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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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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진로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진로성숙도가 의미 있게 향상될 것인가?’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관
내 학업중단 청소년 18명이었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9명씩 무선배치하였다. 2012년 4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로성숙도 검사를 활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5.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진로성숙도
의 능력, 행동, 태도면에서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
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진로의사결정,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성숙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성현 /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 전남 광양시 광장로 14
Tel: 061-795-7008 / E-mail: king0805@hanmail.net

- 47 -

상담평가연구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학교를 벗어나는 학업중단 청소
년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화화 되고 있
다. 매년 약 7-8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
고 있으며 초등학교 입학생의 거의 10% 정도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
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업중단은
학생의 개인적인 인격성장에도 치명적인 오점
을 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에 끼치
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다시 말해 단순한
교육의 실패나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업중
단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제도적인 방안들이 적용되고 있지
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학업중단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업중단
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며, 여러 문제의 결과
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원인을 밝혀내는
작업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거시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이다.
오늘날 학업중단이라고 하면 경제적 여건으로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
와 달리 학교 내지 교육제도 자체에 적응 하
지 못해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
면 Dupper(1993)는 학업중단 요인을 크게 학교,
경제, 가족, 개인적 요인 4가지로 나누었고,
이숙영 등(1997)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
년 및 관련인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된 학업
중단의 요인을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
인,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유성경과 이

소래(1998)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의 요인을
크게 학생 개인적 측면과 학교 및 사회체제
측면으로 나누고 학생 개인적 측면에는 가정
배경 관련요인, 학교에서의 행동 및 태도, 학
교 밖에서의 행동 관련요인, 개인의 심리 및
가치, 학교 및 사회체제 관련요인, 지역사회
및 사회제도 관련요인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과는 상관없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중도탈락을 할 당시 별다른 대책
없이 학교를 나오게 되며, 중퇴 이후에도 삶
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대부분은 자신의 진로
나 직업을 찾지 못하기도 하여 소일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보내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자신의 진로
를 탐색하고 계획하고 개발할 과정을 수행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이외에 청소
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우리 사회에서 정규 학교에서의 이탈은 청
소년 개인에게는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술습득 및 기회의 상실, 그리
고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
하게 된다. 그러한 예로 불건전한 경제활동
참여, 적정한 노동의 대가로 인한 차별대우,
청소년 범죄나 비행의 가능이 높아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
내의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탐
색하거나 개발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아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적
지원(복학이나 검정고시)이나 비행 예방차원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탐색 및 진로
개척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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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그에 따
른 진로를 탐색 및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
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에 적응하고 유지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뚜렷한 직업 없이
방황, 배회하다가 불량집단과 어울리게 되거
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도록 도와
줄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상담에 적극적인 개
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로의사
결정은 청소년들이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김해수, 2002), 이는 진로
성숙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Crites, 1974; Gribbons & Lohnes, 1968)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업중단 관련연구들은
학업중단 예방대책(교육과학기술부, 1996; 김
경식, 1997; 김천기, 2004; 이용교, 남미애, 안
경순, 2006), 선도 및 보호대책(윤철경, 1999,
송지영, 2005), 사회적응(이숙영, 남상인, 이재
규, 1997; 유성경, 이소래, 1998), 개입체계(조
한혜정, 1998). 대안교육(이병환, 2007;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최영신, 2001)
등에서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
지만, 학업중단 청소년과 진로관련연구는 진
행되고는 있지만,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들
은 아직은 미진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진로결
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개발 및 성
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진로성숙도가 의
미 있게 향상될 것인가?’였다.

이론적 고찰
학업중단의 개념과 원인

학업중단의 개념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는 학교학업중단, 중퇴
생, 중도탈락, 학업중도탈락, 학업중단, 학업중
퇴자, 탈학교 청소년,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기준에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3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 제42조에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탈락
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공부를 지속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부(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1996)는 중도탈락이란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그리고 전체 사회에 존재하
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일탈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중도탈락은 drop-out을
번역한 용어로서 정상의 궤도 이탈을 암시하
며,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사가 고려되지 않은
피동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탈락이라는 현
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그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띄기 어
렵게 하는 면이 있다.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학교 중퇴
자, 학교 중도탈락자, 중퇴청소년, 등교 거부
자, 부등교, 탈학교 등이 있다(김경식,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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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미, 200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02년 중도탈락생 대책
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용
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 학생들의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
면 Dupper(1993)는 학업중단 요인을 크게 학교,
경제, 가족, 개인적 요인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숙영 등(1997)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
년 및 관련인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된 학업
중단의 요인을 학교요인, 가정요인, 사회요인,
개인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유성경과 이소래
(1998)의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의 요인을 크게
학생 개인적 측면과 학교 및 사회체제 측면으
로 나누고 학생 개인적 측면에는 가정배경 관
련요인, 학교에서의 행동 및 태도, 학교 밖에
서의 행동 관련요인, 개인의 심리 및 가치, 학
교 및 사회체제 관련요인, 지역사회 및 사회
제도 관련요인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우리나
라의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을 분석한 경험
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요인, 학교요인, 개
인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학교요인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의 직
접적인 요인은 학교에서 파생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학교교육의 문제
점은 시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히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사의 자질 문제, 획일적 교육과정으로 인한
비민주성, 지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입
시교육, 학부모의 과도한 집착과 간섭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고 있는 것이다.
윤철경(1999)은 국가주도의 교과서 체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것이 결국 교사의 획일적 수업방식

과 맞물려 학교수업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
고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
제와 학업중단 문제를 별개로 보아왔는데 학
업중단이 학생 개인의 문제에 관련을 짓는다
면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제도의 문제로 분리
하여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
업중단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오한 진단이 시
급히 요망된다.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
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업중단은 한 마디
로 표현하여 학교생활의 부적응에서 오는 것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후기 산업사
회 단계에 들어서면서 학업중단자의 문제는
단순히 소수 부적응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가
족관계의 붕괴와 세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과
전반적인 동기상의 위기라는 위기 상황과 관
련하여 나타나게 된다(조한혜정, 1998). 급격한
사회변화의 상황에 학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고 기존의 산업주의 방식을 고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학생
들은 사고의 혼돈에 빠지며 여기에다 경직된
학교체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
서는 세대 간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의 구분도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공교육
제도 안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인 산업
발전에만 치중한 것에 기인한다. 산업주의 발
달은 문맹을 퇴치시키는데 일조를 했음은 사
실이나 억압적이고 획일화된 교육방법으로 인
해 개개인에 대한 인간성이 상실되고 자신만
의 개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갖게 되어 결과
적으로는 교육 그 자체를 황폐화시키게 된 것
이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도덕적 위기
현상은 청소년 학업중단의 주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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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청소년 유해 환경, 건전한 청소년
문화 부재 등의 지역사회 풍토 요인, 비행 또
래집단과의 결속 등의 요인, 청소년 상담기관
부족 등의 지역사회 지원 요인 등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맞물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서우석, 2001).
셋째,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생 개인의 심리
및 가치관련 요인과 학교에서의 행동 및 학교
밖에서의 행동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 학생 개인의 심리 및 가치요인, 즉 개인의
지향성과 심리적 특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조영승 등(2001)에
의하면 학업중단 학생들은 ‘자존심이 낮고, 인
생에 대한 통제력을 외부에 두는 경향이 있으
며, 성인과의 유대감이 약한 성격 특징을 가
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개인적 측면으로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소원한 가족 관계, 결
손 가정, 가족의 무관심, 지나치게 높거나 낮
은 기대 수준 등의 가정배경 요인과 낮은 자
아존중감,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 등의 심리
적 특성 요인 등이 있다.
학교에서의 경험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학
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거부되었다고 느
끼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 또한 학교에서 성취에
대한 동기화가 부족하여 의지가 없고 자포자
기적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감정
적으로 불안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친구
들이 자신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
아개념이 부실하고 자아정체감이 정립되어 있
지 못하다(유성경, 이소래, 1998). 학생들은 또
래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 애착이
강해지고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옥일남, 1991; 이숙영 외, 1997) 또래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는 것이다. 또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에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나 진학에 관심이
적은 친구들을 사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
도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과 진로성숙

진로지도는 학생들에게 직업 및 교육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활
동으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 또는 적성진단, 훈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진로지도는 생애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원활히 하고 광범위한 적응을 지도하
는 포괄적 개념(Gribbons & Lohnes, 1968)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지도는 진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룰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하며,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발달단계나 의사결정과
정,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진로지도를 통하
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문제를
능동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진로방향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탐
색과 준비를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
하고 삶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는
그 방향과 목표가 잘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공부와 관련하
여 진학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을 발견
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직업지도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진로지도를 진행해야 한
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는 진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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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회 부족, 진로의사 결정능력이 낮음, 진
로성숙도 낮음, 진로계획의 비체계화, 일과 직
업의 정보 및 활용도 낮음, 진로개척의지 낮
음 등이다. 이러한 진로문제는 학업중단 청소
년들의 자립활동과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문제 중에서 진로
성숙은 자신의 진로발달과 개척에도 매우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 진로성숙은 Carter, Super
와 Strong의 청소년들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
에서 시작되어 1950년대 직업선택에 대한 발
달이론가인 Super와 Crites등에 의해 발달된 개
념이다(김현옥, 1989). 김충기(1991)는 진로성숙
을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로 보
았다. 진로성숙의 구성요소는 진로유형연구
(Crites, 1974), 진로발달연구(Gribbons & Lohnes,
1968)에 잘 나타나 있다. Super(1957)는 진로성
숙의 구성요인을 진로계획, 진로탐색, 의사결
정,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선호하는 직업군
에 대한 지식, 진로발달 태도, 진로발달 지식
과 기술로 개념화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1992)은 태도와 능력으로 대별하고, 태도영역
에는 계획성, 독립성, 결정성 등을, 능력영역
에는 직업선택능력, 의사결정능력, 직업세계
이해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
으로 탐색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
고, 적응해가는 태도와 능력이 함양되어 지는
것이다.
박원규(1999), 성영석(1993), 이금란(1999), 윤
매리(1996)의 연구에서는 진로 집단상담이 진

로성숙 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중
학생, 고등학생(인문, 상업, 공업계),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으며, 학업중단자
를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최선미(1998)는 진로집단지도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의식 발달수준에 통계
적인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하위영역인
정보처리능력과 현실타협성의 점수에서 유의
미한 향상도가 나타났고, 진로집단지도이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실제경험을 하
게 되면서 가능성과 자신감에 도움을 주었다
고 하였고, 곽영주(2004)는 진로 집단상담이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진로성숙도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중에서 결정도와 타협도에서 유의미
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박경
자(2008)는 진로 집단상담이 학업중단 청소년
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라는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
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지원
(2002)은 학교중퇴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프로
그램을 적용하고 난후에 진로성숙도의 태도영
역에서 긍정적인 향상도를 보였다는 연구결과
를 도출하였고, 김정미(2005)의 연구에서는 실
업계 여고생의 진로성숙도 평가에서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관내에 거주하는 학업
중단 18명이었다. 연령대는 17세-19세이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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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설계

실험집단
통제집단
0 , 0₃: 사전검사(진로성숙도검사)
0 , 0₄: 사후검사(진로성숙도검사)
X :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₁
0₃
0

x

₂
0₄
0

1
2

자가 13명이었고, 여자가 5명이었다. 대부분의 로는 능력 .92, 태도 .93, 행동 .87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업중단을 하
게 되었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9명씩 무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선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미(2005)가 구성한 진로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
실험설계 및 절차
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
서는 프로그램 안내와 자기소개, 2회기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훈련을 적용 자신의 성능이해, 3회기에서는 자신의 성향이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 해, 4회기에서는 자신의 주변여건 이해, 5회기
치의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사전-사후검 에서는 자신의 예비진로, 6회기에서는 진로정
사 통제집단 설계(pre-post test control group 보탐색, 7회기에서는 선호진로탐색, 8회기에서
design)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
는 진로결정 방법이해, 9회기에서는 진로의사
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을 2012년 4월 10일부 결정, 10회기에서는 진로를 위한 성취목표 수
터 5월 23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로 립, 11회기에서는 실천계획 수립, 12회기에서는
성숙도검사를 활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마무리 및 프로그램 평가로 구성되어있다.
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진로성숙도검사
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의사결정 훈련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에
여 사용한 도구는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검사 결과에 대해서 SPSS WIN
가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
이 검사는 진로에 관한 능력, 진로에 관한 태 준편차를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도, 진로에 관한 준비행동 등 세 개의 하위검
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의 신뢰도 검증
연구결과
결과는 Cronbach의 계수가 .90이고, 하위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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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본 연구의 대상들(실험집단, 통제집단)에게
프로그램 실시 전에 진로성숙도검사 수준이
동질적인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진로성숙도검사 수준이 동질적인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사전검사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의하면 사전검사 결과에서 진로
성숙도검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차이를
t검증한 결과 진로성숙도검사의 하위요인인
능력, 태도, 준비행동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
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간의 차이를 각각 t검증
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에 따른 효과검증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2. 사전검사 결과

요인
능력
태도

준비행동

첫째로, 표 3에 의하면 진로성숙도의 하위
영역 중 진로에 관한 능력영역 비교결과에서
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의 평균점수가
178.20, 사후검사에서는 192.31로 나타나 실험
처치 후 진로에 관한 능력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t=23.02,
p<.001).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
검사에서는 179.00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180.57로 나타나 약간의 향상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는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능력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진로에
관한 태도영역 비교결과에서는 실험집단의 경
우 사전검사의 평균점수가 159.02, 사후검사에
서는 174.07로 나타나 실험처치 후 진로에 관
한 태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다(t=38.41, p<.001).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검사에서는
158.88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159.01로 나타
나 약간의 향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사
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태도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M
178.20
179.00
159.02
158.88
10.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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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전-사후검사 분석 결과

구분
능력
태도
준비행동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M

M

178.20

192.31

179.00

180.57

159.02

174.07

38.41***

158.88

159.01

.120

10.05

15.08

17.42***

10.01

10.02

.101

t
23.02***
.255

*** p<.001

있다.
셋째로,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진로에
관한 준비행동영역 비교결과에서는 실험집단
의 경우 사전검사의 평균점수가 10.05, 사후검
사에서는 15.08로 나타나 실험처치 후 진로에
관한 준비행동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t=17.42, p<.001). 이
에 반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검사에서는
10.01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10.02로 나타나
약간의 향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준비행동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

업중단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진로성숙도가 의미 있
게 향상될 것인가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관내 학업중단
청소년 18명이었고,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9
명씩 무선배치하였다. 2012년 4월 10일부터 5
월 23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로성숙도
검사를 활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제
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진로성숙도가 의
미 있게 향상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진로성숙도검사 수준이 동질적인가를 검
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결과는 진로성숙도검
사의 하위요인인 능력, 태도, 준비행동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진로의
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후에 학
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사전-사후검사
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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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역 중 진로에 관한 태도영역 비교결과에
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의 평균점수가
178.20, 사후검사에서는 192.31로 나타나 실험
처지 후 진로에 관한 능력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검사에서는
179.00이였으나 사후검사에서는 180.57로 나타
나 약간의 향상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의사
결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능력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로에 관한 태도, 관로에 관한
준비행동영역에서도 실험집단에 참여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점수는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
년들의 진로에 관한 태도, 진로에 관한 준비
행동점수는 유의미한 향상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 학습된 무기력 감소에 도움
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의사결
정 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
로성숙도 전체 영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곽영주
(2004), 김소연(2012), 김정미(2005), 박경자
(2008), 안매(2003), 장여진(2010), 최선미(1998),
한지원(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
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
을 도출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중도탈
락을 할 당시 별다른 대책 없이 학교를 나오
게 되며, 중퇴 이후에도 삶의 목표를 찾지 못
하고 대부분은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찾지 못
하기도 하여 소일을 하거나, 많은 시간을 방

황하며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서, 학업중단 청
소년들에게 진로의사결정 훈련을 적용하여 적
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학업중단 청소
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인식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
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여 그에 따른 진로를
탐색 및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자신의 진로
를 탐색하고 계획하고 개발할 과정을 수행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이외에 청소
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우리 사회에서 정규 학교에서의 이탈은 청
소년 개인에게는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술습득 및 기회의 상실, 그리
고 다양한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의미
하게 된다. 그러한 예로 불건전한 경제활동
참여, 적정한 노동의 대가로 인한 차별대우,
청소년 범죄나 비행의 가능이 높아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
내의 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탐
색하거나 개발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아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게 진로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이
유로 학업중단을 하게 된 청소년들에게 자신
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설정과 진로탐색 등
의 활동을 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진로결
정과 선택을 하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줄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상담기법과 지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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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둘째, 학생유형별 진로성숙도를 향상시 송지영 (2005).
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상담을 적용한 보호관찰 청

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 증진 프
로그램 개발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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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Career Decision-Making Training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of School Dropouts

Sung-Hyun Kim

Gwang Yang City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 career decision-making training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of teen-aged school dropouts. A research question was posed: Do school dropouts who
participate in a career decision-making training program show a mo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career
maturity than other school dropouts who don'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8 adolescents who gave
up their studies and dwelled in South Jeolla Province.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were
randomly made up of nine students each. A program was implemented from April 10 to May 23, 2012,
and a pretest and a post test were conducted using a career maturity inventory.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WIN 15.0 was employed, and t-test were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school dropouts who participated in the career decision-making training
program made a more significant progress than the other school dropouts who didn't in competency,
behavior and attitude among the subfactors of career maturity. Finally,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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