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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에 효과가 있는

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4개의 직업전문학교에서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386명이며, 통계

처리에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분매개의 효과가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아지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

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진로태도성숙도 역시 향상되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satisfaction of youths in job training is effectiv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mediated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6 students who were sampled from four vocational schools in Seoul and SPSS 21.0 was used for 

statistical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ob training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attitude maturity. Seco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training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youth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 vocational schools, the highe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also the highe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higher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Key Words : Youth, Job training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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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의 진로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실행할 수 있

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이며, 예비 

직업인으로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개

발이 필요한 대상이다[1].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을 습득한 

인적자원은 조직성과를 긍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2, 3]. 이는 인적자원인 청소년을 취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

나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시장의 위축 되어 청

년실업이 증가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들이 겪는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도 점차 커지고 있다[4]. 따라서 청

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은 미래에 자

신의 꿈을 현실로 실행하는 주요한 활동이고 또한 일련

의 교육과 훈련 활동들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될 것이다.

진로 선택을 앞둔 대학생이 경험하는 청년실업은 대학

생 자신이 진로 결정 과업에 관한 확신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직업

훈련과 직업교육을 통해 진로태도의 성숙이 필요하다. 이

기학과 한종철의 연구에서 진로태도 정도가 성숙한 사람

은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 결정에 확신이 있고, 외적

인 가치보다 내적인 가치를 통해 진로를 선택하며, 진로

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나 준비도가 높고 타인보

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였다[5]. 진

로 결정에 관련된 과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진

로결정 상황에서 효능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진로태도

성숙의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진로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를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원에서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8]. 그리

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 생활 전반의 만

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9].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만족도, 진로결정자

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이 각각 변인 간의 관계성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체계적인 연구모형을 만들고, 직업전문(훈련)학교 청

소년의 직업교육과 진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

료로 제공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 진로자기결정

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상관관계는 

있는가 ?

연구문제2.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진로자기결정효능감이 매

개효과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관

계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숙정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향상은 대학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제

언한다[10]. 주효정은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 미용전

공 재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학습만족도, 진로

결정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이라고 밝힌다

[11].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학습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

감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학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11]. 윤경숙은 자기효능감이 학

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학습에 대

한 자기효능감이 낮은 재학생은 어려운 과업을 회피하지

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재학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강조한다[12]. 윤갑정과 차정주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진로스트레스가 낮은 예비유아 

교사일수록 학과에 더욱 만족하며, 특히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하위변인인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과 목표를 설정

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과에 더욱 만족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9]. 그 이유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

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학과 생활 전반적

인 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9].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직업훈련만족도 관련 

변인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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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소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청소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

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

로결정수준[13], 진로태도성숙[7] 등에 정적인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

도성숙에 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진로태도성숙을 예측하

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이은경과 이

혜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성

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진로결정

효능감의 하위영역 가운데 목표선택 관련 효능감이 진로

태도성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8]. 김명숙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는데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14]. 황혜리와 유수정은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

관을 보였다[15].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2.3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창향은 울산에 거주하

는 40대～60대 이하 경력단절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하였다[16]. 그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 중 재

취업 준비 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참여치 않은 통제집단

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6]. 신희경과 김우영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이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김덕희의 연구에서는 진로 수

업을 수강한 학생의 진로 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18]. 이진솔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경험은 청소년들

의 진로 역량과 연계성이 없었던 것과 반대로 청소년들

의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임이 확인되었다[19]. 조장희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만족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청

소년들의 직업훈련만족도 또는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

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판단 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직업전문학교의 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문헌자료를 기반

으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8

년 8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35일 동안 설문지를 최

종 4개 직업전문학교에서 각각 100부 총 400부를 배포

하여 회수하였고, 잘못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386부를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표집의 편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편의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전문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중심이 된다. 

3.2 측정도구

3.2.1 직업훈련만족도

직업훈련의 만족도는 훈련기관과 훈련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훈련생은 직업훈련의 만족도 정도에 따라 반

영된다. 반대로 훈련기관은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 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직업훈련만족도는 

백영숙·이희정이 개발한 직업훈련 만족도 척도를 이 연

구에서 사용하였다[21].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신뢰도 지수는 .862이다.

3.2.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Betz와 Voyten이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은경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이 연구에서 사용하

였다{22, 23]. 그리고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계획

수립,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문제해결, 목표설정과 같

은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리커

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것이 전체점수이다. 전체점수가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신

뢰도 지수는 .931이다.

3.2.3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척도는 이기학과 한종철이 제작한 척도

를 사용하였다[5]. 이 척도는 진로태도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현실성 차원, 준비성 차원, 결정성 차원의 세 가

지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 연구

에서는 전체신뢰도 지수는 .9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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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분석방법

연구에 사용된 자료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이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하였으

며, 일반적인 특성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1은 변인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2는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소벨검정을 실시하

였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386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49

명(64.5%), 여성이 137명(35.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학년을 살펴보면, 3학년이 247명(64%), 1학년이 101

명(26.2%), 2학년이 38명(9.8%)으로 나타났다. 

division n %

Gender

male 249 64.5

female 137 35.5

Sum 386 100.0

Grade

first grade 101 26.2

sophomore 38 9.8

third grade 247 64.0

Sum 386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4.2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은 독립변인인 직업훈련만족도

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관계를 보였다. 직업훈련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451, p<.001). 또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도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r=.565, p<.001).

4.3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관계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4.3.1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의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업훈련만족

도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510, p<.001), 2단계에서 독

립변인인 직업훈련만족도가 종속변인인 진로탐색성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341, p<.001). 마지막 3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태도성

숙에 유의한 영향력(B=.382, p<.001)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에

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함을 보여주고 있다. 

division B R2 F

Step 1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10 .322 182.591***

Step 2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Attitude Maturity

.341 .204 98.408***

Step 3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Attitude Maturity

.146 .204 98.408***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Attitude Maturity

.382 .344 100.804***

***p<.001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Training Satisfac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4.3.2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Sobel검정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정하고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이 결과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임이 증명되었다(z=7.529, p<.001). 

직업훈련만족가 높을수록(B=.51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이 높아져서 진로태도성숙에 높아지며, 직업훈련만족도

Division 

Job 

training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ttitude
Maturity

Job training 
satisfaction

1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567*** 1

Career 

Attitude
Maturity

.451***　 .565*** 1

****p<.0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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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95(B=.510x 

.382=.195)이다. 

division B SE z p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10 .038

7.529*** .00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Attitude Maturity

.382 .042 

***p<.001

Table 4. Sobel Tes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with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s of Job Training Satisfaction 

Fig. 1. The Effects of Job Training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rough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5. 논의 및 제언

5.1 논의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는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

을 보였으며, 이진솔[19]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

났다. 이는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기학과 이학주[7]의 연구 결과

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

아질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태도성숙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분매개의 효과가 있

었다. 이는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아지면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윤갑정과 차정

주[9]의 연구 결과와 같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

면 진로태도성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

는 이기학과 이학주[7}의 연구 결과와 같다. 

5.2 제언

본 연구의 정책적인 제언과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에게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근로청소년이나, 직업훈련학교에

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진로교육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전문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을 진행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직업훈련만족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육환경요인과 인적자원이 필요하며, 직업훈

련에 참여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만족도를 진

단하고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하다. 

셋째, 직업훈련만족도가 향상이 되었으면 두 번째 단

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참여한 청소년이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을 진단하고 결과를 가지고 진로지도가 필

요하다. 

넷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졌으면 그다음 세 번

째 단계로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장과 환경이 

필요하다. 

다섯째,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직업훈련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임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진로태도성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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