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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인천광역시 소재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직업훈련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 자비로 교육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이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지, 가족, 지인”의 권유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러 왔으며. 교육훈련을 장기를 선호하
고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고 미혼자가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내용 만
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n Inche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an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were investigated. Mercy Vocational trainees receive training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improve skills in the process it was found that commitment. In addition,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with the encourage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been to collect. 
Prefer long-term training and career maturity and high educated singles with lower career maturity were higher. 
Regression analysis of satisfaction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formation, influence on career 
maturity. Therefore,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aithfully find 
ways to operate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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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체계는 처음 구축되었던 과
거 70~80년대와는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요
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화, 정보화 및 기술융합의 
과속화로 무한 경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좌우 할 인력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진로선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 건장, 가족관계, 인간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게 한다(남궁혁, 
2010: 재인용). 이처럼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영향력을 
갖는 진로 선택은 일생동안 지속된다. 진로에 대한 관심
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
한 관심을 비롯한 탐색과 준비는 다른 시기보다 중요하
다. 하르 & 램(R. Harre & R. Lamb, 1983)에 따르면 청소
년기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보 경로를 획득하고 적절
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 및 준비의 시기이다. 즉, 청소년
기는 학교 장면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개인이 어떤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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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
다.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 및 미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져 왔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지양식, 자아
개념, 자기 존중감, 의사결정양식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교육학 분야의 관심사인 학교성적, 대학교 진학여부와 같
은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 및 결정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김경근, 2000; 방하남·김기헌, 2000; 구인회, 2003; 
박창남·도종수, 2005; 김경근·변수용, 2006)가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진로 성숙도에 초점을 맞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준비하였으며,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빠르게 
변화했던 지난 몇 년 간의 변화에 주목했을 때 그간의 선
행연구의 결과와 어떠한 변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직업교육훈련이란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의 권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와 같이 기술적, 또는 직업적 지식을 습득하거나 향상시
킬 수 있는 모든 교육훈련 방법을 말하며, 직업교육훈련
이 학교에서 행해지든, 작업장에서 행해지든 불문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직업훈련연구소, 1986: 13).

일반적으로 교육(education)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잠재하고 있는 능력 등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의미가 강하며, 훈련(training)은 육체적․기술적인 것을 연
습에 의하여 몸으로 익히고 지식을 습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교육은 주체적 ․ 자기 개발적 인간의 형성을 내적으
로 촉진하는 것이고, 훈련은 인간의 능력을 외부로부터 
보충․보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훈련이란 객
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을 습득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박지민, 1998: 5).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은 기업에 종
사하는 무기능자 또는 단순노동자로부터 감독자 및 관리
자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형식의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
해 직업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발전․변화하는 산업과 기술에 대처하여 계속적으로 직업
적 자기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자나 실업자들에게 자기의 
적성, 흥미 등에 알맞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2 진로성숙도의 의의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란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
할 때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
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인식하고 계획하며 선택하는 생애
단계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 혹은 발달 정
도이며, 발달적 생애단계의 각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
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리본스(Gribbons)와 론스
(Lohnes, 1965)는 진로선택이나 진로계획의 준비도
(Readiness)의 개념으로 진로성숙을 보고, 진로성숙 수준
은 개인의 내적, 외적 여건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하였
다. 그들은 교육과정, 직업정보, 흥미, 가치 등의 요인들
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호이트(Hoyt, 
1977)은 진로성숙을 개인이 자아와 직업세계를 이해한 
바탕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들을 현명하게 통
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의 정도라고 하였다(양리리, 
2003: 재인용).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진로성
숙이란 자아의 이해, 일과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 조정해 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2.3 교육훈련의 필요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현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력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게 된 주요 원인은 첫째, 각종 산업인력의 
수요증가로 다양한 인력양성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
업혁명 이후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기능이 
없어 취업을 못하는 사람,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각 급 학
교의 중퇴자, 재직자 중 일정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라
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을 습득하길 원하
는 실직자 등이 늘어나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제도로는 
원만히 새로운 인력공급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산
업기술의 혁신 등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전문지식을 현장
에서 습득하기에는 지식기반이 미약하고 실업 내지 직업
교육훈련 등의 학교 과정에서 생산직 인력을 양성하는 
것 역시 현장성 결여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 때
문에 각 나라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존속시키면서도 교
육이나 도제제도만으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과정
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35

2.4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부존
자원, 즉 물적, 인적 자원의 양과 질에 의해 규정된다. 자
원으로서 인력이 기여한다는 개념은 오래 전부터 생산요
소중 하나인 노동의 개념으로 경제학자들 간에 인식되어 
왔다. 요즈음 한국의 기업경영에서도 “기업은 사람이다”. 
“경영에는 인간이 근본이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는 
인적자원의 최대 활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함을 말해주기
도 하는 것이다. 인력개발 과정이나 사회적 기능 면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규교육
에 의존하지 못하는 능력개발을 위해 자생화 되고 보편
화 되어온 양성형태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직업교육훈련, 
혹은 산업훈련 제도가 성립되었음을 널리 주지되고 있는 
바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구조는 변화하
게 된다. 1차 산업인구가 감소되고 2차, 3차 산업의 인구
가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도 산업사회의 특징은 1차 
산업인구의 격감과 2차 산업의 증가를 거쳐 3차 산업 인
구가 증가하는 현상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첨단 과학 기술인력, 전문기능인력 및 전문서비
스직 인력의 수요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인력에
게 취업확대 기회가 주어진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훈련기
관에서 직업교육훈련 중이거나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구
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2011년 4월20일부터 5월10일까
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300부를 작성하여 통계
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를 제거한 120명을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7.0으로 빈도분석, 차이
분석, 일원배치분산, 회귀분석 등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3.2 연구 방법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크라이티스(Crites, 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
(Career Maturity Inventory : CMI)를 김현옥(1989)이 재
구성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크라이티스(Crites, 
1978)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Career Maturity Inventory 
: CMI)척도는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검사에서는 태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진
로 선택 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47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5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은 5점 척도 상에서 실
시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 3점, 
대부분 그렇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
다. 하위변인은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
협성’이다. 하위변인별 문항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진로성숙도 척도 
[Table 1] measure of career maturity

하위변인 측정내용 문항번호 수

결정성
(decisiveness)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
의 정도

1, 2, 11, 12, 

21, 22, 30, 

31, 39, 40

10

관여성
(involvement)

진로선택 과정에
서 능동적 참여의 
정도

3, 4, 13, 14, 

23, 24, 32, 

33, 41, 42

10

독립성
(independence)

진로선택을 독립
적으로 할 수 있
는 정도

5, 6, 15, 16, 

25, 26, 34,  

35, 43, 44

10

성 향
(orientation)

진로결정에 필요
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

7, 8, 17, 18, 

27, 28, 36, 

37, 45, 46

10

타협성
(compromise)

진로 선택 시 욕
구와 현실을 타협
하는 정도

9, 10, 19, 20, 

29, 38, 47
7

전   체 47

4. 연구 결과

4.1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동기·경로에서는 표 2와 같이 우선, 현
재 수강 중인 훈련과정명은 기타 39.2%, 자비 27.5%, 재
외동포과정 25.0%, 직업능력개발카드 6.7%, 계좌제 과정 
1.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교육훈련 동기는 전문 
직업을 갖고 싶어서 40%,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 30.8%, 자격증 취득을 위해 22.5%, 가족 등 주
위의 권유에 의해서 5.8%로 나타나서 직업교육훈련 동기
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 가장 많이 나타나서 안정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
어 하는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직업교육훈련 동
기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안정되고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하
는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이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동기, 
경로 전문성과 특성, 방법,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
훈련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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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직업교육훈련 동기․경로
[Table 2]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otivation. Path

구 분 N(명) %

직업
교육
훈련
과정
명

계좌제 2 1.7

직업능력개발카드 8 6.7

자비과정 33 27.5

재외동포과정 30 25.0

기  타 47 39.2

합  계 120 100.0

직업
교육
훈련
동기

가족 등 주위의 권유에 의해 7 5.8

전문 직업을 갖고 싶어서 48 40.0

자격증 취득을 위해 27 22.5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 습득 37 30.8

훈련비가 무료이고 훈련수당
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8

합  계 120 100.0

  

직업
교육
훈련
경로

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등)나 
시, 군, 구청을 통해서 8 6.7

신문, 벽보, 인터넷(워크넷, 

HRD-Net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19 15.8

가족, 친구, 친지(동료, 선후
배) 소개로 61 50.8

직업교육훈련기관 모집 안내
를 통해 25 20.8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
람을 통해 4 3.3

훈련 후 취업한 사람을 통해 3 2.5

합계 120 100.0

직업
교육
훈련
기간

3개월 20 16.7

5개월 7 5.8

6개월 37 30.8

기  타 56 46.7

합  계 120 100.

둘째,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러 온 경로를 살펴보면, 가
족, 친구, 친지(동료, 선후배) 소개로50.8%,직업교육훈련
기관 모집 안내를 통해 20.8%, 신문, 벽보, 인터넷(워크
넷, HRD-Net 등),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15.8% 순으로 나
타났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기간은 기타(1년 이상) 56명
(46.7%), 6개월 37명(30.8%), 3개월 20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 기간은 전문지식을 습
득하거나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이 목표인 것으로 나
타났다. 

4.2 결혼유무와 진로성숙도 차이분석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F-검정 결과 직업교육훈련생
들은 결혼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서는 결정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교
육훈련생의 진로성숙도는 결혼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진로성숙도 평균이 기혼 1.13, 미혼 
1.15, 기타 1.00으로 나타나서 미혼>기혼>기타 순으로 진
로성숙도가 나타났다. 즉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 약간 진
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자의 표준편
차(.357)로 나타나서 진로성숙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혼보다 미혼이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미혼자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경력을 개발
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결혼 유무와 진로성숙 차이분석
[Table 3] marital status and career maturity gap analysis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F

결
정
성

기 혼 40 2.95 .639

3.446
*

미 혼 68 3.12 .636

기 타 2 2.00 1.414

합 계 110 3.04 .663

관
여
성

기 혼 40 2.78 .530

2.237
미 혼 68 2.65 .540

기 타 2 2.00 1.414

합 계 110 2.68 .557

독
립
성

기 혼 40 2.88 .563

6.465  
***

미 혼 68 3.12 .474

기 타 2 2.00 1.414

합 계 110 3.01 .550

성  
향

기 혼 40 2.98 .577

6.211  
***

미 혼 68 3.22 .542

기 타 2 2.00 1.414

합 계 110 3.11 .596

타
협
성

기 혼 40 2.83 .549

3.826
*

미 혼 68 2.96 .471

기 타 2 2.00 1.414

합 계 110 2.89 .531

성
숙
도

기 혼 40 1.13 .335

.208
미 혼 68 1.15 .357

기 타 2 1.00 .000

합 계 110 1.14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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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직업교육훈련 내용구성 만족도와 진로성

숙도

표 4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 내용 구성 만족도는 진로
성숙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결정성에서는 직업교육훈
련 내용 구성 만족도에서 ‘보통’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직업교육훈련생이 결정성에 보통이다 41명(34.2%)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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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했으며, 관여성에서는 39명(32.5%), 독립성에서는 36
명(30%), 성향에서는 40(33.3%)가 응답해서 직업교육훈
련 내용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

[표 4] 직업교육훈련 내용 구성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Table 4] Configuration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구 분
직업교육훈련 내용구성 만족도

전체 X²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결
정
성

전혀
그렇지
않다

3
(2.5) 0 0 0 0 3

(2.5)

128.
480
***

그렇다 6
(5.0)

6
(5.0) 1 0 0 13

(10.8)

보통
이다

1
(.8)

10
(8.3)

41
(34.2)

27
(22.5) 0 79

(65.8)

대체로 
그렇 0 1

(.8)
3

(2.5)
11

(9.2)
10

(8.3)
25

(20.8)

전 체 10
(8.3)

17
(14.2)

45
(37.5)

38
(31.7)

10
(8.3) 120

관
여
성

전혀
그렇지
않다

2
(1.7)

2
(1.7) 0 0 0 4

(3.3)

37.
160
***

그렇다 4
(3.3)

7
(5.8)

6
(5.0)

14
(11.7) 0 31

(25.8)

보통
이다

4
(3.3)

7
(5.8)

39
(32.5)

24
(20)

10
(8.3)

84
(69.9)

대체로 
그렇다 0 1(.8) 0 0 0 1

(.8)

전 체 10
(8.3)

17
(14.2)

45
(37.5)

38
(31.7)

10
(8.3) 120

독
립
성

전혀
그렇지
않다

2
(1.7)

0 0 0 0 2(1.7)

42.
764
***

그렇다 2
(1.7)

2
(1.7)

4
(3.3)

2
(1.7)

0
10

(8.3)

보통
이다

6
(5.0)

14
(11.7)

36
(30)

28
(23.3)

4
(3.3)

88
(73.3)

대체로 
그렇다 0

1
(.8)

5
(4.2)

8
(6.7)

6
(5.0)

20
(16.7)

전 체 10
(8.3)

17
(14.2)

45
(37.5)

38
(31.7)

10
(8.3)

120

성
향

전혀
그렇지
않다

2
(1.7)

0 0 0 0
2

(1.7)

67.
139
***

그렇다 0
3

(2.5)
3

(2.5)
2

(1.7)
0

8
(6.7)

보통
이다

8
(6.7)

11
(9.2)

40
(33.3)

21
(17.5)

1
(.8)

81
(67.5)

대체로 
그렇다 0

3
(2.5)

2
(1.7)

15
(12).5

9
(7.5)

29
(24.2)

전 체 10
(8.3)

17
(14.2)

45
(37.5)

38
(31.7)

10
(8.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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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직업교육훈련 만족도와 관여성 분석

표 5과 같이, 직업교육훈련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
여 관여성을 회귀분석 한 결과, 직업교육훈련 내용 구성 
만족도에 따라 회귀계수는 B= .144로 이를 검증한 결과 
t= 3.085로서 p<.01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직업교육훈련 만족도에 따른 관여성은 낮은 설
명력을 갖으며 F= 4.172,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직업교육훈련 시간과 기간 그리고 직

업교육훈련 만족도는 관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표 5] 직업교육훈련 만족도와 결정성 회귀분석
[Table 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atisfaction 

and deterministic regression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F

B
표준
오차 

관
여
성

훈련시간
/기간 -.025 .027 -.082 -.909

4.172  ***
R2=.097

훈련만족 .077 .060 .116 1.281

훈련내용
구성
만족

.144 .047 .275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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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직업교육기관
에서 직업교육훈련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결혼유무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일반특성,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직업훈련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에 대해
서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서는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직
업교육훈련을 받는 응답자 중 연령대는 30대~40대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전체적으로 보아 고졸
과 중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자 
보다는 미혼이 많았으나 기혼자도 높은 수준을 보여 주
어 현재 사회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대
적 적절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 사
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의 낮은 취업률과 청년실업
률과 같은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하
지 못한 미혼자들이 많아서 이들에 대한 사회당국의 정
책적인 배려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을 받으러 온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원의 홍보보다 가족, 친지, 지인 등을 통한 구전으로 교
육을 받으러 온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직
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사적 네트워크망을 연결하여 홍보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을 마치고 직장이나 취업을 한 직업교육훈련생들과 
만남의 시간 그리고 계속적인 자료 및 무료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
교육훈련 기간은 기타(1년 이상) 의견이 높게 나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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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기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
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는 우선 1일에 
선호하는 시간대는 4~6시간이 높게 나타났지만, 선호하
는 시간대는 직업교육훈련생들마다 각각 선호하는 시간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정 직업교육훈련 기간
은 140~160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생들이 적
절하다고 여기는 직업교육훈련시간은 5시간 > 4시간 > 6
시간 순으로 나타나서 직업교육훈련생들은 4시간~6시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시간을 요구하여 하루에 비교적 짧
은 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겼다. 직업교육훈련 동기가 ‘전문직’이 되고 싶다는 열
망을 가장 많이 가졌었는데 이러한 것을 달성하려면 단
기간의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들에게 직
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
업교육훈련생의 진로성숙도에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령에 따른 진로성숙도에서는 독
립성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성숙도에 연령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력에 따른 진로성숙도에서는 관여성, 독립성, 
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생
의 진로성숙도는 학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다. 특이한 점은 학력이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학력이 낮은 직업교육
훈련생이 배우려는 의지가 높다는 사실이다. 결혼유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서는 결정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성숙도는 결혼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미혼자가 기혼자 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회사와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사
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훈련 만족도와 진로성숙간의 
회귀분석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간과 시간 그리고 직업교
육훈련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교육훈련 내용 만족도는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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