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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직업미결정 성향에 대한 영향 요인과 장래 자신들이 종사하게 될 직업 결정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로는 첫째, 직업결정성향에 있어서는 한국대
학생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일본의 대학생들에게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종사할 직업에 대한 결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대학생에게 있어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부분적으로 여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의 상승과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여학생들이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남학생에 비해 
낮으며, 직업선택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둘째, 일본의 대학생들이 한국대학생들에 
비해 장래 자신의 직업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직업결정의 과정과 직업결정의 질적, 양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일본대학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 같이 자신의 직업결정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직업결정에 
대한 미숙함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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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후기에 해당하며, 고등학교 시기의 심리  기로부터 벗어나 성인 

사회로의 진입을 구체 으로 비하고 모색하는 시기이다. 이 림(1997)도 지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 있어 졸업 후의 직업 선택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에 있어 요

한 발달과제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의 취직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취직을 결정짓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  스트

스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문제는 경기 변동과 하게 연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과 한국 모두 최근 경기 상황이 양호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학생들의 채용에 있어 소극 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경기가 호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취직률에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남재량(2006)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직업미결정자 가운데 문 졸  

졸자의 비율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 이부 (2005)도 향후 한국 사

회에서 고학력 직업미결정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노동정책

연구  연수기구(The Japan Institute for Labor Policy and Training)(1998)를 심으로 1990

년  후반 이후 졸 직업미결정자들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으며, 문부과학성의 

「学校基本調査」(2006)에 따르면 졸자 가운데 20%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서 학의 문을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직업 결정을 

해 구체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柳井(2001)은 의 청소년들

은 소비사회의 향을 강하게 받아 생산 활동 보다는 소비 활동에 익숙해져 있으며, 노동에 

해 부정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2006)도 사회의 청소년들은 이  세 에 비해 ‘근면’에 한 가

치 지향성이 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安藤(2004)는 학생 들의 직업미결

정에 한 원인을 개인의 심리  특성이나 가치 의 변화에서 찾기 보다는 매스미디어의 고 

효과에서 찾고자 한다. 그는 매체가 청소년들의 취업 문제의 심각성에 한 메시지를 끊

임없이 내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가 청소년들에게 부정 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은 자

신감을 상실하게 되거나 소극  취업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 환․김계 (1995)에 따르면 직업을 포함한 학교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

는 것은 정상 이고 일시 인 것으로서 발달단계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졸업을 

1)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가운데 졸이하자의 비 은 1995년 24.1%에서 

2004년 9.4%로 격하게 감소한데 반해, 문 졸과 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의 비 은 6.8%로, 11.4%

에서 18.3%로 격하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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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둔 학생들은 취직을 포함한 자신의 진로와 련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리 , 환경

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직업 세계  의사결정 과정에 한 추가

인 정보를 얻을 때까지 진로에 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단력이 부족

한 이들은 미래의 진로와 련된 결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른 결정들도 미루

는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직업미결정 는 진로미결정에 

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진로  

직업선택은 매우 요한 과제이자, 심리 으로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 은 교육체계와 노동시장의 특성의 측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 을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는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직

업미결정성향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양국 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

에 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직업미결정의 개념에 관한 논의
먼  직업미결정(vocational indecision)의 개념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미결정의 개념

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  검토해 보아야 할 개념이 진로미결정(career indecision)의 개념이다. 

진로미결정의 개념은 주로 학교 졸업 이후 선택하게 될 직업에 한 의사 결정이 특정한 이유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외, 2005) 는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력(Callanan and Greenhaus, 1992) 등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청소

년들의 진로미결정은 심리학의 역과 진로지도, 진로상담의 역에서 많은 심을 끌어 왔으

며, 이들 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로결정에 

있어 핵심  과제가 직업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직업결정의 맥락에서 근

하여 진로미결정과 직업미결정의 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와 련하여 이

지  외(2005)의 연구에서도 진로선택과 직업선택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직업미결정에 한 개념에 해 살펴보면, 먼  安藤(2004)는 직업미결정의 개념을 특정한 

이유로 인해 직업을 선택하고 있지 않거나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東․安藤(2003)는 자신의 장래에 해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직업을 결정하고 있지 않거나 결

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下山(1986)는 직업미결정을 다섯 단계로 나 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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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직업선택이 가장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결정’의 상태에서 자신의 심

이나 흥미를 직업선택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안일’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한 Cites(1969)의 진로미결정의 개념을 통해 직업미결정의 개념을 도출해 보면, 직업미결

정이란 개인이 구체 인 직업선택을 한 비와 직업 활동을 시작함에 있어 필요한 행동들을 

취하거나 그러한 과정에 여하는데 있어서의 무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Gordon(1995)은 이처럼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무능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직업

을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의지  측면과 결정할 수 없는 능력  측면 그리고 결정할 비

가 되어 있지 않는 비성 등의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Lucas(1993)와 Lucas․Epperson(1988)은 진로미결정 청소년들의 유형을 첫째, 자신의 

계획을 우선순 에 따라 통합하는 과제만을 남겨 진로결정이 임박한 청소년, 둘째, 자신이 

심을 가지고 몰두해야 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곤란해 하는 청소년, 셋째, 동기부

족과 무력감으로 인해 결정을 하지 못하며 제한 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넷째, 진로의 

목 에 해 고통스럽고 막연한 느낌을 가진 청소년, 다섯째, 결정에 임박했으나 직업이나 그

와 련된 행 에 비교  심이 은 청소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5가

지 유형들은 개별 으로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 성을 가진 채로 연속

선상에 존재한다. Hartman, Fuqua & Harman(1983)은 진로미결정 집단을 진로를 결정하지 못

하는 유형(undecided type)과 성격 으로 결단성이 부족한 유형(indecisive type)으로 구별하

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성격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을 유 하는 이들은 이러한 문제 상

황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2. 선행연구의 고찰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직업미결정에 한 연구로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강 배․

김기헌, 2004; 강재태․양재석, 2001)와 학생을 상으로 그들의 진로미결정 상태에 한 분

석을 실시한 연구(고향자, 1992; 김 환․김계 , 1997; 이 선․김정희․이 순, 1999)가 존재

한다. 하지만, 김 환․김계 (1995)의 지 처럼 인생발달단계에 있어 직업결정은 매우 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Callanan & Greenhaus(1992)는 진로미결정이 인구통계학  특성, 성격, 환경 등 다양한 요

인의 향을 받으며 직업탐색행동의 수 에 향을 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학생의 진로

미결정 수 과 직업탐색행동의 련성에 한 연구(노연희․장재윤, 2005; 이지 ․장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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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언, 2005)에서는 진로미결정 수 이 높을수록 직업탐색행동을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학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있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진로탐색

을 해 극 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下山(1986)는 학생의 심리  특성과 직업미결정성향간의 차이에 한 연구를 수행하 는

데, 연구결과 개인의 자아정체감의 결여는 직업에 한 극  탐색노력을 약화시키며, 장래 

자신의 진로에 한 방향성을 상실하도록 한다는 을 지 하고 있다. 한 国松(2004)는 학

생들 가운데 직업미결정집단을 별하기 한 방법에 한 연구를 실시하 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미결정집단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해 부정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에 한 원인으로 개인의 심리  특성과 가정, 학교 등으로부

터의 환경  향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  향의 구체 인 내용으로는 학교의 

지명도, 공, 부모의 사회경제  지 ,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 많은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과 자아효능감과의 계(조아미, 2000; 김선남․정 욱, 

2005; 이기학․이학주, 2000), 직업탐색행동과 진로미결정간의 계(이지 ․장재윤․김명언, 

2005; 노연희․장재윤, 2005)를 규명하고자 하 다. 한 청소년의 진로미결정과 정신건강과의 

계에 한 연구들(加茂, 2002; 이 주, 2000)이 이루어졌는데, 加茂(2002)는 직업결정에 한 

심리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우 개인은 강박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香山

(2004)는 일본의 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의 문제는 이 과 달리 불확실성이 높으며, 심지어는 

취직에 한 강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Krumboltz(1993)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포함한 자신의 진로결정의 요성에 해 충분히 인식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이 주(2000)는 

학생들의 강박증이 진로미결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진로선택에 

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진로결정에 해 심리 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직업미결정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 宮本(2004)는 

청소년들의 극  직업선택행동에 한 장애요인으로 부모들의 허용  태도를 꼽고 있다. 즉,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존 하는 것이 진보주의  

교육철학과 시 정신에도 부합되며, 아울러 개성과 의사를 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이

라 여겨 최 한 그들의 의사를 존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가 부정 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직업결정에 한 유  경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학생들의 직업미결정 성향의 증가추세에 한 설명으로 柳井(2001)를 비롯한 耳塚

(2005), 杉(2004) 등과 같은 학자들은 일본 학생들은 소비사회의 향을 강하게 받아 쾌락

에 한 요구는 매우 강한 반면, 노동에 한 의욕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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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정규직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약하며, 취직을 하더라

도 쉽게 이직하고 마는 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 청소년들은 노동에 해 부정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있어 노동이 가지는 가치를 부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

하고 있다. 그리고 大江(2005)의 분석에 따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취직 가능 여부에 

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에는 매체를 통하여 ‘여 생 취업빙하기’ 등과 같은 

보도가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신의 ‘ 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지에 해 불안의 정도도 높다고 주장한다. 이와 련하여 (2004)는 직업선택과 인 , 물  

네트워크의 계성에 한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경우 인  네트워크의 활용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만큼 직업세계 이행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

安藤(2001)는 학생의 학년에 따른 직업미결정성향에 한 분석에서, 학년의 경우 정보

수집효능감이 직업미결정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며, 고학년의 경우 자기이해효능감이 직업미

결정에 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3, 4학년의 경우 직업결정의 문제를 유 할 수 없는 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

에 학 졸업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한 이해  정보가 직업결정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三浦(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 한, 安藤(2004)는  일본 학생의 직업선택행동의 특징으로 직(適職)신

앙, 수동  태도, 하고 싶은 일에 한 높은 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자신에게 맞은 직업만을 

고집하며, 극 인 구직행동  정보수집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마냥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성향이 결국은 다수의 청소년들을 노동시장

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은 본인들의 자발  의지에 기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의 사회참여활동과 직업미결정의식간의 계에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2007)의 조사에 따르면, 학시 의 취업설명회, 인턴십, 아르바이

트, 동아리활동 등이 진로선택에 정 인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 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 계능력, 리더십, 주체성 등을 배양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 있어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의 융화, 통합을 강조

하는 경향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斎藤(2007)는 학의 사회  인지도, 공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그들의 직업결정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 으로는 사회  인지도가 낮은 학의 재학생들은 이러

한 취업정보 제공의 불평등에 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취업 정보 제공에 한 사회  구조의 부조리함은 그들의 자신감을 상실  하는 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뒷받침하는 연구로 三宅(2005)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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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는 사회  인지도가 낮은 학의 재학생들의 경우 자아존 감의 정도가 매우 낮으며, 

자신의 장래 직업에 한 결정의 정도도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주로 학생의 진로미결정  직업미결정의 측정을 해 Osipow 

등(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를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지  

외(2005)와 이 주(2000) 등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일본에서는 下山(1986)가 개발한 직업미

결정척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Ⅲ. 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이 연구를 한 분석자료로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 6개월간 일본과 한국의 학

생( 문  포함)을 상으로 실시된 『 학생들의 직업선택  의식에 한 조사』2)자료이다. 

조사 자료의 응답자는 총 99명이며 이  한국 학생은 49명, 일본 학생은 50명이었다. 

2. 분석 변수 및 모형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직업미결정성향’이다. 직업미결정성향에 한 측정은 下山(1986)에 

의해서 계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다. 下山(1986)은 직

업미결정성향을 미숙(未熟), 혼란(混亂), 유 (猶豫), 탐색(探索), 안일(安逸), 결정(決定) 등 여섯 

가지의 개념  차원으로 구분하 으며 이는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

커트(Likert) 형식으로 ① 매우 그 다, ② 그 다, ③ 어느 쪽도 아니다, ④ 그 지 않다, ⑤ 

 그 지 않다 등 5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下山(1986)의 이론 인 차원들과 이번 연구의 경험 인 연구 결과간의 일치

이 있는지를 우선 비교하 으며 이를 토 로 직업미결정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

다. 먼  각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통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2) 이 조사는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學術振 )로부터 과학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다(本調査は平成17年度科

学研究費補助金(若手研究Ｂ)のよる助成を受けた, 硏究代表 : 金琪憲, 課題番号: 17730295). 이 조사는 한․

일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 조사의 부가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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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문항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문항1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을 지 불
안하다 .641

.714

.800
2.228

(22.285)문항2 직업 결정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면, 심한 초조
함을 느낀다 .555 .770

문항3 직업을 잘 못 고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직업을 결정할 자신이 없다. .665 .575

*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임

<표 2> 혼란(混亂)

측정문항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문항1 자신의 직업에 대한 계획은 착실하게 잘 준비되
고 있다 .567

.712
.676

2.238
(22.377)문항2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결정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실현 단계에 있다 .608 .861
문항3 자신의 직업 결정에는 자신이 있다 .684 .675

*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임

<표 1> 결정(決定)

0.6 이하인 문항을 제외하 고 각 요인에 한 요인분석을 통해 한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components analysis)으로 직각회 방법

(varimax rotation)이 사용되었으며 고유치(eigenvalues)가 1.00 이상인 요인으로 한정하여 단

일 요인으로 묶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탐색’에 한 문항들은 신뢰도가 모두 낮게 나왔

고 ‘유 ’와 ‘안일’에 한 문항들은 한 개의 차원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下山(1986)가 제기한 6개의 이론 인 차원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미숙’과 ‘혼란’, ‘결정’이라

는 세 가지 차원으로 직업미결정성향이 구성3)되었으며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값이 체 신뢰도

값 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항을 제외하고 재차 요인분석을 시도하 다. 

요인분석의 최종 결과는 <표 1>과 <표 2>, 그리고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분석에 포함된 10개의 문항들의 요인별 부하계수(factor loading)는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KMO(Kaiser-Meyer-Olkin) 검정 결과 .813(>.50)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sphericity)에서는 검

정치가 285.098(p < .000)로 각각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의 총계는 63.3%로 나타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요인수를 3개로 제한하지 않아

3) 본 연구의 결과는 下山(1986)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여 다. 이러한 불일치는 분석 사례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을 포 해 분석해 국가 간의 차이가 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직

업미결정성향 척도에 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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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혼란 미숙
결정 1.000
혼란 -.517*** 1.000
미숙 -.461*** .527*** 1.000

주: *** P< .001

<표 4> 직업미결정성향의 세 요인간의 상 계

측정문항 제거시 
신뢰도

전체 
신뢰도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변량)

문항1
지금까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본 경험이 별
로 없고, 직업 결정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면 
불안해진다

.623

.711

.547

1.867
(18.672)

문항2 혼자서 직업을 결정할 자신이 없다 .649 .592
문항3 지금의 상태로는 일생 동안 자신이 종사할 직업

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684 .798

문항4 직업으로서 어떠한 일이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
겠다 .633 .572

*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임

<표 3> 미숙(未熟)

도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수는 3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직업미결정성향척도는 미숙, 혼란, 결정 등 3

개의 요인으로 나 어져 있으며 각 요인들의 측정은 해당 문항을 산술 합산해 이루어졌다.

<표 4>는 직업미결정성향의 세 요인간의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 요인간의 상 값은 

.5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정’과 다른 두 요인 간에는 부(-)의 상 계를 갖는다. 

곧, 장래 직업에 한 결정 정도가 높을수록 장래 직업에 한 혼란이나 미성숙한 태도를 가

질 가능성은 낮게 나타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개인  학교 특성 련 변수들과 취업 비 련 변수들, 그리고 사회활동 참

여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먼  개인  학교 특성 련 변수들은 성별과 연령, 공계열, 

공에 한 심도, 학유형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들(広井, 1980; , 2004)은 남학생에 비해

서 여학생의 직업미결정성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공별로도 인문학과 술 분야 등 일

반 공분야(general fields)가 의료  교육계열 등 직업특수  공분야(occupational-specific 

fields)보다 직업미결정성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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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　설명 한국 일본
독립 변수

FEMALE 여성=1 40.8(20) 48.0(24)
남성*=0 59.2(29) 52.0(26)

AGE 만 연령 23.4 (2.04) 21.5 (1.20)

MAJOR
사회과학계열 18.4 (9) 26.0(13)
이공계열 55.1(27) 28.0(14)
의료/교육계열 10.2 (5) 14.0 (7)
인문/예체능계열*　 16.3 (8) 32.0(16)

SATIS 전공에 대한 관심도 3.61 (1.04) 3.86 (0.86)
TYPE 대학교=1 83.7(41) 82.0(41)

전문대*=0 16.3 (8) 18.0 (9)
PREP1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1 38.8(19) 36.0(18)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하지 않음*=0 61.2(30) 64.0(32)
PREP2 진로/직업 관련 교과 수강=1 20.4(10) 20.0(10)

진로/직업 관련 교과 수강 하지 않음*=0 79.6(39) 80.0(40)
PREP3 취업관련프로그램 참가=1 22.4(11) 14.0 (7)

취업관련프로그램 참가하지 않음*=0 77.6(38) 86.0(43)
PREP4 어학원 수강 및 어학연수 참가=1 28.6(14) 6.0 (3)

어학원 수강 및 어학연수 참가하지 않음*=0 71.4(35) 94.0(47)
PART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1 87.8(43) 86.0(43)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0 12.2 (6) 14.0 (7)
VOLUN 자원봉사활동 경험 있음=1 67.3(33) 58.0(29)

자원봉사활동 경험 없음*=0 32.7(16) 42.0(21)
CIRCL 동아리활동 경험 있음=1 77.6(38) 80.0(40)

동아리활동 경험 없음*=0 22.4(11) 20.0(10)
종속 변수

UNDEC1 직업미결정성향 요인1(결정) 10.5 (2.39) 10.0 (2.50)
UNDEC2 직업미결정성향 요인2(혼란)  8.0 (2.45) 9.0 (3.09)
UNDEC3 직업미결정성향 요인3(미숙)  8.0 (2.59)  8.3 (2.80)

Note: 연속변수는 평균(표 표차)임    *기 범주( 락범주)

<표 5> 분석에 사용된 변수(%, 사례수)

이어서 취업 비 련 변수들로는 취업과 련된 자격증 취득 비 여부, 진로/직업과 련

된 교과목 수강 여부, 인턴/기업연수 등 학내 취업 련 로그램 참가 여부, 어학원 수강  

어학연수 경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선행연구들(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7)은 취업 

비행동과 직업미결정성향간의 련성에 해 분석한 바 있으며 둘 간의 강한 상 계가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 참여 변수들로는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자원 사활동 경험 여부, 동

아리활동 경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와 련 선행연구들(Hamilton and Stewart, 1980;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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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박창남·정혜 , 2000; 日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7)은 사회참여 경험이 직업결정  

진로선택에 유의미한 정 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3. 분석모형
이 연구는 한․일 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직업미결정성향 모형은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 으며, 종속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직

업미결정성향에 한 3개의 요인 수들이다. 분석 모형을 회귀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y i는 직업미결정성에 한 요인변수이고, BAi
는 기본 변수들로 성별, 연령, 

공계열, 공에 한 심도, 학교유형 등이 포함된 변수들의 벡터이다. 는 자격증, 련 

교과목 수강, 취업 련 로그램 참가, 어학원  어학연수 참가 등 취업 비 련 더미 변

수들의 벡터이다. 는 사회참여활동과 련하여 시간제 취업 더미 변수, 자원 사활동 더미 

변수, 직업체험 련 로그램 더미 변수들의 벡터이다. e i는 잔여항이다.

Ⅳ. 분석 결과 

1. 첫 번째 요인(결정)에 대한 결과 
이 에서는 직업미결정성향의 첫 번째 요인인 ‘결정’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향을 한․

일간의 비교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일본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장래 직업

에 한 결정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한국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고 일본은 사회과

학계열 공자들이 인문/ 체능계열 공자보다 장래 직업을 결정하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취업 비와 련해서는 일본의 경우만 취업과 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해 비를 한 경

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장래 직업을 결정하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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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국 일본
Constant 5.213 6.943 1.315

여성(vs. 남성) -.546 -.155 -1.585*

만연령  .102  .016  .375
사회과학계열(1)   .798 -1.076 1.612+

이공계열(2)  -.260  -1.122 -.252
의료/계열(3)  .969  -.386 1.677
전공만족도   .828**  1.230**  .252

대학교(vs. 전문대) -.831 -.192 -.955
자격증  .606 -.002 2.021*

관련 과목 수강   .253   .839 -.388
취업프로그램   .788   .362  1.918+

어학원/어학연수 -.511  .116   .443
아르바이트 경험   .809   .290 1.395

자원봉사활동 경험 -.692 -.393 -1.505+

동아리활동 경험 -.702 -.601 -.839
한국(vs. 일본) .712 - - 

R2 .272 .293 .51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001

<표 6> 직업미결정성향 요인1(결정)에 한 OLS회귀분석

사회활동 참여 변수들의 경우 거의 유의한 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특이한 것은 일본

의 경우 자원 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장

래 직업을 결정하고 있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두 번째 요인(혼란)에 대한 결과
그 다면, 직업미결정성의 두 번째 요인인 ‘혼란’의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반 으로 

‘결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별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해 장래 직업을 정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계열별 차이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 사회과학 계열 공자가 덜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련 교과목 수강이나 동아리활동 경험은 10%의 유의수 에서 오히려 장래 

직업 결정에 한 혼란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일간의 차이

에 있어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직업 결정에 한 혼란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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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국 일본
Constant  7.419 9.813  6.793

여성(vs. 남성)  1.433*  .490  2.854**

만연령  .074 -.085  .070
사회과학계열(1)   .150 2.462 -1.323+

이공계열(2)   1.054  1.192  1.605
의료/계열(3)   1.313  1.383  .818
전공만족도  -.406  -.602 -.308

대학교(vs. 전문대)  -.218  .636 -1.411
자격증 -.513  .125 -2.219+

관련 과목 수강   .978   .031  2.155+

취업프로그램  -.876 -1.813 -1.200
어학원/어학연수 -.344 -.012  -.956
아르바이트 경험  -.535  -.572 -.455

자원봉사활동 경험  .515  .779  1.002
동아리활동 경험  1.014  .821  2.329+

한국(vs. 일본) -1.277+ - - 
R2 .184 .185 .456

주: + P < .10  * P < .05  ** P < .01  *** P< .001

<표 7> 직업미결정성향 요인2(혼란)에 한 OLS회귀분석

3. 세 번째 요인(미숙)에 대한 결과 
마지막으로 ‘미숙’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일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래직업을 결정하

는데 있어서 미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그 지 않

은 학생보다 직업 결정에 있어서 덜 미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1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 지 않은 학생보다 장래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 덜 미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을 상으로 직업미결정 성향을 비교분석하 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결정성향에 있어서는 한국 학생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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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국 일본
Constant 12.627** 21.722** .024

여성(vs. 남성)   .630 -.149  1.727+

만연령 -.116 -.426  .377
사회과학계열(1)   .045   .266 -.663

이공계열(2)    .137  -.650  1.274
의료/계열(3)    .878  -.428 2.019
전공만족도  -.574+ -.599 -.521

대학교(vs. 전문대)  .229  .107 1.053
자격증 -.983 -.406 -1.945+

관련 과목 수강   .563  -.774  1.213
취업프로그램 -1.529* -1.380  -.671

어학원/어학연수 1.132 2.088+  -.355
아르바이트 경험 -1.185 -2.247+ -1.633

자원봉사활동 경험  .560 .115  1.151
동아리활동 경험   .971 .872  1.636
한국(vs. 일본) -.233 - - 

R2 .192 .269 .351
주: + P < .10  * P < .05  ** P < .01  *** P< .001

<표 8> 직업미결정성향 요인3(미숙)에 한 OLS회귀분석

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일본의 학생들에게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 졸업 후 자

신이 종사할 직업에 한 결정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 , 직업결정에 있어 한국에서 

성별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은 부분 으로 여성들의 학진학률의 상승과 아울러 여성의 사

회진출에 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별로는 일본

학생들에게 있어 사회과학계열 공자들이 인문  체능계열 공자들에 비해 직업결정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부과학성의 2006년 「学校基本調査」결과에서도 사회

과학 공자의 취직률이 65.4%로, 인문과학 공자의 58.8%보다 높았다는 을 통해 간 으

로나마 공의 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 취직의 질

 측면과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의 종사 유̇̇̇̇․무 등도 복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직업결정에 한 사회활동변수의 향에서 일본 학생의 자원 사활동 경험이 부정 으로 작

용하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은 최근 일본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성, 이타성, 

공공성 함양을 해 자원 사활동을 극 으로 장려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원

사활동의 효용성에 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장래 자신의 직업결정에 해 혼란스러워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최근 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자신의 직업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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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 리터(Freeter)4)와 니트(NEET)의 증가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

다고 하겠다. 한 耳塚(2005)와 宮本(2004), 安藤(2004)의 지 처럼,  일본사회의 청소년들

은 생산 활동보다는 소비 활동에 익숙해져 있으며, 부모의 방임  교육 태도와 아울러 구체

인 직업탐색활동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고집하는 성향이 직업결정의 

혼란 상을 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10%의 유의수 이긴 하지만 일본 학생들

에게 있어 직업선택과 련된 과목의 수강이나 동아리 활동은 직업결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다. 특히, 직업선택 교과목 수강과 련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일본 학생들은 막연한 수 에서 공 련 과목을 수강한다

거나, 취직을 한 기  교양에 해당하는 어, 컴퓨터 련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은 직업선택 련 과목의 수강에 있어 구

체 인 목 과 지향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강 경험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다.     

셋째, 일본 학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과 같이 자신의 직업결정을 해 구체 인 노력을 기

울이는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직업결정에 한 ‘미숙’함이 덜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이지  외(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 한국 학생들의 경우 10%의 유

의수 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직업결정의 미숙함이 덜하다는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Hamilton & Steward(1980)의 연구결과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장래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가치나 지식, 태도를 습득하는데 정 으로 

작용한다는 이다. 하지만, 실 으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진로탐색의 일환이기 보다

는 학비 는 생활비 보조를 한 목 이 강하다는 에서 학생의 직업결정에 한 아르바

이트의 효과성에 해서 보다 면 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지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직업미결정성향

에 한 비교연구를 진행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 과 보완 작

업이 요구된다. 첫째, 조사 상의 선정방법과 조사 상자의 규모에 한 부분이다. 이 연구는 

한․일 학생들의 직업선택과 직업의식에 한 심층면 조사의 부가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져 

조사 상의 선정이 임의 이고 표본수도 매우 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조사 상자의 규모

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번 조사에서는 양국 학생들의 직업미결정의 경향성에 해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

4) 리터는 ‘자유롭다’는 의미의 free와 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는 arbeit, 그리고 사람

을 지칭하는 미사 -er의 합성어인 free-arbeiter라는 일본식 신조어의 약식 명칭이다. 일본 발음으로는 ‘후

리이타(フリーター)’인데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리터를 “15-34세의 청년으로 취업자  근무하는 곳에

서의 호칭이 아르바이트․ 트타임이거나 미취업자  가사  학업에 종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트타

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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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성격특성, 취업동기 등과 같은 심리  특성과 아울러 노동시장의 특성과 직업  가치

, 매스매디어의 정보 달태도  정보내용 등과 같은 사회환경  요인, 직업정보 탐색활동 

등과 같은 경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 과 보완작업의 필요성을 인

정하며 이러한 문제 은 후속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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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n the Vocational Indecision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5)Kang, Youngbae*․Kim, Kihun**

This study is intented to analyze and compare factors and students' understanding for 

choosing job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e following thing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ase of Japanese female and male students while there 

is no remarkable difference among Korean students. Japanese female students are less sure 

about what they are going to do in the future than male students.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Korean female students who go to university is increasing and they are having better ideas 

about expressing themselves in the society through their jobs. In the case of Japan, female 

students don't want to express themselves in the society as much as male students do and 

they don't feel much pressure for doing so in the society. 

Second, Japanese students are more confused about making decisions for the future than 

Korean students.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we have to considerate how they choose 

their jobs and what affect them while making decisions. 

Third, Japanese students who make concrete efforts like getting certificates are more efficient 

in choosing their jobs than students who do not make efforts.

Key words: Vocational Indecision, College Student, Vocational Prepara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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