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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길을 잘 찾아가게 하는 것이

다. 이전에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고민하고 직업에 대해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중학교 이전 시기인 초등학교에서부터 진로를 중요하

게 생각한다. 청소년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기초가 되어 

직업 세계를 이해하며 직업 역할을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1]. 진로발달은 인간이 

살아가는 평생 진행되며, 이러한 진행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진로 개념을 만들어 간다[35]. Cherry 

[4]는 인간이 정하는 진로에 따라서 생활양식과 가치관, 태도가 결정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므로, 진로 선택은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31]. 이처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개인은 직업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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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생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간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

나 진로는 개인 자신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6, 9] 청소

년시기의 진로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

에 맞는 진로를 추구하는 것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에게 중

요한 일이다. 특히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에 참여하

고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며 생활 보장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의미

에서 매우 중요하다[31]. 그러나 장애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갖는데, 장애 학생은 직업의무에 대한 지식이 비

장애 학생 및 영재학생보다 낮고[43], 직업에 대한 인식능력이 낮

으며[45],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은 직업 목표를 선택할 때 스스로

를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장애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

력이 부족하다[51]. 이처럼 장애 학생들은 직업과 관련한 인식이

나 지식 면에서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어려움을 갖게 되므로 장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5].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역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발달해야 하는데[53], 

이는 직업세계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개발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학습권은 장애 학생에게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데, 이는 진로교

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33]. 

진로교육은 직업교육보다 넓은 의미로 학교 내에서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여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이다[21]. 국가 수

준의 학교 진로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2011년 교육부에 진로교

육정책과가 신설되고 2012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

준’이 수립되어 ‘진로와 직업’ 수업 과목을 개설하고, 진로 심리

검사와 진로상담을 하는 등 진로교육 정책이 학교 안에서 추진되

었다[58]. 교육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

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로 Watts 

[65]는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Back, EC (European Commission) 등의 

국제기구들이 진로지도 정책과 실제를 분석하는 등 진로교육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18]. 교육 과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은 장애 학생의 교육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989년에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는데, 이 때

부터 진로교육이 장애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인식되

기 시작하였다[22]. 장애 학생의 진로교육은 학교를 졸업한 후 사

회 진출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률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장

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5월 기준 38.5%로 전체인구 경

제활동참가율인 63.3%의 절반 이상이다. OECD 장애인 고용률

은 우리나라가 50.6%로 OECD 평균 48.0%보다 높지만 장애인 

출현율을 함께 고려하면, OECD 평균이 15.2%인데 반해, 우리나

라 장애인 출현율은 5.6%로[28]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출현율 대비 장애인 고용률을 함께 고려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해석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OECD 국가 간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한 연구[29]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OECD 평균인 13.7%보다 낮은 11.3%이지만, 비장애인과의 고용

률을 비교하는 상대적 실업률은 3.14로 OECD 국가 중 2위이다. 

Ministry of Education [42]이 발표한 우리나라 장애 학생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월 졸업한 사람 기준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2,460명 중 취업한 사람은 155명으로 취업률은 14%이다.

우리나라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살펴보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통합형 직업

교육 거점학교 수는 2010년 10개교로 시작해서 2011년 20개교, 

2012년 30개교로 지속해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 학생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훈련실을 설치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 

학교기업도 2009년 5개, 2010년 12개, 2011년 20개로 확대 운

영하고 있다[40].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길라잡이[41]에 

따르면 공통 및 선택 교육과정 운영 시 자율 편성 단위 또는 학교 

자율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

교 직업교육 위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기본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진로·직

업’ 교과 관련 지침을 제시하여 학교의 직업교육과정 운영에서 다

양한 교과목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 학생을 위

한 진로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이러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

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장애 학생을 대상

으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검증되

고 있다. 직업탐색프로그램은 일반고 일반학급 장애 학생의 진로

결정수준, 진로성숙도 수준, 진로정체감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다[31].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고등학생의 직업흥미와 

자기결정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20], 청각장애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39].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정신지체 고등학생들은 진로의식이 높아졌고[57], 직업전 

교육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흥미영역 점수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60]. 진로탐색프로그램은 특수학급 발

달 장애 중학생의 진로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켰고[35], 지적장애 

중학생의 진로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6]. 또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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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장애 학생의 진로성숙과 자아개

념 증진에 효과적이었다[15]. 이처럼 각 연령층의 장애 학생을 대

상으로 다양한 내용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학

교급, 장애 종류,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므로 어느 

환경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추후 장애 학생의 요구

에 맞고 더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들

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메타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이란 수많은 연구에서 나온 개별 

분석 결과들을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하는 방법을 말한

다[46]. 즉, 메타분석을 통해서 연구방법, 연구대상 범위, 조건, 

실험기간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규명할 수 있다[16]. 메타분석에

서는 서로 다른 통계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수량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효과크기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효과크기란 실

험집단의 평균값에서 비교집단의 평균값을 뺀 값을 비교집단의 

표준편차 값으로 나눈 값으로, 집단 간 표준화된 평균치의 차이를 

의미한다[46]. 비장애 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는데, Seo [54]는 직업카드를 활

용한 진로지도프로그램 연구 12편을 대상으로 86개 효과크기를 

산출, 분석하여 1.36의 큰 효과크기를 얻었다. Lim과 Lim [38]

은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논문 93편을 분석하여 .68의 효과

크기를 얻었다. You와 Seo [64]는 진로 성숙과 관련된 심리적 변

인에 대한 논문 72편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83개의 효과크기

를 산출하여 .44의 효과크기를 얻었다. 이처럼 비장애 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향성 분석이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는 메타분석은 이루어졌지만, 장애 학생을 대

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인 메타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학위논문과 등재 학술지 연구 

중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는 메타분석방법을 사

용함으로써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  문제 1.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프로그램의 특성(종속변수, 장애 유형, 학교급, 

교육 인원수, 회기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

1. 검색방법 및 선정기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는 메타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5

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석사·박사 학위논문과 국

내 학술지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등재학술지에 실린 연

구들을 검색하였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상담” 단어를 검

색어로 사용하여 국내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

원(http://www.riss.kr)에서 연구들을 검색하였다. 검색한 연구 

중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집에 실린 연구, 정부 부처나 연구기

관의 보고서 등과 같은 학위 논문과 학술지 이외의 형태로 된 연

구들은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검색한 연구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의 조건에 맞는 연구들을 이 연구의 메타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

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를 선정하

였다. 둘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에 표준

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 등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치가 표시된 연구를 선정하였

다. 셋째, 연구대상이 장애 학생인 경우만 분석 논문에 포함했다.

한편 검색한 연구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 이 연구의 메

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첫째, 장애아 이외에 특정한 성격의 아

동(학습부진아, 학교부적응아 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분석에

서 제외했다. 둘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같이 프로그

램을 개발만 하고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와 단 한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분

석에서 제외했다. 셋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일회 이상 실시했

지만 통계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입증하지 않은 연구와 메타분석

에 필요한 통계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넷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

로 나누지 않고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한 연구

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다섯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하위

요인 중심으로만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총점을 제시하지 않은 경

우, 제시된 여러 개의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을 분석에 사용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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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ded Values for Each Study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Study Type of disabilities School Sample size Session Effect value
Type of 
article

Ban (2008) [2] Mental retardation Elementary school 10/10 10 Career maturity Thesis

Jang and Lee (2015) [17] Intellectual 
disabilities+autism

Junior-high+high-school 12/12 12 Knowledge in STEM 
Preference in STEM
Career attitude
Self-efficacy

Journal

Kim et al. (2015) [22] Intellectual 
disabilities+autism

High-school 40/55  5 Career capacity
Career attitude
Career behavior

Journal

Kim and Park (2013) [23] Intellectual disabilities Junior-high school 10/10 20 Career attitud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Kim and Choi (2007) [27] Deaf University 15/15 (1st)
13/13 (2nd)

12
12

Career exploration
Self-efficacy

Journal

Lee et al. (2015) [34] Physical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Junior-high+high-school 10/10 14 Knowledge in STEM 
Preference in STEM
Self-efficacy

Journal

Lim (2015) [37] Intellectual disabilities High-school 9/9 10 Self-efficacy Thesis

Park (2013) [49] Intellectual 
disabilities+autism

Junior-high school 15/15  8 Career maturity Thesis

Song and Lee (2011) [56] Intellectual disabilities High-school 20/20 30 Career planning capacity
Self-efficacy

Journal

Song (2007) [59] Mental retardation Junior-high school 15/15 12 Career attitude
Career capacity

Thesis

Yang (2008) [61] Mental retardation High-school 10/10 12 Social adaptive ability
Self-esteem

Journal

Yoon (2014) [63] Mental retardation Elementary school 8/5  8 Career development
Career interest

Thesis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Figure 1. Selection of studies for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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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32] 분석에서 제외했다. 여섯째, 학위논문

과 학술지 논문이 같은 저자로 연구 대상과 연구 내용이 같은 경

우 학위논문을 제외하고 학술지 논문을 포함했다. 

이상과 같은 검색과정과 메타분석을 위한 포함기준, 제외기준

에 맞는 연구들을 선정한 결과 총 12편의 연구를 선정하였고 그 

연구들에서 27개의 효과크기를 추출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학교급, 프로그램 회기 수, 종속변수 등 구체적인 내용

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 연구들을 

선정한 과정은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2. 자료코딩

Figure 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연구들을 저자, 대상 학

생의 장애 유형, 학교급, 프로그램 참여자 인원수, 프로그램 실시 

횟수, 프로그램 목표, 출판 사항 등으로 범주화하여 코딩하였다

(Table 1).

3. 하위그룹 설정

이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하기 위해 선정한 12편의 연구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용한 종속변수들은 

진로 능력, 진로 태도, 진로 탐색, 진로 성숙도, 진로 흥미, 자기

효능감 등이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종속변수 유형 구분을 Cho와 

Park [6]의 연구, Jung [20]의 연구를 참고하여 3개의 군으로 분

류하였다. 분류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종속변수 유형과 각 연구에

서 나타난 효과 요소들은 Table 2와 같다.  

진로 탐색 관련은 개별 연구가 진로 탐색, 진로 흥미, 진로 발

달,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영역 지식과 선호 등 진로를 탐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발달시키

는 것이 목적인 연구를 말한다. 자기결정력 관련은 개별 연구를 

통해서 진로 계획 능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 진

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능력 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 연구들

을 말한다. 진로성숙도 관련이란 진로성숙도, 진로 태도, 진로 능

력, 진로 발달, 진로 행동, 성취동기, 사회적 적응 행동 등 진로와 

관련된 여러 능력의 성숙 정도를 키워주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

인 연구를 말한다. 

개별 연구에서 보고된 효과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인 이질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들의 특

성에 따라 효과크기가 차이가 나는지 하위그룹 분석이 필요하다. 

하위분석을 위해서 분류한 조절변수는 프로그램 종속변수, 장애 

유형, 교육 대상의 학교급, 교육인원수, 회기 수로 Table 3과 같

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하위그룹에 따른 특징들을 살펴보면, 프로

그램의 효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가 진로탐색관련인 경우 효과크

기가 8개(29.6%), 자기결정력 관련인 경우 8개(29.6%), 진로성숙

도 관련이 11개(40.8%)로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요소를 프로그램

의 목표로 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

애를 대상으로 한 경우 효과크기가 5개(18.5%), 지적 장애와 자폐

성 장애를 동시에 대상으로 한 경우 8개(29.6%), 지체 장애가 10

개(37.1%), 그리고 청각 장애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4개(14.8%)

로 지체 장애가 가장 많았다. 교육 대상의 학교급을 보면 초등학

생이 3개(11.1%), 중학생이 5개(18.5%), 고등학생이 8개(29.6%),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 경우가 7개(26.0%),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4개(14.8%)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육 인원수별로 살펴보면 1-10명이 11

개(40.8%), 11-20명이 13개(48.1%), 21명 이상이 3개(11.1%)로 

11-20명 대상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회기 수를 

살펴보면 10회 이하가 8개(29.6%), 11-20회가 17개(63.0%), 21

회 이상이 2개(7.4%)로 11-20회가 가장 많았다.

4.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서 첫째, 서로 다른 연구에서 사용

한 다양한 척도를 하나의 수치로 통일하여 비교하기 위해서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효과크기(effect size)란 개별 연구

에서 다양한 척도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하

나의 공통 척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수치로 집단 간의 평균

차를 표준화한 수치이다[24]. 메타분석에서 사용하는 공통지수

인 표준화된 평균값 d는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를 통합표준편

Table 2. Dependency Valuable

Dependency valuable Effect value
Career exploration Career exploration, career interest, career development, knowledge & preference in STEM areas

Self-decision ability Career planning capac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Career maturity Career maturity, career attitude, career capacity, career development, career behavior, achievement motivation, social adaptive ability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294 | Vol.55, No.3, June 2017: 289-30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최혜영

차(pooled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평균값인 d 값은 효과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추정한다는 문제[11]

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정된 효과크기 값인 

Hedges’g가 있다. Hedges’g는 두 집단 간 차이의 분산 분석으로

부터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을 사용하여 계산하며 이 연구에서 

교정된 효과크기 값인 Hedges’g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계산된 효과크기를 해석할 때 보통 Cohen [8]의 기준을 따르

는데, 계산된 효과크기가 .2-.5 사이인 경우는 작은 효과 크기로, 

.5-.8 사이인 경우는 보통의 효과크기로, .8 이상인 경우는 큰 효

과크기로 해석한다. 

둘째, 메타분석에서는 효과크기를 계산할 때 모델을 결정하여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과 무선

효과모델(random effect model)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고정효

과모델은 수집된 개별 연구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동질

성(homogeneity)을 가정하고, 무선효과모델은 개별 연구들이 서

로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가정한

다. 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기 전에 모델 선택을 위해서 개별 연

구들에서 추출된 효과크기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것인지 검

사하기 위해서 동질성 검사를 했다. 동질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Q 값을 산출하였는데, 이 Q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각 연구에

서 나온 결과들이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나온 연구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무선효과모델을 선택하는 근거가 된다. 이 때 동질성 검

사 지수인 Q 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기 위해서 I2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동질성 검증 결과 이질성이 나타나서 각 연구가 서로 다

른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질성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하위집단분석(subgroup analysis)을 했

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메타분석에 사용된 12개의 논문(27개

의 효과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부정적인 연구 결

과보다 더 많이 발견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출판편향[24]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Rosenthal [52]의 Fail-safe N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서 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 (CMA2.0)을 사용하여 전체 효과크기 계산, 동질성 

검증, 하위그룹 분석, 출판편향 검사를 했다. 

연구결과

1.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이 연구의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연구인지 모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질성 검사를 

했다. 결과는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

크기가 서로 이질적으로 나타나서(Q=171.280, df=26, p＜.001)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연구들이라고 보고 무선효과모델

을 선택하였다. 모집단의 이질성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인 I2의 

값을 구했는데, I2 값이란 지수(index)로서 전체 분산 중에서 효과

Table 4. Homogeneity Verification and Effect Size

Model ES SE 95% CI Q p I2

Fixed effect model 1.129 .076  .980-1.278 171.280 .000 84.820

Random effect model 1.717 .206 1.313-2.122

ES, effect size for mean; Q, Coheran’s Q test for heterogeneity; I2, percentage of variability due to heterogeneity.

Table 3. Number of Effect Size in Sub-Groups

Sub-group Division
Effect size 
(N=27)

Dependency valuable Career exploration  8 (29.6)

Self-decision ability  8 (29.6)

Career maturity 11 (40.8)

Type of disabilities Intellectual disabilities  5 (18.5)

Intellectual disabilities+autism  8 (29.6)

Physical disabilities or mental retardation 10 (37.1)

Deaf  4 (14.8)

School Elementary school  3 (11.1)

Junior-high school  5 (18.5)

High-school  8 (29.6)

Junior-high school+high-school  7 (26.0)

University  4 (14.8)

Number of persons 1-10 11 (40.8)

11-20 13 (48.1)

≥21  3 (11.1)

Number of sessions 1-10  8 (29.6)

11-20 17 (63.0)

≥21 2 (7.4)

Values are presented a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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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실제 분산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Higgins 등[14]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20%는 낮은 정도, 50%는 중간 정도, 75%는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I2 값은 84.820으로 75%보다 크므

로 큰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이는 이질적인 분포를 이

루는 효과크기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 선정한 12편의 연구로부터 27개의 

효과크기를 무선효과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효과크기는 1.717로 나타났으며, 전체 효과

크기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1.313-2.122이었다. 전체효과크기

의 정도는 Cohen [8]의 해석을 따르는데, .8 이상이면 크다고 보

므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큰 효과크기

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 효과크기의 차이

1) 프로그램 종속변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위해서 우선 프로그

램 목표인 종속변수에 따라 분류했을 때, 진로성숙도 관련 변인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로탐색 관련 변인과 자기결

정력 변인이 각각 8개로 나타났다(Table 5). 효과크기별로 살펴보

면 자기결정력 관련 연구들이 1.951로 가장 컸고, 진로탐색 관련

이 1.620, 진로성숙도 관련이 .738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분석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 목표를 자기결정력과 관련된 것으

로 했을 때 프로그램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Qb는 

집단 간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속변수에 따라서 분류한 연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값

이다.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Qb=47.189, p

＜.001) 종속변수에 의해 분류된 연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 내 편차(Qw)란 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

는지 알아보기 위한 Q 값으로, 이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종

속변수에 따라 분류한 집단 안에서도 이질성이 아직 의미있게 존

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종속변수에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장애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장애 유형에 따라 분류했을 때, 지체 장애가 10개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8개, 지

적 장애가 5개, 청각 장애가 4개로 나타났다(Table 6). 효과크기

별로 살펴보면 지적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2.034로 

가장 컸고, 청각 장애가 1.869, 지체장애가 1.788,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561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프

로그램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Qb는 집단 간 편

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서 분류한 연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값이다. 이 값

Table 5. Effect Size Difference on Dependency Valuable

Dependency value na) ES 95% CI Qw dfw Qb dfb

Career exploration 8 1.620 1.262-1.979 38.925*** 7 47.189*** 2

Self-decision ability 8 1.951 1.616-2.285 46.823*** 7

Career maturity 11  .738  .550-.925 38.344*** 10

ES, effect size for mean; Qw, within the group deviation; df , degree of freedom; Qb, between the group deviation.
a)Number of effect size.
***p<.001.

Table 6. Effect Size Difference on Type of Disabilities

Type of disability na) ES 95% CI Qw dfw Qb dfb

Intellectual disability 5 2.034 1.612-2.456 24.620*** 4 74.646*** 3

Intellectual disability+autism 8  .561 .364-.758 11.030* 7

Physical disabilities or mental retardation 10 1.788 1.464-2.111 22.384*** 9

Deaf 4 1.869 1.391-2.348 38.601*** 3

ES, effect size for mean; Qw, within the group deviation; df , degree of freedom; Qb, between the group deviation.
a)Number of effect size.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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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Qb=74.646, p＜.001) 장

애 유형에 의해 분류된 연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 내 편차(Qw)란 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

아보기 위한 Q 값으로, 이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장애 유

형에 따라 분류한 집단 안에서도 이질성이 아직 의미있게 존재한

다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 유형에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학교급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위해서 프로그램 대

상의 학교급에 따라 분류했을 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 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같이 

한 경우가 7개, 중학생 대상인 경우가 5개, 대학생 대상인 경우

가 4개,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개로 나타났다

(Table 7). 효과크기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 2.539로 가장 컸고, 대학생이 1.869, 중학생이 1.302, 중학생

과 고등학생을 같이 한 경우가 1.073, 고등학생이 .850으로 나타

났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 대상을 초

등학생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

다. 표에서 Qb는 집단 간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급에 따라

서 분류한 연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한 값이다.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Qb=30.273, p＜.001) 학교급에 의해 분류된 연구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 내 편차(Qw)란 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Q 값으로, 초등학교를 제외하

고 이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학교급에 따라 분류한 집단 안

에서도 이질성이 아직 의미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학

교급에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 교육 인원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 인원수에 따라 분류했을 때, 11-20명이 13개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10명이 11개, 21명 이상이 3개로 나

타났다(Table 8). 효과크기별로 살펴보면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1.803으로 가장 컸고, 11-20명이 1.503, 21명 이상이 

.406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 참여 교육 인원수를 1-10명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 효과가 가

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Qb는 집단 간 편차를 나타내는 것

으로 교육 인원수에 따라서 분류한 연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값이다. 이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Qb=61.680, p＜.001) 교육 인원수에 

의해 분류된 연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집

Table 8. Effect Size Difference on Number of Persons

Number of persons na) ES 95% CI Qw dfw Qb dfb

1-10 11 1.803 1.473-2.134 36.213*** 10 61.680*** 2

11-20 13 1.503 1.268-1.737 70.809*** 12

≥21 3  .406 .170-.643 2.597* 2

ES, effect size for mean; Qw, within the group deviation; df , degree of freedom; Qb, between the group deviation.
a)Number of effect size.
*p<.05, ***p<.001.

Table 7. Effect Size Difference on School

School na) ES 95% CI Qw dfw Qb dfb

Elementary school 3 2.539 1.780-3.298 .136 2 30.273*** 4

Junior-high school 5 1.302  .930-1.673 4.578* 4

High school 8  .850  .642-1.058 78.614*** 7

Junior-high school+high-school 7 1.073  .737-1.408 19.078** 6

University 4 1.869 1.391-2.348 38.601*** 3

ES, effect size for mean; Qw, within the group deviation; df , degree of freedom; Qb, between the group deviation. 
a)Number of effect size.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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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 편차(Qw)란 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

한 Q 값으로, 이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교육 인원수에 따

라 분류한 집단 안에서도 이질성이 아직 의미있게 존재한다는 것

을 말한다. 즉 교육 인원수에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

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5) 회기 수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을 위해서 프로그램 회

기 수에 따라 분류했을 때, 11-20회인 경우가 17개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 1-10회가 8개, 21회 이상이 2개로 나타났다

(Table 9). 효과크기별로 살펴보면 21회 이상인 경우가 2.461로 

가장 컸고, 11-20회인 경우가 1.396, 1-10회인 경우가 .692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 회기 

수를 21회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프로그램 효과가 가

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1회 이상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표에서 Qb는 집단 간 편차를 나타내

는 것으로 회기 수에 따라서 분류한 연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값이다. 이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Qb=41.804, p＜.001) 회기 수에 의해 

분류된 연구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 내 

편차(Qw)란 집단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Q 

값으로, 이 값이 유의미하게 나왔으므로 회기 수에 따라 분류한 

집단 안에서도 이질성이 아직 의미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회기 수에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3. 출판편향

출판편향(publication bias)이란 표본의 수가 작은 연구들이 

표본의 수가 큰 연구들에 비해서 출판될 가능성이 적은 것을 말

한다[3]. Higgins와 Green [13]은 연구 결과의 속성이나 방향에 

따라 그 연구가 출판되거나 출판되지 못하는 오류를 출판편향이

라고 하였다[54].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출판편향 검증 방법인 

Rosental의 Fail-safe N을 사용했다. Rosenthal [52]은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분석에서 추출된 효과 크기를 부

정하는데 필요한 연구들의 수를 계산해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0]. 계산 결과,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부정하는데 필요한 

연구의 수는 2,269편이다. 즉, 이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데 필요한 

연구의 수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에서 계산된 효과크기는 

신뢰성을 갖게 되어 출판편의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 실시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

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며 이를 위해서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별적인 연구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효과크기를 산출하고 하위그룹 분석을 통해 개

별 연구의 특성별로 효과크기의 차이를 검증했다. 연구자가 설정

한 검색 기준에 따라서 12편의 논문에서 총 27개의 효과크기를 

구했고, 프로그램의 종속 변수, 장애 유형, 학교급, 교육 인원수, 

프로그램 회기 수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전체 효

과크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무선효과모델을 적용하여 분

석한 결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평균 효과크기는 1.717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 학생

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 탐색, 자기결정력, 진로성숙도 등과 관련해서 좋

은 효과가 있었다. 진로교육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세우고 직업을 탐구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하다[26]. 장애 학생에게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장

애 학생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Table 9. Effect Size Difference on Number of Session

Number of sessions na) ES 95% CI Qw dfw Qb dfb

1-10  8  .692 .478-.907 54.934***  7 41.804*** 2

11-20 17 1.396 1.176-1.617 71.611*** 16

≥21  2 2.461 1.881-3.040  2.931**  1

ES, effect size for mean; Qw, within the group deviation; df , degree of freedom; Qb, between the group deviation.
a)Number of effect size.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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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Herr [12]는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요구되

는 것이 자기 지식, 자신감, 교육적·사회적 기술과 같은 것으로 

이는 개인적인 융통성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

였다[45]. 비장애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신감, 긍정

적인 직업 의지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요소들은 장애학생들에게 

그 중요성이 더 크다[45]. 진로교육은 미래의 직업세계 변화를 예

측하여 발전하는 분야와 쇠퇴하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18]. 장애 학생과 학부모

의 경우는 졸업 후의 진로 뿐 아니라 직업을 통한 평생의 자립 능

력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제공이 더 필요하다. 직업과 관련

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장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로의 적응이 중요한데, 교육적인 주류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과 중등교육 이후의 

훈련 프로그램 비율이 다른 학생들의 비율과 비슷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45]. 그러므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 중

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성공

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속하여야 한다. 즉, 초·중등, 고

등학교 이상의 학교급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진로교육이 지

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15]. 이는 장애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고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의 양적 지표들은 OECD 국가들의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질적 지표들에서는 낮은 성과를 보여

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같은 질적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

다[29]. 

둘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다

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하위그룹분석을 했다.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는 종속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력 관련, 진로 탐색 

관련, 진로성숙도 관련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자기결정력과 관련된 능력을 향

상하는 것으로 설정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 자기

결정력은 특히 장애 학생에게 더 중요한 요소인데, 장애 학생 80

명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를 조사한 Wehmeyer와 Schwartz [66]

의 연구에서 자기결정력이 높았던 학생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나

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중 자기결

정력 관련 요소들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주장 지식과 기술이 있는 

학생들은 결정을 더 잘 할 수 있고 교육적·직업적 목표를 얻는데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에 더 잘 접근하기 때문이다[50]. 또한 특수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으로, 자립을 위해

서는 무엇보다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20]. 그러므로 진로교육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진

로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지적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적 장애 고등학생의 직업 적응 문제

가 작업 기술보다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7], 

이 논문에서 분석한 지적 장애 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기효능감이나 성취동기같은 심리적 취약성을 키워주는 것을 목

표로 삼아서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이 대상인 경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다른 학교급에 비해서 중·고등학교에 

많이 편중되어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인

식하고 탐색하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상급반부

터 진로 관련 교과목이 설치되는 것[36]과 같이 진로교육이 이루

어져야 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초등학교 교사들도 대다수가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47, 55] 아직도 장애 학생을 대상으

로 한 초등학교의 진로교육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인원수

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1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에 가

장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교육 인원수가 10명 이하

일 경우가 가장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54]. 또한 국내 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도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다

는 Kim 등[2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회기 수에 따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21회기 이상인 경우 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이 역시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신중히 처리

해야 한다. 사례수가 적은 21회기 이상을 제외하고 평균효과크

기가 큰 프로그램 회기 수는 11-20회기로 1.396의 수치를 나

타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프로그램의 메

타분석에서 11-14회기일 때 평균효과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

난 연구 결과[62]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회기 수

를 고려하여 단기적이 아닌 10회기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설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구

성원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35]. 2014년 특수교육 실태 국제동향 보고서

[44]에 따르면 미국·일본·핀란드의 진로교육은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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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제공, 직업교육 및 고용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정보와 기회에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독일에서는 장애인 

직업교육에 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

다. 장애 학생이 성인이 되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을 적절하

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30]. 이처럼 

장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직업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체적인 진로 교육이 제

공되어야 한다[5].

이 연구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들의 결과를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통합한 것

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관련 국내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장애 학생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연구 결과들을 종

합한 메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 이루어진 장애 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뿐 

아니라 국외 연구들을 포함하여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할 때의 제언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이 논문에서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대

학교의 효과크기가 큰 것에 비추어 볼 때, 진로교육 프로그램 대

상 범위를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넓혀야 한다. 즉 현재에

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인 초등학교부터 시

작해서 중등교육 이후 대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이 연계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서 진로결정력과 관련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부분의 장애 학생은 본인이 경험했던 범위 안에서 원

하는 직업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48] 다양한 직업 경험 기

회를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셋

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양적인 확대

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학교 교육에서뿐 아니라 장애 학생의 고용

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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