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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effects of fashion related work experience

program and its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s. The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was collected from 114

participants enrolled in middle schools in Seoul or Kyunggido. The data were analyzed by

common factor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using SPSS 18.0/Windows. The

results demonstrated significant higher scores in self 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after the program than before. Also, they showed high

program satisfaction scores.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basic information for work

experience program developers for high and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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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직업,

의 사회적 유용성을 각인시키고자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실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 ,

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로 볼 수 있으므로 직업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먼저 직업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

다 또한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은 건전한 자아개념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특기 적성의 개발로 인해 직업,

에 대한 성취욕의 향상 및 만족감을 증대시키며 자,

신의 진로 탐색에 대한 적절한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의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E. Oh(2014)

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직업가치관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경기도내 특정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체험활동의 효과성 및 만족도에 관한

의 연구 그리고 직업체험프로그램 참W. Park(2012) ,

여 청소년의 진로결정효능감 분석을 연구 한 N.

의 연구 등 청소년 직업체험교육을 토대Lee(2013)

로 한 관련 연구가 매우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추

세이다 하지만 패션관련 직업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문직종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패션관련 직업체험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의 참

여 전과 후의 비교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패,

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를 알아봄으로써 패션관련 직

업체험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패션관련 직업체험교

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고찰II.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Solber(as cited in

의 연구에서 진로와 직Jeeyoun Lim & Kim, 2008)

업분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확

신성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관련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

학업성취와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선행연구를 통

해 알아보면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You(2005)

목표에 대한 직업적 과제 수행 직업 관련 정보 문, ,

제 해결 자기평가 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또한 는 진. E. Lee & H. Lee(2002)

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성의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 Kim, Yu, and

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 집단 상담프로그Cho(2013)

램이 진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검증하였다 또한 은 진로준비 집. Hong(2010)

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실험집단,

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목표선택과

직업정보 문제해결 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은 진로교육의 프로그램제공은 진로Ahn(2011)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에 맞는 직

업선택의 목표의식이 커진다고 제시하였다.

Key words 진로의식성숙도 패션관: career maturity( ), fashion related work experience program(

련직업체험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감 직업체험교육), work experience program( )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8 5

136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2.

진로의식성숙도란 개념은 의 진로발Super(1955)

달이론에서 직업 성숙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어 널

리 사용하게 되었고 직업성숙은 한 개인이 속해, `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라고 했다 또한 진로의` (T. Lee, 2008).

식성숙도란 발달적 개념이며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개념으로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

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

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

는 집단의 수행 정도에서 차지할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였다(Jaeyeon Lim, 2007).

진로의식성숙도를 는 진로선택의 일M. Choi(2005)

관성과 진로선택 능력으로 분류하였으며 Jyung et

는 진로의식성숙도의 하위영역으로 진로선al. (2012)

택에 관한 확신성 진로선택과정에서의 관여성 독립, ,

성 진로정보처리능력 현실조화성의 개영역으로 분, , 5

류하였다 또한 은 진로성숙도 검사 구성. Jang(1991)

요소를 태도검사계획성 독립성 결정성와 능력검사( , , )

직업세계 이해능력 직업선택 능력 합리적인 의사결( , ,

정능력로 구분하였고 은 진로성숙도) , S. Park(2011)

를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로 구분하였고 태도척도를 제

외한 능력척도 중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계, , ,

획 문제해결 등 총 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5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기Kang(2010)

술 가정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진로성숙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 Kim,

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성Yu, and Cho(2012)

숙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가정교과 연계 집단상담 프,

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

의 진로결정수준을 조사한 결과 의류는 전통적으로

가정학 분야에서 발전해서 여성적인 학문으로 인식

되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진로결정수

준이 높게 나타났다(M. Lee, Lee, Moon, & Lee,

국내 의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2010).

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패션전공자들은Suk(2011)

초기에는 디자이너를 지망하고 학교에 입학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머천다이저 모델리스트 등을 알게,

되고 이러한 분야로 희망 진로가 바뀌게 된다고 하

였다 그렇지만 대부분 직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류의상학 전공에서는 앞으로 패션마케팅 관

련 강의를 더 개설해야한다고 하였다.

연구방법III.

연구문제1.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1.

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다.

연구문제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청소2.

년의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

는지 알아본다.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2.

본 연구는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다10 .

예비조사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13 10 2 10 30

중학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60

로 나온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각 요인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년 월 일에서 월 일까지 패션관련 직2013 11 4 11 30

업체험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총 부의 설문지114

를 통계 처리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 검,

증과 를 실시하였다t-test .

측정도구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J.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Kim(2013), Yi(2013) 5

문항을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점 척도로, 5 Likert

측정하였다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에 관한 문항.

은 의 선행연구를 토대M. Choi(2005), Kang(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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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총 문항을 점, 14 5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IV.

인구통계적 특성1.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

하는 중학생 명이었으며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114 ,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rk Experience Program Participants

구분
Frequency

(n=114)

Gender
Male 35(30.7)

Female 79(69.3)

Grade

1st graders 74(64.9)

2nd graders 22(19.3)

3rd graders 18(15.8)

Residence
Seoul 57(50.0)

Kyunggi 57(50.0)

Total 114

Table 2. Participation Motives of Work Experience Program Participa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Participation

motives

To know about occupations I have

interested in
64(56.1)

To gain information about my future career 48(42.1)

To gain information about professional job experience 48(42.1)

Advice from parents, friends, teachers 16(14.0)

To meet the instructor as a fashion related job

practitioner
24(21.1)

etc. 4(3.5)

Total 114(100%)

다음의 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경Table 1 .

험자 명 여학생 경험자가 명 이35 (30.7%), 79 (69.3%)

었으며 학년 층은 중학교 학년 명 중학, 1 74 (64.9%),

교 학년 명 중학교 학년 명2 22 (19.3%), 3 18 (15.8%)

이었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지역이 명 경. 57 (50.0%),

기지역이 명 으로 분포하였다57 (50.0%) .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경험자의 참여2.

동기 빈도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경험자는 명 이었으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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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참여 동기에 따른 인구 통계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

를 살펴보면 평소 관심 있었던 직업에 대해 알기 위`

해가 명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래` 64 (56.1%) `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가 명 직업` 48 (42.1%), `

의 전문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가 명 부모` 48 (42.1%), ` ,

친구 선생님 등의 권유가 명 강사로 오, ` 16 (14.0%), `

는 패션관련 종사자를 만나고 싶어서가 명` 24 (21.1%),

기타 명 으로 나타났다4 (3.5%) .

Table 3. Factor Analysis of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Factor Questions Loading
Eigen

Value
% Cronbach’s α

Factor 1

Aptitude

for

fashion

related job

I like fashion related jobs. .836

7.328 52.344 .944

I think a fashion related job is

good for me.
.788

A fashion related job is vb good

for my aptitude.
.763

I have an interest in

fashion related jobs.
.646

I will choose a fashion

related job as my career.
.617

I think much about fashion related

jobs.
.592

Factor 2

Assessment of

fashion

related job

I think fashion related jobs

are better than other jobs.
.795

1.192 8.518 .890

I like to know more about

fashion related jobs.
.653

Fashion related jobs seem

to be promising.
.597

I have an interest in

fashion related jobs.
.586

Fashion related jobs seem

to be good.
.548

Factor 3

Understand-ing of

fashion related job

I got to know about

fashion coordinator as a

career.

.834

1.020 7.284 .824I got to know what

fashion designers do.
.788

I know various fashion

related jobs.
.708

Cummulative % 68.146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진로의식성숙도3.

요인분석과 신뢰도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진로의식성숙도 요인분석

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과 같다 패션관련Table 3 .

직업체험교육 진로의식성숙도 하위차원은 개의 요3

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로 나타났다68.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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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은 패션직업에 관한 흥미와 적성으로 이루1

어진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적6

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설명량, 7.328,

은 값이 로 나타났다52.344%, Cronbach's .944 .α

요인 는 패션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느낌의 평가2

를 묻는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평5

가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설명량, 1.192,

은 값이 으로 나타났다8.518, Cronbach's .890 .α

요인 은 패션관련 직종에 대해 묻는 개의 문항3 3

으로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이해 요인으로 명명하

였으며 고유치는 설명량은, 1.020, 7.284,

값이 로 나타났다 개의 문항으로Cronbach's .824 .3α

구성되어 패션 관련 직업이해 요인으로 명명하였으

며 고유치는 설명량은, 1.020, 7.284, Cronbach's

값이 로 나타났다.824 .α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진로결정 자기효4.

능감 요인분석과 신뢰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경험자의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신뢰도는 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1

석을 하지 않고 신뢰도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총. 5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이었.886

다.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5.

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비교분석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비교분석을 와 같다 패션Table 4 .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Table 4. Differences i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making

Before the program

(N=114)

M (S.D.)

After the program

(N=114)

M (S.D.)

t

3.87(.72) 4.19(.66) -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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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참여 전 집단과 참여 후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 이 참여 전. (4.19)

집단 보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3.87)

정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이는*< .05).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목

표선택과 직업정보 문제해결 등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한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Hong(2010)

있다.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6.

후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의식

성숙도 비교분석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 패션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의식성숙도 비교분석은

와 같다 패션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Table 5 .

의식성숙도의 패션 관련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 ,

업 이해에서 참여 전과 참여 후 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참여 후 가 참여 전 보다. (3.61) (3.33)

패션 관련 직업 효능감의 직업 적성이 높았다(p*<

또한 참여 후 집단 은 참여 전 집단.05). (3.89)

보다 패션 관련 직업 평가가 높았다(3.71) (p*< .05).

참여 후 는 참여 전 보다 패션 관련 직업(4.08) (3.47)

이해가 높았다(p*< .05).

패션 관련 직업 프로그램의 참여 후 는 프로그램

의 참여 전 집단에 비해 패션 관련 직업 적성요인,

패션 관련 직업 평가요인 패션 관련 직업 이해요인,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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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before and after Program

Factors

Before the

program

(N=114)

M (S.D.)

After the

program

(N=114)

M (S.D.)

t

Fashion

related

career

maturity

Fashion related

vocational aptitude
3.33 (.74) 3.61 (.82) -4.883*

Fashion related

vocational assessment
3.71 (.59) 3.89 (.65) -3.902*

Fashion related

vocational understanding
3.47 (.64) 4.08 (.61) -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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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참여하

지 않은 실험집단 보다 사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청소년 직업 및 취업설계 프로그램이 중학

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는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J. Kim(2013) .

결론 및 제언V.

본 연구 목적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패션 관련

직업체험교육의 체험여부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패션관련 진로의식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 패션관련 직업체험

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고 패션관련 직업체험교육 프

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

적인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서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이 참여 전 집단 보다 패션.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패.

션과 관련된 과목설치가 미비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패션관련 직업체험 프

로그램을 새롭게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새.

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도로 인해 수업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패션관련 과목은 가정과목의 일부분에 한하` `

고 있다 교과의 내용도 과목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속하다 보니 교과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인류가

옷을 입는 한 패션분야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되

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패

션분야의 과목의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패션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로.

의식성숙도의 패션 관련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 ,

업 이해에서 참여 전 집단과 참여 후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여 후 집단이 참여 전 집.

단 보다 패션 관련 직업 적성 직업 평가 직업 이, ,

해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학생들이 패션관련 직업 분야의 수업으로 인해 이

해도와 관심도 흥미도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파악된,

다 그러나 현 수업과정에서는 수업내용의 단조로움.

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도 향상에서만 그치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패션관련 분야.

에 관련된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의 교육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패션관련 직업체험을 활용한 진로프로

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있어 효과가 있음을 확

인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설문지법으로 이루어,

져 설문 대상자가 설문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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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작성하였는가를 통제하는데 한계점이 있었

다 이러한 학생의 인지 부분은 면접을 통한 심층.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패션관. ,

련 직업체험교육 학생들의 특성과 패션관련 교육을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

며 연구대상을 서울과 경기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

으로 확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

구를 기반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체험교육

의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층의 사회심리적 특·

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마케팅

을 전개함으로써 앞으로 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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