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8권 제2호 (2020. 7)

167

● 요   약 ●  

본 연구는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불

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부모애착, 또래애착)와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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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진로불안 문제로, 이는 비단 정규 교육과정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1]. 여성가족부(2018)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밖 

청소년의 75.5%가 검정고시 준비, 진로상담, 대안학교, 직업기술 

훈련 등 학업·진로탐색을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자신감 

및 자존감 부족, 대인관계 위축, 상대적 열등감 등의 심리적 불안은 

더욱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한편, 최근 청소년에게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개인적 위험요소

에 대처하는 자아탄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

의 발달과 적응,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실감, 외로움, 소진 등을 예방하고 안녕감을 높이며 학업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불안이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부모애

착, 또래애착)와 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2017년)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 변인으로 진로불안은  배주미 외

(2010) 진로장애척도(13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사회적 관계의 하위척도로 부모애착(8문항)

은  최인재 외(2012)의 척도와, 또래애착(3문항)은  이경상 외(2012)을 

사용하였으며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자아탄력성(5문항)은  김지경 

외(201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우울(10문

항)은 이경상 외(2011)의 척도로 요인적재치가 0.5이하인 2문항을 

제외하고 2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25를 사용할 것이다. 연구모형은 Figur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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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III. The Research resul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변수 빈도(%), 명

성별

(명)

남성 여성

52.5%(167) 47.5%(151명)

나이

(명)

평균 20.67세,(표준편차, 1.119)

최소 18세부터 최대 23세(315명)

중단/

복교상태

(명)

정규 중・고등학교

를 그만둔 상태

(고교 미진학/

미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미진학자 포함)

정규 중・고등학교

에 다니는 상태

(휴학/방학 포함)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검정고시 합격 

제외)

45.6%(145) 2.8%(9) 6.0%(19)

대학에 

진학한 

상태(휴학/방학

포함)

대학에 졸업한 

상태
대학 중퇴

37.1%(118) 5.0%(16) 3.5%(1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계

수를 정리하면 Figure2.과 Table 2.와 같다.

Fig. 2. Path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Estimate
S.E. C.R. P

비표준화 표준화

사회적

관계
<--

진로

불안
-.912 -.569 .152 -5.986 ***

자아

탄력성
<--

진로

불안
-.203 -.374 .057 -3.552 ***

우울 <--
진로

불안
.542 .367 .125 4.328 ***

자아

탄력성
<--

사회적

관계
.084 .248 .041 2.067 *

우울 <--
사회적

관계
-.233 -.252 .090 -2.582 *

우울 <--
자아

탄력성
-1.020 -.374 .202 -5.039 ***

*p<.05, ***p<.001

Table 2. Path analysis results of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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