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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은 2014년에 9.0%대에 진입한 이후 계속 증
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1~8월에도 평균

획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학생의 경우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청년층에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업체험

대한 체감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2015년 이후 지속

활동이 특성화고의 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실업률이 심화되고

나타났다. 직업체험 참여시기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요인과

났는데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직업체험 활동은 특성화고 졸

졸업 후 취업요인을 검토하고 특성화고 활성화를 통한 청

업 후 취업 가능성을 20.3~21.6% 포인트 증대시키는 것으

년실업률 완화방안을 살펴보았다.

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등학교에서의 직업체험 활동은 특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

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학교 1학년 패널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학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의 특성화고 진학요인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영향

졸업 후 학생의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39.6~44.6%

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포인트 감소)으로 나타나 졸업 후 진로에 있어서 부모의 영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3학

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년 시기의 직업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

특성화고 진학이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생들보다 특성화고에 진학할 확률이 4.2~5.6% 포인트 유

양의 영향을 미치는 직업체험 활동은 중학교 2학년의 직업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진로에 대한 계

체험 프로그램과 중학교 3학년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만큼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청년실

후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 정책 수립 등을 통해 고

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단계의 진

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

로 및 직업교육보다는 더 이른 시기인 중학교 단계

다. 또한 취업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산학협력 강

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화,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향후 특성화고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졸 후 취업에 대한 부모,

운영과정의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는

더 나아가 사회의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바, 향후 고졸 취업의 성공사례 홍보, 고졸 취업 이

I. 서론
- 8월 청년실업률도 10.0%를 기록하면서 8월 기준

으로는 1999년(10.7%)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올해 들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예산 투입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청년실업률을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들어서면

◦ 3월 청년실업률은 11.6%에 달하였으며, 5월에

- 2014년 청년실업률이 9.0%에 진입한 이후 2018

는 청년실업률 10.5%를 기록해 5월 기준으로는

서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기록

년 1~7월 평균 청년실업률은 10.0%를 기록하면
서 10%대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층 체감실업률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

도 청년층에 대한 체감실업률이 공식적으로 발표

- 6월 공식실업률은 9.0%로 전달 대비 1.5% 포인

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트 감소하였으나 이는 실제 개선이 아니라 5월에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지 않은데 따른 결과로 파악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가시적인 일자리 성과

* 실제로 통계청 고용보조지표 3에 따른 6월의 체감실

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이며, 문재인 정부가 일

업률은 22.9%로 5월의 23.2%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하였으나 고용 성적표는

으로 나타남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그림 1> 2018년 청년실업률 추이 변화

자료: KOSIS(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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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청년실업률 추이 변화

자료: KOSIS(통계청)

□ 청년실업의 심화 속에서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
업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졸업생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직업계
등학교 입학요인과 직업계 고등학교의 졸업 후
업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고
취
직
완

의 취업률은 2011년 25.9%에서 2017년 50.0%
로 증가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학결정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피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향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증가는 학교설립 취

직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동
안 청년실업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직업계 고등학
교의 취업 확대는 증가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
소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하지만 최근 들어 중학생들의 직업계고 진학이
줄고 있는데 일례로 충북에서는 2018년도 특성
화고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향후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및 졸업 후 취업이
활성화되면 대학진학 등 고학력 청년들의 과잉
비중을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실
업 심화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면서 도내 특성화고들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
을 겪음
◦뿐만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졸업 후 취업률이
최근에 50%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큰 폭
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직업계 고등학
교 졸업생의 절반만이 취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작
금이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직업계 고등학교
의 취업률을 높일 필요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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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 주소

- 자율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반고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영하는 학교로서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체제는 2010년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하여 재편되었고 이를 기
반으로 현재의 고등학교 유형이 정착됨 1)
◦기존의 일반계, 전문계(실업계), 특성화고, 마이

고등학교의 설립주체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와 자
율형 공립고 등으로 구분됨
-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를 지정하여 운영

스터고, 자율계열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를
일반고,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특성화고, 자
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
◦일반고는 특정분야에 속하지 않고 일반적인 고
등학교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일반고 가운데
에서도 특정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
학중점·예술중점·체육중점학교도 운영 중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
렷한 과학고, 외국어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
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 4개 계열로
정비
- 국제고는 영어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고와 비슷하지만 외국어고의 목표가 외국어 인재
양성이라고 한다면 국제고는 국제정치·국제법 등
외교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고와 차별화

◦전문계열 특목고(농업ㆍ공업ㆍ수산ㆍ해양), 전문
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
- 2011년 이전에 실업계·전문계 등으로 불렸던 고

등학교가 특성화고로 통합
- 관광·통역·멀티미디어·공예·디자인·패션·세무·보

건·미용·자동차·애니메이션·금융·경영 등 분야가
다양하다. 직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으로
구분

1) 중학교 진로교육 매뉴얼(2010, 교육부)과 ‘뉴스클립: 고등학교 종류·특성’(중앙일보) 자료를 취합/인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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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등학교 체계의 주요 변화
2011년 이전

전문
계열

특목고

자율
계열

현재

학교구분

법적근거

학교구분

법적근거

일반계고

없음

일반고

제76조의3

‘특성화고’로 일원화

제76조의3
제91조
제91조의2

전문계고

없음

특성화고

제91조

마이스터고

제91조의2
과학고

특목고 중
농ㆍ공ㆍ수산ㆍ해양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고, 체고

제90조

자율형 사립고

제105조의3

⇒
특목고

외고ㆍ국제고
예고ㆍ체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

제76조의3
제90조
제90조의2

없음

자율형 공립고

제76조의3
제91조의3
제91조의4

주: 법적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기준
자료: 중학교 진로교육 매뉴얼(2010, 교육부) 자료 인용 및 수정

□ 본 연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와 특
성화고로 정의
◦고등학교 교육계열은 해당 고등학교가 어떤 교

-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로 소질

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기계, 뉴미디어콘텐
츠, 모바일, 바이오산업, 반도체장비, 에너지, 의
료기기,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항공, 항만물

육과정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

류, 해양, 로봇, 친환경농축산, 석유화학, 어업 및

치는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계열

수산물가공, 말 산업,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은 주로 진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학 준비를

플랜트, 소프트웨어, 식품 등)의 전문가로 성장하

위주로 하는 학교와 직업교육을 중점으로 하여

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로 분류할 수

있음2)

◦현재 고등학교 교육체계 하에서는 일반고, 특목
고 가운데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 지역 전략 산업이나 산업계와 연계된 유망 분야

에 관하여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직
업분야 기술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분야 학교

체육고, 그리고 자율고 등이 진학교육계열이라

- 마이스터고는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여 학교장

고 할 수 있으며 특목고 가운데 마이스터고, 그

의 책임 하에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고 특성화고 등이 직업교육계열에 해당

현장의 기술명장을 교장 또는 교사로 임용
-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기술중심 교육으로 예비

한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운영하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졸업 이후 우수

며, 해외연수ㆍ취업이 가능하도록 현지 외국인

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 생활과

교사 등을 초빙하여 실무 외국어교육을 제공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3)

-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과 체험중심의

수업 운영 등을 위해 1학급당 학생인원은 20명

2) 황준성 외(2017)
3) 고입정보포털의 마이스터고 설명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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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로 구성되며, 현장 수준에 맞는 시설과 기자

- 학생들에게 학력과 전문성의 신장의 기회를 제공

하며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MOU체결 및 맞춤형

재를 갖추어 활용
- 입학생에게는 학비를 면제해주며 기숙사 생활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국가ㆍ지자체의 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하
여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NCS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진로의 질을 향상
시키는 학교유형

◦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
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수립된 직업교육 학교라 할 수 있음4)
- 특성화고는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등학교로서 분야는 만화와 애니메이
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
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
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
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

<그림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성장 경로

자료: 하이파이브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4) 고입정보포털의 특성화고 설명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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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 확

□ 직업계 고등학교는 학교의 유형에 따라 최근의 추
이가 다르게 나타남

충과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을 위해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성화고

◦전반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마이스

의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마이스

터고의 신입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터고의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를 나타내는 반면 특성화고의 신입생수는 지속

- 특성화고의 학교 수가 감소하면소 학교 수 기준

적으로 감소

전체 고등학교 대비 특성화고의 비중은 2014년

- 고등학교의 전체 입학생 수도 학령인구의 감소에

20.4%에서 2017년에는 19.7%로 감소

따라 2016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마

- 마이스터고의 학교 수 비중은 2014년 1.5%에서

이스터고의 입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7년 1.9%로 증가

- 전체 고등학교 입학생 대비 특성화고 입학생 비

중도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마이스터고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는 반면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
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됨

2017년에 약간 상승(2014년 17.2% → 2016년
16.4% → 2017년 16.9%)
- 마이스터고는 입학생 자체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고등학교 대비 입학생 비중도 지속적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기피

증가하고 있는 추세(2014년 0.9% → 2017년

현상은 주로 특성화고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판

1.2%)

단할 수 있으며 마이스터고의 경우 학생 수나
학교 수 등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표 2>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 변화
2014

2015

2016

2017

명

전체 대비
비중(%)

명

전체 대비
비중(%)

명

전체 대비
비중(%)

명

전체 대비
비중(%)

고등학교 전체 입학생수

606,063

100.0

586,983

100.0

592,116

100.0

522,510

100.0

특성화고(직업) 입학생수

104,086

17.2

99,203

16.9

97,312

16.4

88,228

16.9

5,243

0.9

5,622

1.0

5,830

1.0

6,037

1.2

마이스터고 입학생수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표 3>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 수 추이 변화
2014

2015

2016

2017

개교

전체 대비
비중(%)

개교

전체 대비
비중(%)

개교

전체 대비
비중(%)

개교

전체 대비
비중(%)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2,326

100.0

2,344

100.0

2,353

100.0

2,360

100.0

특성화고(직업) 학교수

475

20.4

473

20.2

472

20.1

466

19.7

마이스터고 학교수

36

1.5

40

1.7

42

1.8

45

1.9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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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취업률에 있어서도 마이스터고와 특성
화고 간 차이가 존재
-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최근에 증가하고 있기는 하

지만 마이스터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
학 및 졸업 후 취업요인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향후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
점을 살펴보고자 함

-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2014년 44.6%에서 2017년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직업계 고등학

50%까지 상승하였으나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최

매년 90%가 넘는 수준을 기록하여 특성화고와

근에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취업률도 90%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분류되어 있어 지원하는

학생의 성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이 없지 않음

기록
◦직업계 고등학교의 상당수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의 개선 필요성부
분도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석을

- 전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학생수/학교수 비중

의 경우 마이스터고는 아직 미미하지만 특성화고
는 20%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계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화고의 입학 및 취업률
제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유도하고 과잉
대학진학을 완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단순화하고 분석에서 이질성의 문제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의 진학요인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요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청년실업을 완화하
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미스매치나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중요한 이슈
가 될 것으로 사료

<그림 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취업률 비교
(단위: %)

주: 취업률=(취업자/졸업자)*100
자료: 마이스터고는 KEDI 교육기본통계, 특성화고는 주요 이슈와 통계(교육통계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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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요인 및 취업요
인 분석
1. 기존 문헌연구 소개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타났으며, 다만 부모 특성이 고려되면 그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
학생의 고교진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학생의 중학교 성적과 사교육 수준이 동일하더라

□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적
지 않으나, 중학생의 직업계 고등학교 입학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이휘인·김현철(2015)은 서울교육종단연구의 2014
년 5차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특성화고 선
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도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가정배
경 특성에 따라 진학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
- 자사고에서 가구소득 변수의 효과 크기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외고는 여학생, 과학고와
자사고는 남학생일 경우 진학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됨

- 중학생의 고등학교 계열결정은 부모의 학력과 학

생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분
석됨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특목고(마이스터고 제외)

에 진학할 확률이 높으며 일반고, 특목고를 선택
한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
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선택한 집단들 사이에서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이휘인·김현철(2015)의 연구는 중학생이 고등학

교 진학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을 분석했다
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횡단면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진학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중학생의 진학 희망사항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전은정(2015)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2년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분석 연구 데이터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교

유형별 진학요인을 분석

◦오석영·임정만(2012)은 서울소재 33개교 중학교
3학년생 1,945명의 진로희망을 조사하여 개인

특성 및 학교·가정에 대한 인식과 진학희망 고
교계열과의 연관성을 분석
- 분석결과 특목고 및 자율고 진학희망자들은 학업

성취, 가정배경 등의 개인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가정, 학교, 교사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
은 것(만족도 및 긍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 진학희망자들은 다른 고교계열 진학희

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특성과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고 진
학희망자와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 후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과거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요인 분석이 있으며, 최근에 특성화고를 대상
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학생의 향후 취업계획에 대한 응답을 활용

- 해당 연구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외고, 과학고.

◦장현진·이지혜(20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 4차년

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요인분석을

도 자료를 사용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요

수행하였기 때문에 특성화고 입학에 영향을 주는

인을 분석하였는데 학생의 개인, 가정 및 학교

요인분석에 관한 내용은 없음

변인을 고려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결정요

- 분석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영향력은

학생의 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인을 분석
- 다만 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엄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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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그 당시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업

들의 취업진로 결정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현재의 특성화고 특성과는

치는 것으로 분석됨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교사들의 지원과 노력은 단일 변수로만

-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GLM)이

포함될 경우학생들의 취업진로 결정에 양의 효과

사용되었으며 자료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변수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님의 진로 지

를 구성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원, 학교의 취업 지원과 함께 분석한 모형에서는

하였음

학생들의 취업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분석결과 성별, 적성인지여부, 교육포부 등이 주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진로지도 및
상담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것으로 분석되었음

◦김홍기·김지훈·김양현(2017)은 특성화고 졸업생
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대학 진학의

◦조규형·정철영(2014)은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생 10명을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하여 자료수집을 한 후 특성화 고등학교 졸

질적 연구를 진행

업예정자들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김홍기·김지훈·김양현(2017)의

연구는 데이터를

- 분석결과 가정의 진로지원과 특성화고 졸업 후

사용한 계량적 연구분석은 아니지만 심층면접을

취업자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인식이 취업률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게

결정하는 주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남

된 이유를 분석

- 교육포부가 높은 학생의 경우 취업을 택하지 않

- 심충면접 결과 학생들이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는 경향이 많으며, 학교가 수도권 지역 및 도시

수정하게 된 이유는 특성화고 세부 전공과 자신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할 가

의 소질이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취

능성이 높았음

업 후 직장생활이 자신의 소질과 맞지 않을 것을

- 하지만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아니고 특성화고 3학년생의 취업결정에 대한 설문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으
로 이어진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당시 본인의
적성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이 없었기 때문에 등
인 것으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학부모 등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국 사회에서 대학에 대한 인식 등이 학생들의 대

◦박민석(2018)은 상업계 특성화고 2개교에 대한

학 진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모의 진로 지원, 교사의
취업 지원, 학교의 취업 지원 등의 요인변수가
학생의 취업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결과 부모의 진로 지원 요인은 취업진로 결

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부모의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
록 학생의 취업진로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의 취업 지원(취업동아리 운영, 이력서·자기

소개서 컨설팅, 취업능력 강화 특강 등)은 학생

◦홍성표·정진철(2016)은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고(648부 회수) 특성화 고등학고 학생의 취
업 및 진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
였음
- 교과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취업에 대한 선호가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의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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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교육 기대수준이 높으면 학생들이 취업에

연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향후 예정에 대한 단년도

대한 유인이 줄어들고 진학을 선택하는 유인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진학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및 취업 결정요인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뿐만 아니라 대

-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

학 진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학교 시절의 학업성취도, 학교경험에 대한 설문

나타났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차

을 통한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횡단면 요

별인식이 높을수록 취업을 선택하는 집단에 속할

인분석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회상 혹은 기억 오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류, 진학 후 과거 행위에 대한 회귀적 응답5) 등
으로 분석에서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년도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진학 및 취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성화고 진학 및 졸업 후 취업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
별화
◦기존 연구는 과거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
을 통해 현재 특성화고 기준의 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결론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와 차이

◦대부분의 연구가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요인과
졸업 후 취업요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기존의 연구는 중학생의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요

인이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요인
분석 등 한 가지 주제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을 독립적으로 진행
- 한 보고서에서 특성화고로의 입학요인과 특성화

고 졸업 후 취업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가 있을 수 있음

거의 없는 실정
- 정부는

2010년의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2014년의 고졸취업 활성화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성화고로

직업계 고등학교를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의 입학요인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요인을 동

특성화 고등학교로 재편

시에 분석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성화 방안

- 정부는 고졸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

고졸 채용 권고 비율을 설정하고, 특성화고졸 재

- 본 연구는 기존의 단년도 데이터 분석과는 달리

직자 특별 전형을 신설하는 등 특성화고 출신자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학교 3학년의 학교생

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활 및 학업성취도와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의

-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상황과 특

실제 특성화고 진학 여부에 관한 데이터를 연계

성화고에서의 졸업 후 취업 상황이 다르기 때문

하여 실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요인을 분석

에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학 및 취업 결정요인의

- 특성화 고등학교의 졸업 후 취업요인도 고등학교

결과를 특성화고에서의 결과로 그대로 적용하기

3학년 시기의 학생 데이터와 그 다음해 진학 혹

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은 취업 데이터를 연계하여 졸업 후 실제 취업요

◦최근의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진학 및 졸업 후

인을 분석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학교 및 고

- 기존의 연구와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입학요

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향후 취업/진

인과 졸업 후 취업요인을 모두 분석하여 특성화

학예정을 묻는 설문조사에 기반을 두고 진행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향
후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활

- 실제로 취업 및 진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예컨대 이미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진로교육이나 취업교육이 실제보다 더 유용했던 것처럼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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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및 변수 소개

업 후 다음 연도 재학 중인(진학한) 고등학교
유형 변수를 사용

□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
사를 사용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6)는 2010년 1차 조사

-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1 패널자료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고등학교 유형을 크게 7가지로 구

분하고 있음

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며

- 7가지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 고등학교, 자율형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6년 조사자

고등학교, 예술·체육계열 특목고, 과학·외국어계

료임

열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
기타 학교 등으로 구분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가운데 중1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3가지 패널조사롤 구분되

-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진학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는 1의 값을,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0

는데 중1 패널은 3가지 패널조사 가운데 하나임

의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를 생성하여 실증분석의

*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2010년 처음 시작할 당시 초

종속변수로 사용7)

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 추가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한 경우는 1, 이외

패널로 구분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의 고등학교는 0의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를 생성하

유지되고 있음

여 도출된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도 확인

* 중1 패널의 경우 2010년 중학교 1학년 조사를 시작

으로 중2(2011), 중3(2012). 고1(2013), 고2(2014),
고3(2015), 그리고 그 다음해 취업 혹은 대학진학
(2016) 등의 시기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음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을 위
해서는 종속변수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
업여부를 사용하였음

- 고등학교 입학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학교 3

- 두 번째 분석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요인 분

학년에서 고등학교 입학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하

석을 위해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제학 중인 학

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요인을 분석하기

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취업 혹은 진학 여부를

위하여 고등학교 3학년 시기와 그 다음 연도의

추적하여 종속변수를 생성

취업 및 진학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석을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

위하여 중1 패널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는 1의 값을 진학을 하였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으로 사료

못하였을 경우에는 0을 값을 가지는 종속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

□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 패
널자료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여부 변수와 특성
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
◦중학교 졸업 후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요인을 분
석하는 실증분석의 경우 종속변수는 중학교 졸

* 다만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업의 정의

를 순수하게 취업만 한 학생으로 정의하는 경우와
취업만 한 학생의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

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로서 패널자료의 특성상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는가에 관해 조사하며 가정환경, 학교생활, 개인적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1989년에 설립)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조사하는 자료임
7) 종속변수의 범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7가지 고등학교 유형)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그룹으로써 나머지 7가지 유형을 다 포함하는 경우 유형별 이질성
등으로 분석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자료의 샘플수 등을 고려, 대학진학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고등학교 형태인 일반 고등학교를 대응집단으로 선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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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는 학생의 가정환경, 부모
의 교육수준,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
◦중학교 졸업 후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진학요인
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의 중학교 3학년 시기
를 기준으로 학생의 성별, 중학교 소재지역, 아
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
득, 학생의 학업성취도, 직업체험 여부 등의 변
수를 고려
- 학생의 성별이 특성화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학생의 성별 변수를 생성(여학
생의 경우는 0의 값을 남학생의 경우 1의 값을
가지도록 생성)

의 참여 경험 여부를 변수화하여 실증분석 모형
에 모함하였음(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
교 3학년에서의 직업체험 활동 경험 여부를 조사
하여 참여하였으면 1의 값을, 참여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를 생성)
- 학생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명확성, 장래계획의

구체성이 향후 특성화고 진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의 미래계획에
대한 확신과 구체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1~4
의 범주값을 가지는 변수를 생성)
- 이 외에도 부모님의 학생 진로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학생에 대한 장래희망
교육수준, 아버지,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 중학교 소재지에 따라 지리적으로 특성화고의 접

빈도 등의 변수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중학교

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성화고에

단계에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변수값이 존재하지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소재지

않는 관계로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의 요인분석에

에 대한 변수도 독립변수로 고려(중학교 소재지

서는 이들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였음

역이 서울일 경우에는 1의 값을,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변수를 생성)
- 부모님의 교육수준도 자녀의 교육수준 및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교육수준
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음(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으로 나
누어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중졸이하, 고졸,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결정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서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 시기를 기
준으로 학생의 성별, 특성화고 소재지역, 아버
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학생의 학업성취도, 부모님의 희망 자녀교육수
준, 부모님과의 진로대화 빈도, 직업체험 여부

대졸, 대졸, 대학원 졸 등으로 교육수준을 범주

등의 변수를 사용

화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도록

- 학생의 성별, 학교의 소재지역, 아버지 교육수준,

연속된 값을 가지는 변수를 생성)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등은 첫 번째

-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 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에

분석인 특성화고 진학요인 분석에서 사용한 변수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생이 속한 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구의 연간소득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음(단위:

다만 기준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점이라

만 원)

는 점은 이전 데이터와 차이

-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미

-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경우 중학교 자료는 실제

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생의 과목별 평

시험성적을 응답하게 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자

균점수를 산정하여 변수를 생성(국어, 수학, 영

료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성적수준

어, 과학, 사회 과목의 점수의 평균을 그룹화하

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학업성

여 1~8의 값을 가지는 변수 생성)

취도 변수와 차이가 있음(학업성취도의 경우 1~5

- 학생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이 특성화 고등학

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 체험 등 직업체험 활동

까지의 값을 가지며 매우 못함~매우 잘함으로
분류됨)8)
- 부모가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특성화고 입학 및 취업요인 분석과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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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가지는 이산변수이므로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위하여 부모의 희망교육수준 변수를 사용하였음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취업요인을 분석하기 때문

에 기준이 되는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보통 로

로 설정하고 초대졸 이상, 아직 결정하지 못함
등의 응답을 대비되는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에

짓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

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

- 부모와의 진로상담도 학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

- 로짓 모형이나 프로빗 모형이나 분석결과에서의

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진로상담 변수도 특

유의성, 한계효과(marginal effect)등에서의 차이

성화고의 취업요인 분석 모형에 포함(아버지 혹

는 거의 없음

은 어머니와의 진로상담 빈도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사용)

<표 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항목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특성화고 진학여부(0=일반고, 1=특성화고)

1,727

0.23

0.42

0.00

중학생 성별(0=여자, 1=남자)

1,727

0.50

0.50

0.00

1.00
1.00

중학교 소재지역(1=서울, 0=그 외 지역)

1,719

0.09

0.28

0.00

1.00

아버지 교육수준(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1,550

2.95

1.07

1.00

5.00

어머니 교육수준(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1,570

2.65

0.96

1.00

5.00

가구 연간 소득(만 원, 중3 기준)

1,646

4,627.13

2,605.25

0.00

24,000.00

중학교 3학년 성적 평균점수(1~8로 범주화)

1,623

3.96

2.04

1.00

8.00

중학교 3학년 미래계획의 구체성(1~4로 범주화)

1,718

2.78

0.87

1.00

4.00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1,727

0.33

0.47

0.00

1.00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1,708

0.21

0.41

0.00

1.00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1,717

0.28

0.45

0.00

1.00

342

0.34

0.47

0.00

1.00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여부(0=아니오, 1=예)
고등학생 성별(0=여자, 1=남자)

401

0.53

0.50

0.00

1.00

고등학교 소재지역(1=서울, 0=그 외 지역)

367

0.07

0.25

0.00

1.00

아버지 교육수준(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305

2.48

0.92

1.00

5.00

어머니 교육수준(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305

2.33

0.81

1.00

5.00

가구 연간 소득(만 원, 고3 기준)

341

3,766.45

1,972.56

500.00

15,000.00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주관적 평가(1~8로 범주화)

366

4.05

1.39

1.00

7.00

고등학교 3학년 미래계획의 구체성(1~4로 범주화)

373

2.77

0.85

1.00

4.00

부모의 희망교육수준(0:고등학교, 1: 전문대 이상 2: 아직 결정 못함)

351

0.99

0.56

0.00

2.00

아버지와의 진로대화 빈도(1~4)

371

2.96

0.95

1.00

4.00

어머니와의 진로대화 빈도(1~4)

373

3.30

0.86

1.00

4.00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401

0.31

0.46

0.00

1.00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396

0.16

0.37

0.00

1.00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397

0.29

0.45

0.00

1.00

고등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401

0.38

0.49

0.00

1.00

고등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387

0.37

0.48

0.00

1.00

고등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0=아니오, 1=예)

373

0.25

0.43

0.00

1.00

자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중학교 1학년 패널)
8) 주관적 평가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본문에서 소개하는 프로빗 모형 분석 외에도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실증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음. 하지만 도구변수 분석법에서 내생성 없음의 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구변수 실증분석의 분석결과는 보고하지 않
았으며 원래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이와 관련해서는 각주 9)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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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면 추후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이 보다 더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
어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형을 사용

업 요인을 분석하는 회귀식
- ①식과 ②식을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하였으며 모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

◦분석모형은 중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진
학요인과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요인을 분석하
기 위하여 두 가지 모형을 별개로 구성하고 각
각의 모형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

(heteroscedasticity)

문제,

모형설정의

오류

(misspecification)의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후버-화이트-샌드위치(Huber-White-Sandwich)
추정치의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
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고       중
   중
    exp 중
  중학교   

3. 분석결과

................. ①
(  는 특성화고 진학 여부,  는

학생의 가정환경 변수로서 아버지 학력수준,
어머니 학력수준, 가구 월평균 소득, 
는 학생의 성별, 학업성취도,  exp 는
미래계획의 구체성 정도, 중학교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여부,  은 중학교 소재지

□ 특성화고 진학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로에 대한 구
체성 확립, 직업체험 활동 등이 특성화고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진학요인을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가
정환경,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낮거나 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특성

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역 더미변수,  는 오차항을 의미)

*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일찍 취업을 하려

      고     고
    exp 고     exp 중
   고   고등학교
 
................. ②

는 요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낮을 경우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학생의 성적이 낮을수록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취업
을 위해 진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

(  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여부,

진학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음

 는 학생의 가정환경 변수로서 아버

- 부모의 학력수준도 학생들의 진학에 영향을 주는

지 학력수준, 어머니 학력수준, 가구 월평균 소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으

득,

면 학생이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은 것

 는

학생의

성별,

학업성취도,

 exp 는 미래계획의 구체성 정도, 고등학

으로 나타남

교와 중학교에서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

* 분석결과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학생의 특성화

 는 부모님의 희망 학력수준, 아버지와

고 진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의 학

의 진로상담 빈도, 어머니와의 진로상담 빈도,

력수준은 특성화고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은 고등학교 소재지역 더미변수,  는 오

로 나타남

차항을 의미)
- ①식은 중학교 졸업 후 특성화고 진학 요인을 분

석하는 회귀식이며, ②식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

*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고학력으로 인한 임금

프리미엄 등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교육의 필
요성을 인지하여 학생에게도 당장의 취업보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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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진학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가 특

한 진로가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고 포함 기타

해석할 수 있음

고등학교 대비 특성화고 분석의 경우에는 더 이상

*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에 따른 수혜 경험이 학생의 진

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 이는 일반고를 포함한 기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

서의 참여가 더 활발한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술, 체육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과학, 외국어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있음

진로계획이 명확한 학생의 경우 장래계획에 따라 특

-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거나

직업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화 고등학교의 진학뿐만 아니라 예술, 체육 계열이
나 과학, 외국어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를 포함한 기타 고등학교 대비 특성화
고 진학요인 분석에서는 장래 진로계획의 명확성이

* 장래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할

특성화 진학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일반고 대비 특성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진로

화고)의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

에 대한 계획이 명확한 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본

으로 사료됨

인의 의지에 맞춰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직업체험 활동도 특성화고의 입학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분석되었는데, 중학교 1~2학년 시기의 직업체험
활동보다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직업체험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학생의 성별이나 중학교의 소재지역 등은 특성화

고의 진학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됨
* 특별히 남학생이거나 혹은 여학생이라고 해서 특성화

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종속변수의 분류기준을 일반고를 포함한 기타
학교 대비 특성화고로 구성하여 분석하여도 상
기의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성취도나 가정배경 등이 특성화고 진학에 미

치는 영향은 이전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직업체험 활동이 특성화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의 결과와 다르지 않으며 중학교 3학년 시기
의 직업체험 활동이 특성화고 진학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향후 장래 계

획의 명확성이 특성화고 진학에 미치는 영향임
*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분석의 경우에는 장래의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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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KERI Insight 18-10

<표 5> 특성화고 진학요인 분석(특성화고 vs 일반고)
변수
증학생 성별
(0=일반고, 1=특성화고)
중3 성적 평균점수
(1~8로 범주화)
아버지 교육수준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어머니 교육수준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가구 연간 소득
(만 원, 중3 기준)
중학교 소재지역
(1=서울, 0=그 외 지역)
미래 계획의 구체성 정도
(1~4)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아니오, 1=예)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아니오, 1=예)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아니오, 1=예)
상수

(1) 특성화고 진학

-0.0505
(0.0730)
-0.286***
(0.0891)
0.0679
(0.0766)
-0.683***
(0.0464)
1,698

관측치수

(2) 특성화고 진학
0.0789
(0.0777)
-0.368***
(0.0229)

0.0395
(0.0836)
-0.131
(0.102)
0.186**
(0.0879)
0.434***
(0.0952)
1,605

(3) 특성화고 진학
0.0567
(0.0879)
-0.333***
(0.0261)
-0.122**
(0.0542)
-0.0498
(0.0648)
-5.51e-05***
(2.01e-05)

0.0445
(0.0938)
-0.0518
(0.115)
0.171*
(0.0995)
0.996***
(0.169)
1,350

(4) 특성화고 진학
0.0534
(0.0882)
-0.336***
(0.0263)
-0.126**
(0.0542)
-0.0396
(0.0649)
-5.62e-05***
(2.04e-05)
-0.295
(0.227)
0.102**
(0.0512)
0.0505
(0.0948)
-0.0624
(0.116)
0.172*
(0.1000)
0.729***
(0.206)
1,350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표 6> 특성화고 진학요인 분석(특성화고 vs 그 외 고등학교)
변수
증학생 성별
(0=일반고, 1=특성화고)
중3 성적 평균점수
(1~8로 범주화)
아버지 교육수준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어머니 교육수준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가구 연간 소득
(만 원, 중3 기준)
중학교 소재지역
(1=서울, 0=그 외 지역)
미래 계획의 구체성 정도
(1~4)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아니오, 1=예)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아니오, 1=예)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아니오, 1=예)
상수

(1) 특성화고 진학

관측치수

-0.0318
(0.0695)
-0.269***
(0.0850)
0.0657
(0.0727)
-0.829***
(0.0438)
2,046

(2) 특성화고 진학
0.0495
(0.0734)
-0.344***
(0.0212)

0.0645
(0.0789)
-0.127
(0.0973)
0.177**
(0.0834)
0.223**
(0.0885)
1,937

(3) 특성화고 진학
0.0399
(0.0833)
-0.310***
(0.0244)
-0.114**
(0.0528)
-0.104*
(0.0619)
-4.45e-05**
(1.93e-05)

0.0800
(0.0890)
-0.0240
(0.110)
0.156*
(0.0946)
0.847***
(0.161)
1,639

(4) 특성화고 진학
0.0357
(0.0834)
-0.311***
(0.0244)
-0.115**
(0.0528)
-0.0985
(0.0618)
-4.53e-05**
(1.96e-05)
-0.267
(0.220)
0.0752
(0.0478)
0.0843
(0.0895)
-0.0326
(0.110)
0.157*
(0.0950)
0.650***
(0.195)
1,639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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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요인을 분석한 결과 조기
직업체험 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특성화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현황에서 취업
만을 하고 있는 학생을 그 외의 학생과 대비하
여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성별, 부모의 희망교육수준, 중학교 직
장체험 활동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당연할 수 있겠지만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학생의

졸업 후 취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부모세대의 경험 및 인식이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부모님과의 진로상담 빈도도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이

하고 싶은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나타남9)

수 있는 반면에, 부모님의 의지가 향후 학생의 진로

- 이 가운데에서도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긍정

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에 유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체험 활동인 것
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직업체험 활동 가운데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 외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특성화고 졸업 후에

취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

시행된 직업체험 활동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석되었으며, 서울에 소재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인 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할 가능성이 상대적

직업체험 가운데에서도 중학교 2학년의 직업체험 참

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만이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됨
* 예상과 달리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직업체험 활동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남

- 학생의 학업성취도,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

득 등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취업이 잘 되어 취

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대학진학을 결정한

* 반면 중학교 수준에서의 직업체험 활동의 경우 중학

학생의 경우에도 내신성적이 높으면 유리한 점이 없

교 2학년의 직업체험 활동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지 않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에 유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나 이른 시기의 직업 및 진로교육이 특성화고의 졸
업 후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취업요인 분석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 내에서 부모 교육
수준, 가구소득 등의 배경적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동

- 부모의 희망교육 수준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질적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졸업 후 취업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 취

나 가구소득 등이 학생의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

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 혹은 사회적 인식이 학생

향이 유의적이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

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학생의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은 유의적으로

◦종속변수에서 취업의 분류기준을 취업만 한 학
생에서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
는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여
도 이전의 결과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9)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성적평가는 측정오차나 내생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객관적 과목별 평균점수 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프로빗 도구변수 분석기법(중학교 3학년 시기의
과목별 평균점수와 기존 분석모형의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2단계(two-stage) 회귀분석을 거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 분석을 수행하였음. 하지만 분
석결과 귀무가설 검정에서 귀무가설(내생성 없음)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별되어 원래의 프로빗 모형 분석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참고로 프로
빗 도구변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기존의 프로빗 모형 분석결과와 유의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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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들 가운데에서 성별,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직업체험 활동 등이 특성화
고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
- 기타 변수들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학

업성취도,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가구소득 등은 예
상과는 다르게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7> 특성화고의 취업요인 분석(취업만 vs 그 외)
변수

(1) 졸업 후 취업

(2) 졸업 후 취업

(3) 졸업 후 취업

(4) 졸업 후 취업

고등학생 성별

0.00708

0.214

0.444**

(0=일반고, 1=특성화고)

(0.153)

(0.192)

(0.210)

고3 성적 주관적 평가

0.0219

0.0626

0.0879

(1~8로 범주화)

(0.0561)

(0.0728)

(0.0762)

아버지 교육수준

-0.191

-0.121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0.148)

(0.154)

어머니 교육수준

0.161

0.109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0.160)

(0.168)

가구 연간 소득

5.90e-07

1.69e-05

(만 원, 고3 기준)

(4.91e-05)

(5.84e-05)

고등학교 소재지역

0.719**

(1=서울, 0=그 외 지역)

(0.347)

미래 계획의 구체성 정도

-0.170

(1~4)

(0.112)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1

-1.205***

(고등학교 vs 전문대 이상)

(0.283)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2

-0.966***

(고등학교 vs 아직 결정 못함)

(0.371)

아버지와의 진로대화 빈도

-0.0229

(1~4)

(0.142)

어머니와의 진로대화 빈도

-0.0650

(1~4)

(0.156)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189

-0.0250

0.132

0.124

(0=아니오, 1=예)

(0.165)

(0.166)

(0.201)

(0.208)
0.658**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399*

0.391*

0.735***

(0=아니오, 1=예)

(0.209)

(0.211)

(0.254)

(0.263)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0971

0.0154

0.0824

-0.0596
(0.221)

(0=아니오, 1=예)

(0.169)

(0.170)

(0.210)

고등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134

0.140

0.162

0.113

(0=아니오, 1=예)

(0.162)

(0.163)

(0.204)

(0.206)

고등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564

0.0471

-0.0702

0.123

(0=아니오, 1=예)

(0.162)

(0.164)

(0.204)

(0.214)

고등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164

0.160

0.181

0.166

(0=아니오, 1=예)

(0.175)

(0.175)

(0.210)

(0.222)

상수

-0.629***

-0.717***

-1.066**

0.275

(0.120)

(0.276)

(0.450)

(0.727)

313

313

227

227

관측치수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특성화고 입학 및 취업요인 분석과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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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특성화고의 취업요인 분석(취업(취업만, 취업&학업 포함) vs 그 외)
변수

(1) 졸업 후 취업

(2) 졸업 후 취업

(3) 졸업 후 취업

(4) 졸업 후 취업

고등학생 성별

0.0736

0.227

0.405**

(0=일반고, 1=특성화고)

(0.152)

(0.190)

(0.204)

고3 성적 주관적 평가

0.0198

0.0518

0.0655

(1~8로 범주화)

(0.0556)

(0.0722)

(0.0757)

아버지 교육수준

-0.160

-0.101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0.143)

(0.147)

어머니 교육수준

0.122

0.0854

(1:중졸 이하~5:대학원 졸 이상)

(0.157)

(0.162)

가구 연간 소득

-6.38e-06

6.49e-06

(만 원, 고3 기준)

(4.95e-05)

(5.76e-05)

고등학교 소재지역

0.649*

(1=서울, 0=그 외 지역)

(0.350)

미래 계획의 구체성 정도

-0.153

(1~4)

(0.111)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1

-1.053***

(고등학교 vs 전문대 이상)

(0.279)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2

-0.889**

(고등학교 vs 아직 결정 못함)

(0.370)

아버지와의 진로대화 빈도

0.0245

(1~4)

(0.140)

어머니와의 진로대화 빈도

-0.0295

(1~4)

(0.150)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0864

0.00952

0.0954

0.0791

(0=아니오, 1=예)

(0.163)

(0.164)

(0.201)

(0.205)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443**

0.439**

0.837***

0.786***

(0=아니오, 1=예)

(0.208)

(0.209)

(0.253)

(0.263)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495

0.0641

0.131

0.00883
(0.220)

(0=아니오, 1=예)

(0.168)

(0.169)

(0.209)

고등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197

0.212

0.283

0.249

(0=아니오, 1=예)

(0.161)

(0.162)

(0.201)

(0.202)

고등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161

0.0161

-0.144

0.0145

(0=아니오, 1=예)

(0.161)

(0.164)

(0.205)

(0.212)

고등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679

0.0630

0.0952

0.0621

(0=아니오, 1=예)

(0.175)

(0.175)

(0.211)

(0.222)

상수

-0.577***

-0.704***

-0.947**

0.0606

(0.119)

(0.273)

(0.447)

(0.706)

313

313

227

227

관측치수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4.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한 직업체험 활동의 유의성 검정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활동은 무작위
(random)로 발생하지 않으며 특성 성향이나 유

인을 가진 사람이 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 상기 분석결과에서 조기 진로 및 직업교육 참여
(직업체험 프로그램)는 특성화고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도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사용
하여 유의성을 다시 한 번 추정하는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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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
렵다는 지적이 있음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면 일반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때보다 프로그램 참여가 무작위

인 경우에 생성되는 결과와 유사한 추정이 가능

지는 관측치를 매칭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교하는 방법임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직업체험 활동 참여

가 고등학교 입학 혹은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 성향점수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개별적 특성이

주어질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확률을 의미

성과

-  를 관측치들의 개별적 특성 변수들이라고 할

(counterfactual outcome)를 추정하는 작업이 필

때 성향점수는  의 함수로써 정의되는데 보통

요하며 이를 위하여 조건부 독립성을 가정하여

로짓 모형이나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사실적

성향점수매칭법을 추정
*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란 개인의 특성변수를 충분히

통제한다면 직업프로그램 참여와 진학(혹은 취업)은

        Pr   
 Pr      

서로 독립적임을 의미함
- 다시 말하면 성향점수매칭법은 로짓 확률에 기반

하여 로짓으로 추정한 확률값을 점수화하고 유사

 ⊥     

(  은

직업체험

프로그램

한 점수를 갖는 관측치를 매칭하여 프로그램 참
참가

여부,

  은 진학체험 참여하지 않은 경우의 성과,
  은 진학체험 참여한 경우의 성과,  는 개
인특성변수)
- 조건부 독립성 가정을 사용하여 분석대상에 포함

여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임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
생은 특성화고 입학 및 취업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된 모든 관측치가 직업체험에 참여하였을 때(실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제 직업체험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

직업체험 활동은 중학생의 특성화고 입학에 유

도)의 성과를 추정하고 이로부터 평균적인 직업
체험의 효과를 산출하며, 여기서 산출된 평균적
효과(ATE: Average Treatment Effects)가 바로
선택적 편의(selection bios)가 배제된 표본 전체

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추정한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이 4.2~5.6% 포

의 평균적인 직업체험의 효과임

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도 기존의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이 중학교 3학년
(  는 평균처치효과로서 선택적 편의가 배제

시기의 직업체험 교육은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을

된 프로그램의 평균적 효과,    은 분석대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상에 포함된 모든 관측치가 진학체험에 참여하
였을 경우의 평균적 성과,    은 분석대상
에 포함된 모든 관측치가 진학체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평균적 성과)
◦요컨대 성향점수매칭법은 프로그램 참여의 예상
확률에

근거한

통계적

추정치인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를 사용하여 동일한 점수를 가

특성화고 입학 및 취업요인 분석과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시사점

21

<표 9>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직업체험의 특성화고 진학 영향 추정(특성화고 vs 일반고)
변수

(1) 특성화고 진학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254

(0=아니오, 1=예)

(0.0271)

(2) 특성화고 진학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272

(0=아니오, 1=예)

(0.0340)

(3) 특성화고 진학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561**

(0=아니오, 1=예)

(0.0286)

관측치수

1,350

1,350

1,350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3) 통제변수(설명변수) - 성별, 성적 평균점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중학교 소재지역, 미래계획의 구체성 정도
등을 포함

<표 10>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직업체험의 특성화고 진학 영향 추정(특성화고 vs 그 외 고등학교)
변수

(1) 특성화고 진학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198

(0=아니오, 1=예)

(0.0216)

(2) 특성화고 진학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149

(0=아니오, 1=예)

(0.0342)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417*

(0=아니오, 1=예)
관측치수

(3) 특성화고 진학

(0.0253)
1,639

1,639

1,639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3) 통제변수(설명변수) - 성별, 성적 평균점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중학교 소재지역, 미래계획의 구체성 정도
등을 포함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직업체험이 특성화

- 반면 고등학교에서의 직업체험 활동은 졸업 후

고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에서도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중학

분석됨

교 2학년 시기의 직업체험은 졸업 후 취업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추정한 결과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직업체험 참여 학생의 경우 특성화고 졸
업 후 취업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0.3~21.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도 기존의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마친가지로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직업체험 교육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
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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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직업체험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영향 추정(취업만 vs 그 외)
변수

(1) 졸업 후
취업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

(0=아니오, 1=예)

(0.0627)

(2) 졸업 후
취업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203*

(0=아니오, 1=예)

(0.107)

(3) 졸업 후
취업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749

(0=아니오, 1=예)

(0.0578)

(4) 졸업 후
취업

고등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220

(0=아니오, 1=예)

(0.0629)

(5) 졸업 후
취업

고등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529

(0=아니오, 1=예)

(0.0646)

고등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132

(0=아니오, 1=예)
관측치수

(6) 졸업 후
취업

(0.0634)
227

227

227

227

227

227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3) 통제변수(설명변수) - 성별, 성적 평균점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고등학교 소재지역, 미래계획의 구체성 정도,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 아버지와의 진로대화 빈도, 어머니와의 진로대화 빈도 등을 포함

<표 12>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한 직업체험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영향 추정(취업(취업만, 취업&학업 포함) vs 그 외)
변수

(1) 졸업 후
취업

중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0441

(0=아니오, 1=예)

(0.0627)

(2) 졸업 후
취업

중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216**

(0=아니오, 1=예)

(0.109)

(3) 졸업 후
취업

중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308

(0=아니오, 1=예)

(0.0649)

(4) 졸업 후
취업

고등학교 1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617

(0=아니오, 1=예)

(0.0661)

(5) 졸업 후
취업

고등학교 2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793

(0=아니오, 1=예)

(0.0675)

고등학교 3학년 직업체험 참여여부

-0.00441

(0=아니오, 1=예)
관측치수

(6) 졸업 후
취업

(0.0636)
227

227

227

227

227

227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3) 통제변수(설명변수) - 성별, 성적 평균점수,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연간소득, 고등학교 소재지역, 미래계획의 구체성 정도,
부모의 희망 교육수준, 아버지와의 진로대화 빈도, 어머니와의 진로대화 빈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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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특성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향점수

□ 청년실업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는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요인과 졸업 후 취업요
인을 살펴보고 청년실업률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검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체계는 2010년 관련법 일
부개정을 통해 전문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전문계열 고등학교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
고 등으로 개편
- 마이스터고는 현재 특목고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특성화고에 진학할 확
률이 4.2~5.6% 포인트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의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특성화고
에 진학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도 조기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

있지만 실제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직업

타남

계 고등학교로 분류할 수 있음

- 분석결과 흥미로운 점은 직업체험 활동 가운데에

◦최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진학 및 졸업 후
취업 추이를 살펴보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입
학생 수, 취업률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진학하는 학생 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률도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특성화고의
진학요인과 졸업 후 취업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특성화고 활성화 요인을 검토하고 청년실업 완
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

□ 분석결과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과 특성화고 졸
업 후 취업에 있어서 조기 진로 및 직업교육 등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중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서도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직업체험 활동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직업체험 가운데에서도
중학교 2학년의 직업체험 참여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학교 2학

년 때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확률이 20.3~2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
석됨
* 프로빗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직업체험 참여가 졸업 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분석결과 및 유
의성에는 이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희망교육 수준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졸 취
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 혹은 사회적 인식이 학생
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학생의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미래계획에 대한 구체성,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것(분석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직장체험 등을 꼽을 수

를 확률로 변환하면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전문대

있음

이상일

- 분석결과 미래 진로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특성
화고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직업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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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학생의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은

39.6~44.6% 포인트 감소)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희

망교육수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
(34.2~37.0% 포인트 감소)으로 분석됨

- 여성보다 남성이 특성화고 졸업 후에 취업할 가

-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특성화고 졸업

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

후 취업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

며, 서울에 소재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타나 부모의 희망/인식이 특성화고 졸업 후 학생

경우 상대적으로 졸업 후 취업할 가능성이 더 많

의 진로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희망교육수준이 학생의 진로에 중요한 역

- 학생의 학업성취도,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구소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모들의 고등학

득 등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교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가 더 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아가서는 사회에서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성화고의 입학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을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
기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특성화고에서의 취
업지원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 고졸 취업의 성공사례 등을 널리 홍보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고졸 취업을 통해 체
계적인 커리어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홍보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취업에 성공한 후라고 하더라도 실무자급으로 종사하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성화고의 입학 및 취업 활

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중견 관리자나 고위

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조기 진로 및 직업

직으로 진출할 때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직면하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 스스로 장래계획에 대한
소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
- 특성화고 입학이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에 유

여 고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차별받지 않도록 노동
시장에서도 학력위주의 승진 관행을 개선할 필요10)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

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직업체험 활동은 중

고 운영과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직업체험 프로그

- 분석결과에서 따르면 특성화고에서 운영되고 있

램으로 나타난 만큼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한 취

는 직업체험 활동은 졸업 후 취업에 유의적인 효

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 및 직

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업교육보다는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인 중학교 단
계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
의 장래 혹은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정립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높
을수록 특성화고 진학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업체험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11)
* 취업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를 통해 취업과 연계가

능한 기업체를 발굴하는 등 특성화고에서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모색할 필요
* 직업체험 프로그램(진로 및 직업교육)에서 기업 정보,

직업세계 등 구체적인 직업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
- 기업에서는 인력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특성화고에서 졸업 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소개하고 특

서는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성화고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확대하

필요가 있음

여 산학협력을 강화할 필요

10) 윤선미 & 연은미(2017)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인터뷰 가운데 특성화고 졸업의 도움 유무에 대한 응답부분을 참조함
11) 윤선미 & 연은미(2017)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인터뷰 가운데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부분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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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생들이 단순히 생산인력으로 투입되는 것보

다는 관련 업무 및 심화 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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