수업이 단위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소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가정학습과 보충학습의 용

도로 활용되었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원격수업은 본격적으로 학교수업

을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보편적 수업으로서의 원격수업 연구도 본

격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원격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유민우, 2020; 서혜선, 2020; 조보람, 

2021; 강성배, 2021), 초중등단계 교육에서는 학생보다는 교수자의 경

험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최형미, 이동국, 2020; 임은정, 권수미, 

2020; 김미진, 2021).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

더라도,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학년도

부터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플립러닝이나 학교 간 공동 교

과를 개설해 원격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특성화고에서의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특히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이 그들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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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들을 탐

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업만족도 연구를 기초로 원

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

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대면수업을 받는 것과는 달리 원격수업

은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가정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원격수

업 참여 동기와 몰입,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와 같은 학생 개인 변인

으로 인해 교육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돌봄 여부에 따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수업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은 일반적인 수업만족도의 선행변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교 변인에서도, 원격수

업 시스템 관리와 조작 등이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차원

의 접근이 필요하다. 원격수업 설계와 실행, 교수효능감 등과 같은 교사

나 학교 관련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로 통제변인으로 사

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도입 초기, 수

업공간이 가정으로 옮겨지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가정배경을 독립변인으

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발달이나 학습, 구체

적인 진로나 취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다소 조심스럽다.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학력이나 소득은 부모나 자

녀의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지지나 양육태

도 등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덧 원격수업이 도입된 

지 만 2년이 지나면서, 정부가 원격학습기기와 무료 인터넷을 보급하는 

등 인프라는 구축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모 지지와 같은 보다 폭넓은 가정변인으로 선행변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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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격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이며, 모든 학생은 동일한 원격수업에 참여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도

입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본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수업에도 원격 참

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즉, 같은 수업을 두고 A학교 학생은 대면수업을, 

B학교 학생은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동일한 수업에 대한 

대면과 비대면 수업 참여자들의 수업만족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의 효용성과 만족도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이 연구는 직업계고 학생들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마이스터고 학생을 포함하여 직업계고 전반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해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

기와 취업난 속에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특성화고 학생

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 학생은 오로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똑같은 직업계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특성

에 따른 원격수업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의 취업의지나 

학교의 원격수업 고도화 노력 등이 선행변인으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

다. 

나.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정부는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EBS 온라인클래스를 개발하고 교육용 

인터넷서비스를 무료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왔다. 그러나, 위

드코로나의 시행과 함께, 대면수업을 재개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수업을 ‘뉴노멀’로 정

의하고 미래교육의 시작으로 선언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원격수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우려도 앞선다. 원격

수업은 그 자체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미래교육의 

모델이다. 따라서 원격수업은 폐기될 정책이 아니라, 지속 발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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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적 욕구를 채우고, 언제, 어디서나, 누

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

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교사학생

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대부분의 수업을 실습으로 진행한다. 실습

수업은 실제성이 강하고 기능 습득을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 비해 

원격수업이 더욱 어렵다. 특성화고 실습수업에서 학생은 교사의 시범을 

따라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에서도 실습수업의 실재감

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권성연, 2011; 최부기, 전주성, 2011). 컴퓨터 

등을 이용해 기자재를 간접 체험하는 원격수업은 한계가 있다(정현철, 

윤현수, 2020; 이희승, 2020; 정숙진, 신영준, 2020; 이용섭, 2020; 모

주순, 함형인, 2021).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만큼, 

교사는 유용한 원격수업용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원격으로 이루

어지는 실습수업의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적, 제도

적 노력도 필요하다. 원격수업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

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수업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서 소외계층 학생에게 원격교육 장비가 우선 제공되었다

면, 원격수업이 보편교육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지원이 필수적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장비는 기존에 학교

가 무상으로 제공해 온 학습 기자재와 다르지 않으며 학생들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리터러시 교육도 수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의 디지

털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공간 안에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데 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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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최근에는 그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래 디지털 사회를 살

아갈 시민으로서 다양한 소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으로서의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

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주로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

하지만,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정의 생활상, 

즉 사생활이 일정 부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기노

출에 민감한 나이이다. 선행연구에서 보듯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

생들에 비해 가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감

안하면, 저작권, 초상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보

통신윤리교육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

동체 소속감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한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처 발굴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들

의 전제는 교사학생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려와 상담을 강화

해야 한다. 수업은 다양한 변인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특성은 원격수업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격수업에도 학생과 교사, 환경 등 다양한 변인

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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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본조사용 설문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이 설문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따라 익명
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
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응답지는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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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다음은�여러분이�어떻게�취업을�준비하고�있는지에�대한�질문입니다.�

� � �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 �

바랍니다.

번호 내가�생각할�때 아니다� � �⟷   그렇다

1� 나의�취업에�대해서�가족과�이야기를�

나눈�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맞는�직업을�생각해�본� 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취미,� 특기,� 소질과�관련지어�취업을�

생각해�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취업과�관련된�자료를�인터넷에서�

검색해�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을�체크하고�그에�맞는� 직업을�

찾아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과�나의�미래직업에�대해서�

이야기를�나눈�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을�위해�회사의�자격요건이�

무엇인지�알아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업에�대해�여러가지�정보(방법,� 보수,�

전망)를� 알아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과�취업에�대해서�

이야기를�나눈�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적성과�흥미,� 성격�등을� 알아보기�위해�

검사를�받아본�적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과�관련한�책,� 전문� 서적,� 잡지� 등을�

구입해�읽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재,� 참고서적,� 필요한�기기� 등을�

이용하여�취업을�준비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 167 -

14� 취업을�위해�필요한�정보지,� 팜플렛�등을

모으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취업을�준비하기�위해�학원을�다니거나�

온라인�강의를�듣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직업과�관련된�기관을�직접� 방문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들과�

이야기를�나눠본�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업�분야를�직접� 체험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취업에�관련된�상담을�위하여�상담� 기관을

방문하거나�온라인�상담을�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직업박람회,� 취업설명회�등� 취업� 관련�행사나

온라인�박람회,� 설명회�등에�참석한�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취업을�위해�관련된�대회� 공모전�등을�

준비한�경험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취업을�위해�앞으로�할�일에� 대해서�

계획을�세우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취업�목표를�달성하기�위해�해야�할�일들을

점검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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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여러분의�마음상태에�대한�질문입니다.� �

평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번호 내가�생각할�때 아니다� � � �⟷     그렇다

1� 마음이�차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음이�든든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긴장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후회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음이�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당황해서�어찌할�바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앞으로�불행이�있을까�봐� 걱정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음이�놓인다.� ① ② ③ ④ ⑤

9�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편안하게�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감이�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3� 마음이�조마조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극도로�긴장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마음은�긴장이�풀려�포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7 뭔가�걱정하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흥분되어�어쩔�줄�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9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0 기분이�좋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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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선생님에�관한�문항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시기�바랍니다.

번호 내가�생각할�때 아니다� � � � �⟷    그렇다

1� 선생님은�우리의�감정을�잘�이해해주신다 ② ③ ④ ⑤ ⑤

2� 선생님은�우리가�생각하고�말하는�것에�

관심을�가지고�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우리의�행동을�잘�이해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은�우리의�개인적인�문제를�

잘� 이해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은�우리와�생각이�달라도�

잘� 이해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은�우리의�생각을�인정해주시는�

경우가�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선생님은�우리에게�애정을�갖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은�우리에게�칭찬을�잘�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은�함께�지내고�싶은�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은�우리에게�자상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은�우리를�편안하게�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선생님이�말씀하시는�것에�믿음이�간다. ① ② ③ ④ ⑤

13� 선생님은�약속하신�것을�지키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은�자신감이�있어�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생님은�우리를�한� 인격체로서�

대등하게�대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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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생님은�우리의�의견을�존중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은�부당하게�권위를�내세우시는�분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8 선생님은�우리가�이해하기�쉽도록�

내용을�잘� 설명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은�우리가�지루하지�않도록�

다양한�방법으로�가르치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은�학생들의�질문에�시원하게

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은�모르는�것이� 없을�정도로�

많이�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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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문교과� 원격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문항을�잘� 읽고�가장�적합한�답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번호 내가�생각할�때 아니다� �⟷   그렇다

1� 원격수업�선생님은�수업안내정보� (수업방법,�

운영일정�등)를�자세하게�제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원격수업�선생님은�학생에게�

자주�학습에�대한� 의견� 및� 질문을�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원격수업�선생님은�학생의�질문에�

적절한�답변과�설명을�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원격수업�선생님은�학습독려문자,�

이메일�등으로�학습관리를�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원격수업으로�학습하는�콘텐츠의�

1차시�분량은�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원격수업으로�학습하는�내용은�이해하기�쉽다.� ① ② ③ ④ ⑤

7 원격수업으로�학습하는�내용은�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원격수업의�실습은�대면� 실습� 수업과�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원격수업플랫폼(EBS온라인클래스,� 밴드,� 줌� 등)은�

이용하기�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원격수업플랫폼(EBS온라인클래스,� 밴드,� 줌� 등)에�

불편함�없이� 접속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원격수업플랫폼(EBS온라인클래스,� 밴드,� 줌� 등)

은�선생님께�학습내용과�방법을�질문하기�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원격수업을�통해�학습하는�것은�나에게

가치있는�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원격수업을�통해�나의�전공에�대한�

자신감을�갖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원격수업을�통해�공부한�전공� 과목에�대한

기본지식을�충분히�습득하게�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원격수업을�통해�공부한�내용이�직무� 능력을

키우는데�도움이�될� 것으로�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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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여러분의�일반적�사항에�관한�문항입니다.�

모든�정보는�익명으로�처리되며,� 외부에�알려지지�않습니다.�

여러분이�생각하고�있는�정도에�○�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1.� 여러분은�몇� 학년입니까?

①� 2학년� � � � � � � � � � � ②� 3학년

2.여러분의�성별은�무엇입이니까?

①�남� � � � � � � � � � � � � � ②� 여

3.� 여러분의�학교는�어느�지역에�있습니까?

①�수도권� � � � � � � � � � ②� 비수도권�

4.� 여러분의�학교�계열은�무엇입니까?

①�공업계열

②�상업계열

③�농업계열

④�수산·해양계열

⑤�가사·실업계열

5.� 아버지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①�초등학교�졸업�또는� 그� 이하

②�중학교�졸업

③�고등학교�졸업

④� 2년제�또는� 4년제�대학� 졸업

⑤�대학원�졸업� 이상

6.� 어머니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①�초등학교�졸업�또는� 그� 이하

②�중학교�졸업

③�고등학교�졸업

④� 2년제�또는� 4년제�대학� 졸업

⑤�대학원�졸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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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님의�수입을�모두�합해�가정의�한� 달� 소득은�얼마입니까?

①� 300만원�미만�

②� 300~400만원�미만�

③� 400~500만원�미만� �

④� 500~600만원�미만�

⑤� 600만원�이상�

― 긴�설문에�성실히�응답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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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o satisfy the research goal,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online class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as explored.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online class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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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as 

examined. 

The target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the entire students in 

domestic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2nd- 

and 3rd-grad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online learning 

for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30 

schools were selected of the whol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by region and department, and 600 students were 

selected as the sample group.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1, 2021 to November 15, 2021 via mail and 

face-to-face survey. A total of 580 responses from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collected, of which 554 responses 

were analyzed after removing careless responses. As the 

research instrument, the survey consists of 86 questions, among 

which were 23 item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20 

items on anxiety, 21 items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15 

items on online class satisfaction, 3 items asking about 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4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Moreov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was used as a single scale by assigning 

scores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fathers and mothers, and 

to the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standardizing them, and 

adding them together. As for the research instrument, face 

validity was confirmed from 3 teacher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F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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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level of 

perceptions on each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utilized. Furthermore, the analysis of 

correlation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In order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Hayes 

(2013)’s PROCESS macro model 4 was adopted. All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at .05.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nxiety 

had no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p>.05).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had a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β=.081, p<.05).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β=.154, 

p<.001). Online class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β=.281, 

p<.001). Second, anxiety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had a full mediating effect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0474). 

Additionall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0113), 

teacher-student relationship(.1053) turned out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via online class satisfaction.

Drawing upo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concluding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anxiety does not directly a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has a full mediating effect 

that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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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class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sychological support 

to reduce anxiety should be prepared.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y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at affec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more 

the students feel close to the teacher, the more reliable and 

competent they are, the more active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s. Between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online class satisfaction has the biggest explanation. 

And although anxiety does not directly a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online learning is growing, 

especially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tudents’ satisfaction b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online classes.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 variables that affect online class satisfaction 

such as individual motivation and immersion, design, and 

execution of online classes need to be dealt with in a different 

dimension from the general variables of class satisfaction. 

Second, the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not only difficult to overcome through 

individual efforts of parents or children, but also devalues the 

importance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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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as the economic support for low-income students has 

been strengthened as online class has become a universal clas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o 

broader family variables such as parental support in future 

researches. Third, it is importa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betwe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lasses for the same clas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advanced online class by making the curriculum flexible.

Moreover, the implications for the field are as follows; First, as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online class satisfaction of student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is necessary to mak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enhance 

the sense of reality of online practice classes. Second,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For example, the proper 

equipment such as the functioning computers and the Internet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to digital literacy education. Third, although 

anxiety did not directly a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motional stability of students is 

more important in the online learning situation.

Key Wor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nline Class Satisfacti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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