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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졸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 다. 진로  취업 

지원, 진로탐색행동 등을 심으로 상용직 취업여부, 임 , 공 일치도, 직장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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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만족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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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청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장기  경력의 기반을 마련해가는 시

기이다. 더불어 경력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교육  지원은 

이들의 경력형성에 장기 으로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김 순, 손진희, 2012). 

특히 고졸 청년층의 경우, 일의 세계에 이행하기까지 직무능력 신장  진로발달을 

해 주어진 기간이 짧고, 경력발달에서 상 으로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들에 한 사회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경력에 한 연구와 심은 여 히 부족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박진희, 2012; 장명희, 박동열, 최동선, 2013).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  

인력수 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부분 고학력

화  고학력 실업의 문제 해결 등과 연결되어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여기서 고졸 청

년층의 진로 련 논의는 구체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부분 취업률과 련한 논

의에 그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장기 인 경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해서는 취업의 양과 련한 논의와 더불어 취업의 질과 련한 논의 역시 필요하

다. 즉 이들이 노동시장이행과 일터에서 실제 으로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에 한 구체 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고졸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체 으로 살펴

보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그동안 상 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고졸 청년층을 상으로 단순한 취업률이 아닌 취업의 질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이를 해 다양한 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 요인들을 고려하 으며, 

정책  교육 장 등에 구체 인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하 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먼 , 고졸 청년층의 진로  직업 교육, 취업성과 등의 

내용을 통해 구체 인 황을 살펴보고자 하 다. 더불어 이들의 취업성과와 진로  

취업 지원, 진로 탐색행동의 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통해 고졸 청년층의 

취업 련 상황과 맥락, 향 요인 등에 한 구체 인 이해를 제공하고, 취업  경

력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 다. 

II. 이론  배경

1. 고졸 취업 황  련 정책

국내 학생들의 경우, 고교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의 선택에서 부분 상 학교로의 진학

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12)에 따르면 2012년 체 고등학교 졸업생 63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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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운데 약 71%가 상  학교로 진학하 고, 약 8%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결정을 학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사회 반 인 풍토가 되었으며, 고등교육

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측된다(안선 , 장

원섭, 2012).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고졸 청년층의 경우에도 고학력자와 비교하여 상

으로 낮은 고용률과 긴 실업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진희, 2012). 

이에 따라 학력차별을 낮추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노력이 이어져 왔다. 

먼 , 교육발  5개년 계획,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1․2차 국가인 자원개발기본계획 등

을 통해 고교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선취업 후

진학’ 정책을 통해 고졸 청년층의 취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한

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기본 계획(2008.7),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5), 학업-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2011.1), 공생발 을 한 열린 고용사회 구 방안(2011.9) 

등의 고교직업교육 정책이 제시되며, 고졸취업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졸 취업률은 조 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 히 이들이 갖는 

일자리 에는 비정규직 일자리나 만족도가 낮은 일자리가 많은 실정이다. 더불어 이

들의 구체 인 취업성과는 어떠한지, 이들이 장기 인 경력개발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그동안 심의 이 되지 못했다. 고졸 청년층의 취업

과 련한 연구 역시 부분 정책 련 연구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태조사, 정책 평가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연구들은 부분 일

반계고의 직업교육 방향을 제시하거나(김안국, 신동 , 2007; 최동선, 임언, 최수정, 정

진철, 201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정체성 확립을 한 방향을 제시하기 한 경

우가 많았다(김종우, 장명희, 변숙 , 2010; 박동열, 김민규, 2012; 장명희 외, 2013). 하

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고졸 청년층의 질  취업성과에 심을 가지기 보다는 여 히 

취업률이나 국가인력수 과 련한 시사 을 다루는데 그친 한계가 있다. 최근 후진

학 정책 련 연구  계속교육 련 연구들이 이루어지며 취업의 질 성과에 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는데(김진모, 최동선, 주 미, 김선미, 장상윤, 2012; 조은상, 홍선아, 

김진모, 2011; 최동선, 2012) 앞으로 고졸 청년층의 장기  경력기반 마련을 한 심

을 가진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진로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  취업지원은 개인의 진로  취업과 련된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

다. 즉 합한 진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이를 실제 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폭넓은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  취업지도의 요한 장소는 가정과 학교라 할 수 있는데, 먼  부모는 

자녀의 진로결정  취업에 직 , 간  향을  수 있는 요한 존재로 확인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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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창균, 2009; 황여정, 2007). 한 학교는 교과활동, 직업교육, 각종 진로교육  상담, 

실습경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구체 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진로교육에 요한 축을 담당한다. 특히 문계 고교의 

특성상 구체 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직  일터와 연결하는 등의 역할 역시 요하다. 

더불어 이들에게 직업에 한 이해부족은 취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지혜, 

정철 , 2010), 학교의 취업지도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학생의 취업선택 개

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장 진, 이지혜, 2012). 

한편, 진로탐색행동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 으로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하여 이 까지 개인의 자극 역 내에 있지 않았던 직업·직무·직장 등에 

한 정보에 근하려는 인지 ·행동 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tumpf, Colarelli, 

Hartman, 1983; 이득연, 2004, 재인용). 즉, 진로탐색활동은 진로를 선택· 비하거나 

취업한 후의 응과 개선을 하여 는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 수행하는 활동으로, 

개인의 특징에 한 평가와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하여 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활동, 자신에게 합한 직업기회를 조사하는 활동, 아르바이트나 자원 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활동 등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이

나 직업세계에 하여 갖고 있는 다소 모호한 기 나 생각들을 검증하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Grotevant, Cooper, 1988; Jordaan, 1963; 최동선, 정철 , 2003, 재인용). 이

러한 진로탐색행동의 수 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 도 높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련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할 수 있다(임선미, 2003; 조용선, 2005).

이러한 진로·취업지원과 진로탐색행동, 그리고 취업 성과 간의 계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최근 연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김동규, 2012; 노경란, 허선주, 2012),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실정이다. 구체 인 진로  취업지원과 진로탐색행

동이 실제로 취업과 그 질  성과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시사 을 찾으려

는 시도가 지속 으로 필요하다. 

3.  고졸 청년층의 진로  취업 성과 

고졸 청년층의 취업 련 연구는 주로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심으로 취업 향 요

인을 규명하거나, 취업 성과의 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

구들은 졸 청년층을 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부족할 뿐 아니라, 구체 인 설명

을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노경란, 허선주, 2012). 이에 고졸 청년층의 진로  취

업 련 연구에서 취업의 질과 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동규, 2012).

취업의 질  성과란 단순히 취업여부에 을 두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 얻게 된 

일자리 혹은 일이 질 으로 어떠한지에 심을 갖는 것이다. 취업의 질이 높지 않으면, 일에 

한 불만족 등으로 이어져 다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게 하며, 지속 으로 인 자본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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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평생경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청년층에게 질 높은 

일자리는 의미 있는 일 경험과 일터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요하다. 

이러한 진로  취업의 질  성과를 측정하기 해, 많은 학자들은 임 , 정규고용 여

부, 업무수 , 업무의 공일치도, 진로선택의 만족도, 직장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다양

한 변수들을 활용해왔다(강순희, 이상 , 2009; 김동규, 2012; 유승혜, 2007; 이지연, 정윤

경, 2006). 이 연구에서는 취업의 내용 인 측면을 효과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직장만족

도, 공일치도, 임 , 상용직 취업여부와 련한 개념에 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먼 , 직장 만족도는 주  취업성과를 가장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직장만족도란 ‘직장에 하여 개인이 주 으로 느끼는 감정  만족의 

상태’를 의미한다(오성욱, 이승구, 2009). 이는 업무, 임 , 직장 안정성, 직무환경과 같

은 외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상사·동료와의 계, 성취감과 같은 심리사회  측면 

등을 포함한 다차원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정주, 2011). 개인과 직장의 합도를 

고려해볼 때, 개인마다 자신의 직장에 한 만족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만족

도는 주  취업성과를 측정하기에 합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공 일치도는 취업이후 경력발 을 해 매우 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특성화 고교의 경우, 고교수 에서도 학교 특성이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공지식을 

습득하게 되는데, 공 일치도란 이러한 내용과 재 자신의 업무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고졸 청년층은 직무가 고교 공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 일치도가 취업의 질 인 부분을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이만기, 2012). 

한 고졸 청년층의 경우,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 단순한 취업률보다 

상용직 취업여부를 살펴 으로써 취업의 질과 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  역

시 이러한 지표  하나로 취업의 질과 련한 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이다. 

이러한 취업 성과의 향요인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로 나 어 볼 수 있으며, 

부분의 연구는 이 세 가지 변인과의 향 계 분석에 을 맞추고 있다(신희경, 김

우 , 2005; 오석 , 2012; 황여정, 2007). 이  주요 향요인으로는 개인변인  성

별과 학업성 , 구직활동 여부, 가정변인으로는 사회경제  지 , 학교변인으로는 진

로  직업교육 등이 제시되어 왔다(노경란, 허선주, 2012; 이지혜, 정철 , 2010; 장

진, 이지혜, 2012). 이  이 연구의 인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과 련해서 살펴

보면, 이 변수들은 취업성과와 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김동규(2012)와 노경란, 허선주(2012)

는 진로와 련한 지원이 취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을 밝히며, 학교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만족도, 그리고 가정 내 진로지도가 고졸 청년층의 직장만족도, 

임 , 상용직 취업에 유의한 향을 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인을 둘러 싼 사회  

계, 특히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자와의 계 역시 진로  취업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안선 , 장원섭, 2012). 먼  부모의 사회  지지는 진로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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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에 향을  수 있으며(송민진, 2006; 이정규· 2006; 허정철, 2008), 교사와의 

계 역시 진로결정  취업에 향을  수 있다(신희경, 김우 , 2005; 조아미, 

2007). 한 친구의 지지가 진로발달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유 미, 문승

태, 2005; 이가 , 김신 , 2009). 진로탐색행동 역시 취업성과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경란, 허선주(2012), 이만기(2012)는 진로탐색행동이 상용직 취

업, 임  등에 향을 다고 밝혔다.  

III. 연구 방법

1. 데이터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데이터이

며, 2011년 2월, 특성화고를 졸업한 ‘미진학 고졸 청년층’ 5,200여명을 상으로 하고 있

다. 이는 고졸 청년층의 취업실태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을 살펴보기 해 구축된 횡

단면 데이터로 조사기  시 은 2011년 5월이며, 졸업 시 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이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 즉 조사기간 내 심신장애 등의 상

태에 있는 상들을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취업성과 측정 시에는 자료의 편의를 이

기 해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하 다. 즉 고교 졸업 후 진학을 하지 않은 체 표

본 5,281명  이를 제외하면 총 5,204명이며, 이  임  근로자의 사례수는 총 4,070명

으로 최종 분석에 활용하 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먼 , 고졸 청년층의 진로  직업 

교육, 취업성과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졸 청년층과 비교해보고자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 더불어 고졸 청년층의 취업  취업성과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고졸 청년층의 진

로  취업 지원과 진로탐색행동이 취업 성과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2. 변수정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여부(상용직 취업)와 취업의 질  성과인 임 , 업무의 

공 일치도  직장 만족도이다. 취업여부는 부분의 임시직과 일용직이 상용직과

는 고용 안정성  복지 등을 포함하는 질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단하여 상용

직 취업여부로 체하 다. 취업의 질  성과는 많은 연구에서 표 인 취업성과로 

측정하고 있는 임 을 포함하여, 주  경력성공의 에서 직무와 공이 주

으로 얼마나 일치하는지, 자신의 직장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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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는 진로  취업 지원, 진로탐색행동이다. 이  진로․취업지원  진로탐

색행동은 가정 내 진로지도, 고교 진로지도, 고교 취업지원 만족도와 진로결정에 향

을 주는 사람의 존재여부, 진로탐색행동 등이다. 통제변수로는 개인특성(성별, 가계소

득, 고교성 , 고교교육 만족도,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여부)과 직장특성(직장 

규모)이다. 상용직 여부의 종속변수를 제외한 다른 취업성과에 한 분석에는 직장규

모와 상용직 여부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활용하 다.   

구분 변수명 내용

취업 성과

(종속변수)

상용직 취업여부 더미, 상용직=1, 임시직 및 일용직=0

임금 시간당 임금(로그)

전공 일치도 5점 척도(매우 일치=5)

직장 만족도

5점 척도(매우 높음=5), 현 직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총화적 만족도 평균 

(소득, 안정성, 직무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발전가능성, 관계, 복지, 승진, 사회적 평판, 

자율성 등 11개 문항, 문항 신뢰도 = .91)   

진로·취업 지원 

및 

진로탐색행동

가정 내 진로지도

5점 척도(매우 높음=5), 진로관련 활동 경험정도 

평균 (관련 대화, 가족 직장방문, 정보탐색 등 4개 

문항, 문항 신뢰도 = .89) 

고교 진로지도 

만족도

5점 척도(매우 만족=5), 고교 진로관련 지원 

만족도 평균 (교과목, 강연, 정보, 검사, 직업체험, 

상담 제공 등 6개 문항, 문항 신뢰도 = .93) 

고교 취업지원 

만족도

5점 척도(매우 만족=5), 고교 취업 관련 지원 

만족도 평균 (기술취득, 구직상담, 취업정보, 구직지도, 

취업알선 등 5개 문항, 문항 신뢰도 = .91)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_교사
더미, 교사가 진로관련 영향을 줌=1, 아님=0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_부모
더미, 부모가 진로관련 영향을 줌=1, 아님=0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_또래
더미, 또래가 진로관련 영향을 줌=1, 아님=0

진로탐색행동

5점 척도(매우 많음=5), 관련 경험 평균(정보 탐색, 

관계 활용 및 상담, 검사, 능력개발 등 7개 문항, 

문항 신뢰도 = .89)   

개인특성

성별 더미, 남성=1, 여성=0

가계소득 7점 척도

고교성적 5점 척도(상위권=5)

고교교육 만족도

5점 척도(매우 만족=5), 고교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총화적 만족도 평균(교육과정, 기자재 및 

시설, 지도방식 등 4개 문항, 문항 신뢰도 = .90)

직업훈련 경험 더미, 졸업 후 직업교육훈련 경험 있음=1, 없음=0

자격증 취득 여부 더미, 있음=1, 없음=0

직장 특성 규모 9점 척도(5명 이하=1, 1000명 이상=9)

<표 Ⅲ-1> 변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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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기 통계

고졸 청년층의 진로  취업과 련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은 다음 표와 같다. 최종 

분석에 활용한 취업자 사례수는 4,070명이다. 취업자  상용직 취업자는 2,781명으로 

체 취업자의 약 69%이다. 

변수 구분 N 평균(표준편차)

월 임금(만원)
남 2086 125.57(39.37) 133.11

(44.03)여 1984 141.04(44.69)

전공 일치도
남 2086 2.39(1.21)

2.38(1.17)
여 1984 2.37(1.13)

직장 만족도
남 2086 3.27(0.69)

3.36(0.66)
여 1984 3.47(0.62)

가정 내 진로지도
남 2086 2.81(0.73)

2.87(0.71)
여 1984 2.94(0.67)

고교 진로지도 만족도
남 2086 3.38(0.64)

3.42(0.62) 
여 1984 3.46(0.58)

고교 취업지원 만족도
남 2086 3.51(0.66)

3.54(0.65) 
여 1984 3.56(0.63)

진로탐색행동
남 2086 2.69(0.84)

2.73(0.82) 
여 1984 2.79(0.78)

고교교육 만족도
남 2086 3.44(0.70)

3.43(0.68) 
여 1984 3.42(0.66)

변수 구분 N 사례수(%)

상용직 취업
남 2086 1194(57.2) 2781

(68.3)여 1984 1597(80)

업무 중 진학 필요성 느낌
남 2086 742(35.57) 1498

(36.81)여 1984 756(38.10)

과거 취업목표 존재여부
남 2086 860(41.23) 1823

(44.79)여 1984 963(48.54)

직업훈련 경험
남 2086 182(8.72) 473

(11.62)여 1984 291(14.67)

자격증 취득 여부
남 2086 1750(83.89) 3404

(83.64)여 1984 1654(83.37)

<표 Ⅳ-1> 기 통계 결과    

반 으로 고졸 청년층의 공 일치도는 보통수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직장 만족도는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교육, 고교의 진로지도  취

업지원 만족도는 보통수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탐색행동은 경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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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용직 취업의 체 비율은 여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진학의 필요성을 느낀 경우는 체의 약 36%로, 취업 

이후에도 높은 비율의 근로자가 학진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취업목표를 가진 경우는 체의 약 44%로, 다수의 고졸 청년층이 뚜렷한 취업목

표 없이 졸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격증은 80% 이상이 가지고 있었지만, 졸

업 후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율은 약 11%에 그쳤다.   

2.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고졸 취업자의 취업성과를 더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해 문  이상 졸 취업자

와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 다. 비교를 해 활용한 「2011년 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데이터는 2~3년제 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상으

로 하고 있다. 아래 변수에 한 문항은 이 연구에서 활용한 「2011년 고졸자 취업진

로 조사」의 문항과 일치하 다. 고졸 취업자와 졸 취업자의 주요 취업성과를 비교

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종속변수 학력구분 N 평균 t sig.

업무 수준
고졸 취업자 4070 2.815 

-4.029*** .000
대졸 취업자 13679 2.874 

전공 일치도
고졸 취업자 4070 2.381 

-37.588*** .000
대졸 취업자 13679 3.190 

전공지식 

도움정도

고졸 취업자 4070 2.496 
-37.894*** .000

대졸 취업자 13679 3.298 

직장 만족도
고졸 취업자 4070 3.364 

-10.005*** .000
대졸 취업자 13679 3.481 

<표 Ⅳ-2>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먼 , 업무수 , 공 일치도, 공지식 도움정도, 직장 만족도 등의 모든 항목에서 

고졸 취업자는 졸 취업자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하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졸 청년층에 비해 고졸 청

년층이 평균 으로 경험하는 취업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고졸 청년층이 경험하는 일은 평균 으로 능력 비 수 이 낮고, 공과 일치도 역

시 낮으며, 공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직장 만족도도 졸 

청년층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졸 취업자의 경우 취업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응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졸 취업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업무의 수 과 공 일치도, 공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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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등은 모두 보통수  이하의 결과를 보이는데 이 변수들은 장기 인 직장 응과 

숙련발달에 직 으로 향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취

업의 비율보다 취업의 질  성과를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3. 회귀분석 결과

1)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상용직 취업여부에 미치는 향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고졸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는 상용직 취업을 했는지의 여부

이며, 기 변수는 임시직  일용직 취업이다. 

변수 B SE Wald sig. Exp(B)

상수항 -.753 .511 2.172 .141 .471

성별(남성) -.899*** .068 135.303 .000 .374

가계소득 .086** .033 6.848 .009 1.089

고교성적 .278*** .038 52.121 .000 1.320

고교교육 만족도 .077 .072 1.134 .287 1.080

직업훈련 경험(있음) .207* .105 3.889 .049 .813

자격증(있음) .655*** .090 53.462 .000 .520

가정 내 진로지도 -.039 .035 1.277 .258 .962

고교 진로지도 .101 .089 1.299 .254 1.106

고교 취업지원 .268** .082 10.658 .001 1.308

진로영향(교사) .744*** .168 19.688 .000 .475

진로영향(부모) .918** .115 63.658 .002 2.504

진로영향(또래) .252*** .190 22.462 .000 .424

진로탐색행동 -.079 .044 3.176 .075 .865

N  4070

-2LL=3807.687,  =685.132(df=13, p=.000), Nagelkerke  =.242, 분류도=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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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3> 상용직 취업여부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먼 , 개인특성 변수에서 남성이 상용직에 속할 확률은 여성의 .374배로, 여성이 남

성에 비해 상용직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계소득이 높을

수록, 고교성 이 높을수록 상용직에 속할 가능성은 더 높았으며, 직업훈련 경험과 자

격증 소지 여부 모두 상용직 취업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취업 지원  진로탐색행동 변수 에서는 고교의 취업지원과 진로에 향을 

주는 사람의 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먼 , 고교의 취업지원 만족도가 높을수

록 상용직 취업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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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때, 교사가 취업  진로에 향을 주는 경우가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용

직에 속할 확률을 약 .475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취업  진로에 향을 

 때 역시, 그 지 않은 것보다 상용직에 속할 확률이 약 2.50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취업  진로에 향을 주는 래 역시 상용직 취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성과를 높이는데 사회  자본의 요성을 시사하 다.    

2)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임 에 미치는 향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고졸 청년층의 임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는 재 직장의 시간당 임 이다. 

변수 B SE β t sig.

상수항 .588 .229 　 2.569 .010

성별(남성) .036*** .010 .048 3.594 .000

가계소득 .014*** .004 .045 3.624 .000

고교성적 .017*** .005 .048 3.632 .000

고교교육 만족도 .153*** .036 .088 4.219 .000

직업훈련 경험(있음) .069*** .015 .059 4.645 .000

자격증(있음) .105 .056 .032 1.878 .061

고용형태(상용직) .306*** .012 .377 25.998 .000

직장규모 .046*** .002 .350 24.526 .000

가정 내 진로지도 .003 .004 .011 .793 .428

고교 진로지도 .043 .045 .022 .955 .340

고교 취업지원 .115** .042 .063 2.738 .006

진로영향(교사) .038** .013 .050 2.822 .005

진로영향(부모) .063*** .015 -.076 -4.360 .000

진로영향(또래) .0.29 .018 .023 1.542 .123

진로탐색행동 .099*** .027 .069 3.695 .000

N  4070

 (adj. )  .450(.448)

F  195.7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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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임 에 한 회귀분석 결과 

먼 , 개인특성 변수에서는 성별, 가계소득, 고교성 , 고교교육 만족도 등이 높을수

록 임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고교성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임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도 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의 임 상승 효과를 시사했다. 더불어 

상용직일수록, 규모가 큰 회사에 속해있을수록 임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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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취업 지원과 진로탐색행동 변수에서는 고교의 취업지원, 진로에 향을 주

는 사람의 여부, 진로탐색행동 등이 임 에 정 으로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 , 고교에서 제공한 취업지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에서의 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  부모가 진로에 향을  때, 그 지 않은 것보

다 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 역시 유의한 계를 나타내어, 주도

으로 자신의 진로탐색 행동을 활발하게 할 때, 높은 임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공 일치도에 미치는 향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취업의 질  성과  직무와 공 일치 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는 재 자신의 직무와 고교 

공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변수 B SE β t sig.

상수항 .588 .229 　 2.569 .010

성별(남성) .023 .042 .010 .543 .587

가계소득 .025** .015 .050 2.998 .008

고교성적 .091*** .019 .098 5.500 .000

고교교육 만족도 .150*** .036 .088 4.219 .000

직업훈련 경험(있음) -.179** .063 -.048 -2.823 .005

자격증(있음) .005 .056 .032 1.878 .061

고용형태(상용직) .657*** .054 .146 12.109 .000

직장규모 -.060*** .007 -.072 -3.990 .000

가정 내 진로지도 -.013 .018 -.010 -.573 .567

고교 진로지도 .026 .045 .022 .955 .340

고교 취업지원 .110** .042 .063 2.738 .006

진로영향(교사) -.132 .056 -.055 -2.356 .059

진로영향(부모) .009 .061 -.020 -.868 .385

진로영향(또래) .480*** .078 .147 7.401 .000

진로탐색행동 .094*** .027 .069 3.695 .000

N  4070

 (adj. )  .166(.163)

F  47.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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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5> 직무와 공 일치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먼 , 개인특성 변수에서는 가계소득, 고교성 , 고교교육 만족도 등이 높을수록 공

일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 고교성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경험도 공 일치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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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 인 향을 나타내었다. 직업훈련 경험을 통해 고

교 공과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에 해서는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직장 특성 변수로 직장규모 역시 부 인 계를 나타냈다. 즉 직장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직무와 공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다. 

진로  취업 지원과 진로탐색행동 변수 에서는 고교의 취업지원, 진로에 향을 

주는 사람의 여부, 진로탐색행동 등이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나타냈다. 먼 , 고

교에서 제공한 취업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일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  진로에 향을 주는 래가 존재할 때, 그 지 않은 것보다 공 일치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 역시 유의한 계를 나타내어, 주도

으로 자신의 진로탐색 행동을 활발하게 할 때, 공 일치도가 높은 일자리를 가질 가

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직장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고졸 청년층의 취업성과  직장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 다. 종속변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재 직장에 한 만족도가 어떠

한지에 한 평균이다. 

변수 B SE β t sig.

상수항 1.823 .117 　 15.574 .000

성별(남성) -.067*** .022 -.059 -3.197 .000

가계소득 .015 .011 -.008 1.914 .056

고교성적 .021* .010 .034 2.062 .039

고교교육 만족도 .100*** .019 .088 4.608 .000

직업훈련 경험(있음) .131*** .032 .067 4.275 .000

자격증(있음) -.007 .029 -.004 -.244 .807

고용형태(상용직) .243*** .028 .151 7.652 .000

직장규모 .031*** .004 .132 8.057 .000

가정 내 진로지도 .084*** .009 -.061 -3.718 .000

고교 진로지도 .148*** .023 .116 5.420 .000

고교 취업지원 .107*** .021 .132 6.341 .000

진로영향(교사) .047** .021 .041 2.676 .007

진로영향(부모) .002 .032 .001 .054 .267

진로영향(또래) .068* .040 .022 1.203 .049

진로탐색행동 .066*** .014 .063 3.739 .000

N  4070

 (adj. )  .231(.228)

F(sig.)  68.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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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6> 직장만족도에 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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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개인특성 변수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고교성 과 고교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에 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직업훈련 경험을 하 을 때, 직장 만족도 역시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의 질  성과에 요한 변수임을 시사했다. 더불어 상용직

이며, 직장 규모가 클수록 직장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  취업 지원과 진로탐색행동 변수에서는 가정 내 진로지도, 고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만족도, 진로에 향을 미치는 사람 여부, 진로탐색행동 등 부분이 직

장 만족도와 유의한 정  계를 나타냈다. 먼 , 가정 내 진로지도 경험이 많을수록 

직장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교의 진로지도  취업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고교의 진로지도는 상용

직 취업여부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업의 주  성과와는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  래가 취업과 진로에 향을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장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도  진로탐색행동

을 활발하게 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직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지 까지 고졸 청년층의 취업성과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

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 분석과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청년층은 취업  취업의 질

 성과에서 상 으로 취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체 인 황에서 고교졸업 

직후 취업을 한 비율은 약 78%로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상용직 취업의 경우, 약 

68%로 차이를 보 다. 성별로는 여성이 상용직 취업을 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높았으

며, 고교의 진로  취업 지원에 한 만족도는 평균 으로 보통수 이었다. 이는 고

졸 청년층 남성의 경우, 군미필의 이유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임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한 취업목표 설정에서도 남성들이 더 낮은 비율을 

보여 남성에 한 정책  지원과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구체 인 특성을 비교해볼 때, 업무수 , 공 일치도, 공지식 도움정도, 직장 만

족도 등의 모든 항목에서 고졸 취업자는 졸 취업자에 비해 평균 으로 낮은 수 을 

보 다. 이는 동일하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졸 청년층에 비해 고졸 청년층이 평균

으로 경험하는 취업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

과는 고졸 취업자의 경우 취업 뿐 아니라, 직장 응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업무수 , 공 일치도  도움정

도, 만족도 등이 장기 인 직장 응과 숙련발달에 직 으로 향을  수 있기 때



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이 고졸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향분석

- 15 -

문이다. 연구결과에서도 고졸 취업자  취업 후에도 업무  진학 필요성을 느낀다

고 응답한 비율이 약 37%로 나타나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 다. 

한 졸업  취업목표를 세우고 비하는 경우( 체의 약 45%)가 그 지 않은 경

우에 비해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고졸 청년층은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에 비

해 노동시장 이행 시 이 빠르기에, 취업  직무능력 신장  진로발달을 해 주어

진 기간이 짧다. 더불어 많은 학자들이 지 하고 있는 교육의 사양효과(option value)

는 이들이 일터에서도 상 으로 은 교육기회를 가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취업 뿐 

아니라 직장생활 응  경력발달에서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고졸 청년층을 

한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둘째, 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이 취업의 질  성과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고졸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에는 고교 

취업지원, 취업  진로에 향을 주는 존재여부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임 에 향을 주는 변수는 고교 취업지원, 취업  진로에 향을 주는 존재여

부, 진로탐색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무와 공 일치도에는 고교 취업지원, 

취업  진로에 향을 주는 존재여부, 진로탐색행동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직장 만족도에는 가정 진로지도, 고교 진로지도  취업지원 만족도, 진로에 

향을 미치는 교사  래의 존재 여부, 진로탐색 행동 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  고교의 취업지원은 고졸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모

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고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취업의 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고졸 청년층의 경우, 직무능력 

신장  진로발달을 해 주어진 기간이 짧고, 취업에 한 양질의 정보를 얻기에도 

쉽지 않은 조건에 있다. 이에 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에 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일터와 연결해  수 있는 학교와 교사의 지원이 이들의 취업성과에 직 으

로 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가정의 진로지도와 고교의 진로교육은 다른 변수에는 유의한 향을 나타내

지 못했지만, 직장 만족도에는 모두 정 인 향을 나타냈다. 이는 가정과 학교의 

진로교육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과 진로에 해 소통을 많이 할수록, 고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다. 취업자체에 한 직  지원도 필요하지만 하고 싶은 일과 경력에 한 장기

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취업과 진로에 향을 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취업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사  부모는 공 일치도를 제외한 모

든 취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래는 임 을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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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취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과와 련한 사회  

자본의 요성이 부각된다. 

더불어 개인의 극  진로탐색행동은 상용직 취업여부를 제외한 모든 취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들이 주도 으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진하고 이를 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특성화 

고교에서는 질 높고 실제 인 진로교육  취업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진로교육  취업지원의 만족도는 취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쳤으며, 고교에서 제공하는 지원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성과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고교 재학 시 취업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취업 

후에도 진학에 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역시 많은데, 실제 인 취업 계획을 세우

고 비할 수 있도록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주도 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진해야 할 것이

다. 연구결과, 극 으로 진로를 탐색할수록 이후 높은 질  취업성과를 보 는데, 

학교와 가정에서는 취업  진로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이 장기 으로 자신의 

경력을 계획하고 비하며 실제 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교사, 부

모, 래의 향이 취업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회  경험이 상

으로 고, 진로탐색을 활발히 시작하는 시기에 향을  수 있는 존재는 이들

의 진로발달을 더욱 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고졸 청년층이 지속 으로 실천 장의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단기 , 장기  경력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고졸 청년층은 사회 으로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계층이라 볼 수 있다. 노동시장 이행까지 인 자본을 축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다양한 경험과 사회  자본의 기회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일터에서 실천 인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지만, 일터에서도 실 으로 더 은 교육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지 까지 주로 국가  인력수 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고학력화와 고

학력 실업의 문제 해결을 고졸취업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하지만 진로

의 다양성과 바람직한 진로경로 구축이라는 방향을 해서는 이에 따른 한 비

가 필요하다. 고졸 청년층이 노동시장이행과 일터에서 실제 으로 어떠한 문제를 겪

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구체 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횡단연구로 장기 인 추이를 살펴볼 수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단기 인 취업성과 향요인만을 살펴보았다는 , 더불어 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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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표집시기가 다른 특성 때문에 더 구체 인 비교연구가 불가능했다는  등

의 제한 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들의 추이를 장기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단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학력  련 특성 등을 조 변수로 더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양 연구에서 살펴보기 어려운 구

체 인 측면이나 문제  등을 밝힐 수 있는 질  연구도 더불어 이루어진다면, 고졸 

청년층의 취업  경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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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Career Guidanc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the high school graduate youth 

Deokhyeon Lee, Jihae Park, Yu-rim Jin, Wonsup Chang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performance of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The data for this study was taken from 

「2011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HSGOMS)」. This 

study focused on career guidance, employment support,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s the influence factors and conducted an analysis of regular employment 

status, wage, fitness of job and major,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represented that 

satisfaction of employment support in high school, with and without teachers, 

parents, peer who affect career had an effect on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 youth. Second, regression analysis represented that satisfaction of 

employment support in high school, teachers and parents who affect career,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had a positive influence on wage. Third, the factors 

such as the satisfaction of employment support in high school, with and without 

peer who affect career,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fitness. Forth, career guidance from parents, the satisfaction of career 

guidance in school, the satisfaction of employment support in high school, with 

and without teachers who affect career,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ffected 

job satisfaction positive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high school graduates' employment and career. Lastly, researchers suggested 

direction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 : Employ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Performance of employment, 

Career support, career exploration behavi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