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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소기업 진로 응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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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Adaptability to the Smal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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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소기업 진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울시 6개 직업 문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회신된 

1128부를 연구에 활용하 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에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 다. 청소년의 직업훈련

만족도가 진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의 주도성에

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의 목표성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비직업인인 청소년을 상으로 소기업 활성화를 해 다양한 직업교육 

로그램, 직업체험 로그램이 필요하다.

키워드 :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 소기업, 진로 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f youth on 
their career adaptability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answered by 1128 students enrolled in six vocational schools located in Seoul.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positively 
influenced career adaptability; more specifically, the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itiative and Goal-Orientation of career adaptability. These result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various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and job experience programs are needed for the SM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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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이자 비 직업인으로서 소기

업활성화를 해 인 자원개발이 필요한 상이다. 소

기업기술을 갖춘 인 자원은 조직성과를 정 으로 달

성하는 데 아주 요한 요소이다[1,2]. 이러한 소기업 

인 자원개발을 해 청소년의 진로에 한 기술과 역량

을 키워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진로상황에 응할 수 있

도록 취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소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상으로 직업에 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직업 ,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 진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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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등에 해 을 두고 실태나 인과 계를 밝히는 연

구들이다[3-6]. 최근에는 진로성숙에서 극 인 삶의 개

념인 진로 응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7,8]. 그러나 

융합시 에 다양한 청소년의 직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기업 직업훈련 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며, 소기업 

직업훈련의 상황과 환경이 청소년의 진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련한 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간의 

계를 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소기업 직업훈련 로그램의 문성을 향상시키고, 진

로 응의 능력을 극 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 연구의 목 이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소기업 진

로 응간의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소기업 진

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직업훈련만족도 

직업훈련은 지식 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환에 

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 인 능력이 요구가 

있어 2004년에 직업훈련법에 련된 명칭을「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업훈련

의 명칭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실시

하는 훈련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9].

청소년의 직업훈련은 소기업과 학교와 연계하여 학

교 내ㆍ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청소년

에게 진로상담ㆍ교육, 그리고 소기업과 연계하여 직무

수행능력 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

고 살 것인지에 하여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진로 로그램을 통해 간  는 직 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발견 는 결정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한, 직업훈련 로그램을 통해 

만족감을 얻은 청소년들은 소기업에 취업해서 직무를 

감당할 때도 직무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청소년에게 만족

할 만한 진로상담․교육 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청소

년이 소기업 활성화를 향한 진로 응에 큰 향을 미

치게 될 것이다. 

2.2 진로적응

진로 응은 취업을 비하거나 는 진로를 결정하기 

해 변화하는 일과 직무조건에 응하기 한 비도로 

정의하고 있다[10].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 응성은 진

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과제들에 

한 비도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1]. 따라서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진로 응은 진로

의 결정을 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성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 자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3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직업훈련이 진로 응과 어떠

한 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진로 응발달의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지지, 가족지지, 정  정서기질, 지속 인 직업

교육, 직업훈련 만족감, 삶의 만족감 등이라는 연구결과

가 있다[12].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로 응성이 높아

질수록 생활 속에서 정 인 힘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 응성이 단지 

직업에 한 만족감과 성공 인 응뿐만이 아니라 반

인 생활에서의 응과도 정 인 계가 있음을 말해 

다[13].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업훈련

을 통해 만족감이 높아지면 진로 응발달에도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상은 서울시에 있는 직업 문학교의 

재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선

행연구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조사는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설

문지를 가지고 서울시 6개 직업 문학교를 섭외하여 설

문지를 배포하 다. 먼  설문지에 한 타당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기 해 서울시 직업 문학교 1개 기 을 섭

외하여 200부를 가지고 비조사(8월1일부터 8월 9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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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실시하 다. 그리고 설문지 수정보완(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을 한 이후에 본조사(8월 19일부터 9월 20

일까지)는 최종 6개 직업 문학교에서 남녀 각각 200부 

총 1200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잘못표기

되거나 무응답한 72부를 제외한 1128부를 조사하 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에서 편의표집방법을 사

용하 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 에 따라서 연구

자 편의로 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직업 문학교에서 

직업훈련 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심이 된다. 

3.2 조사도구

3.2.1 직업훈련만족도 

직업훈련만족도는 백 숙·이희정와 차선미가 개발한 

직업훈련, 직장체험 만족도 척도의 12문항에서 수정 보

완하여 사용하 다[14,15]. 이 척도는 ‘매우 그 다’ 에서 

‘  그 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5  Likert 척도로 구성

되었고, 수가 높을수록 직업훈련만족도 수 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는 흥미 문항과 보람 문항은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만족도의 체 신뢰

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96이다. 

3.2.2 진로적응

진로 응 측정도구는 장계 이 개발한 것으로 조은혜

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15,16]. 

이 척도 학생 진로 응성 척도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총 20문항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16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이 척도의 하 역은 주도성과 목표성으로 구분

이 되었으며, 이 척도는 ‘매우 그 다’에서 ‘  그 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수

가 높을수록 진로 응 수 이 높다고 해석한다. 이 척도

의 체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937이며, 주도성

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76, 목표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62이다. 

3.3 연구절차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연구 상의 일반 인 특성에 

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

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Cronbach's α계수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문제1을  검

증하기 하여 피어슨 상 계분석을 실시하 고, 연구

문제2를 검증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이 279명으로 50.4%, 여성이 275명으로 49.6%이다. 연령

은 19세 이하가 360명으로 체 조사 상자의 65.0%, 20

세가 125명으로 체 조사 상자의 22.6%, 21세 이상이 

69명으로 체 조사 상자의 12.5%이다. 학년은 1학년이 

168명으로 30.3%, 2학년은 47명으로 8.5%, 3학년은 339

명으로 61.2%이다. 

N %

gender
male 279 50.4
female 275 49.6

age
under 19 360 65.0
20 years old 125 22.6
21 years old or older 69 12.5

grade
1grade 168 30.3
2grade 47 8.5
3grade 339 61.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4.2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간의 상 계를 살펴보

면 Table 2와 같다.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간의 

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의 하 역인 주도성간

의 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의 하 역인 목표

성간의 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간의 상 계

는 정 인 상 이 있었다(r=.547, p<.01). 한 직업훈련

만족도와 진로 응의 하 역인 주도성간의 상 계

는 정 인 상 이 있었다(r=.570, p<.01). 그리고 직업훈

련만족도와 진로 응의 하 역인 목표성간의 상

계는 정 인 상 이 있었다(r=.319, p<.01).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진

로 응이 높아지며,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도성

이 높아지고,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아지면 목표성이 높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Job training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Initiative
Goal 

orientation
Job training 
satisfaction

1

Career adaptability .547** 1
Initiative .570** .881** 1

Goal orientation .319** .791** .408** 1
 **p< .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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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에 유

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15.346, p<.001). 

한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응의 수 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업훈련만족도가 정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235.491로 p<.001 수 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합하 다. 진로 응에 한 

직업훈련만족도의 설명력은 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

명력은 진로 응을 높일 때 직업훈련만족도가 일정부분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 β t R2 adj R2 F

.470 .031 15.346
***

.299 .298 235.491
***

 
***
p< .001

Table 3. The Effect of Job Training Satisfaction on 

Career Adaptability

4.4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주

도성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의 하 역인 주도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다. 직업훈련만

족도가 주도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t=16.303, p<.001). 한 직업훈련만족도가 주도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성

을 높이는데 있어 직업훈련만족도가 정 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으며, 회귀모형은 F값이 265.795로 p<.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합하 다. 주

도성에 한 직업훈련만족도의 설명력은 32.5로 나타났

다. 이러한 설명력은 주도성을 높일 때 직업훈련만족도

가 정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 β t R2 adj R2 F

.547 .570 16.303
***

.325 .324 265.795
***

***
p< .001

Table 4. Th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n Initiative

4.5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목

표성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의 하 역인 목표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직업훈련만

족도가 목표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t=7.898, p<.001). 한 직업훈련만족도가 목표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성을 

높이는데 있어 직업훈련만족도가 정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귀모형은 F값이 62.379로 p<.001 수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합하 다. 목표성에 

한 직업훈련만족도의 설명력은 10.2로 나타났다. 이러

한 설명력은 목표성을 높일 때 직업훈련만족도가 일정부

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 β t R
2

adj R
2

F

.354 .319 7.898
***

.102 .100 62.379
***

***
p< .001

Table 5. Th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n Goal Orientation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소기업 진로

응간의 어떠한 계가 있는 지를 악하고,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소기업 진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여 청소년을 상으로 소기업 직업

훈련 로그램의 문성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간의 상 계를 살

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간의 계, 직업훈

련만족도와 진로 응의 하 역인 주도성간의 계, 직

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의 하 역인 목표성간의 

계에서는 정 인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2-13].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응이 높아지며, 직업

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도성이 높아지고, 직업훈련만

족도가 높아지면 목표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에 미치는 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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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2-13]

과 일치는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진로 응을 

향상시키기 해 직업훈련만족도가 정 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셋째,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의 하 역인 주도

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진

로 응의 주도성을 향상시키기 한 요인으로 직업훈련

만족도가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 응의 하 역인 목표

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진

로 응 목표성을 향상시키기 한 요인으로 직업훈련만

족도가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밝

졌다. 

 

5.1 제언

본 연구는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 응간의 계에서 매개

변수나 조 변수를 활용한 진로 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소기업활성화를 해서 비 직업인인 청소년

을 상으로 진로  취업박람회, 직업체험 로그램, 직

업훈련 로그램을 활용하여 소기업인 자원을 미리 

개발하는 것이 요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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