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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석: 잠재계층분석방법(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여1)
오영교2) · 차성현3)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행동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과 유형별로 구직활동에 차이가 있는
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진로도구준비 행동을 묻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패턴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행동이 몇 개의 최적화된 유형(잠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배경, 진로성숙도, 구직관련 활동 등 관련 변인들이 유형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분류된 유형에 따라 실제 구직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14년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8차년도 대학생 362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 진로도구준비 행동은 응답패턴에 따라 추가형(well-equipped
type), 기본형(basic-equipped type), 미비형(ill-equipped type)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다음
으로, R-3STEP방식을 이용한 분석 결과, 성별, 학교성적, 진로관심, 진로지도 및 상담경험 등의 변인들이
유형분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은 미비형 집단보다는 추가형 집단, 진로지도와 상
담경험이 있는 학생은 기본형 집단보다는 추가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끝으로, 분류된 집단별로
실제 구직활동 여부를 비교한 결과, 추가형 집단이 미비형 집단보다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집단별 진로도구준비 행동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용어 : 진로준비행동, 진로도구준비, R-3STEP, 잠재계층분석

1. 서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청년실업률이 12.5%에 달
하고 청년 실업자 수가 56만 명에 이른다(통계청, 2016). 이는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
후 최고치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있는 청년의 실업은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다.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와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해
법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2016~2020)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
는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6.4.5.). 즉,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다. 특히, 대학교
단계에서는 대학 정규교육과정에 진로교육 편성, 현장실습 교육과정 내실화, 진로개발 역량
1) 본 논문은 주저자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및 통계개발원의 제15회 대학원생 논문공모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함.
2) 주저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교직부, 강사. E-mail: 5young-kyo@hanmail.net
3) 교신저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shcha@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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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개발, 진로개발 멘토링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었다.
Super(1957)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
하기 위한 준비시기로, 미래의 진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끊임없는 시행착
오를 하며, 진로와 관련된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즉, 대학교육 단계는 직업세계로
진입하기 전 단계로, 진로탐색 및 준비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진로발달 및 생애발
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
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호원,
이종구, 김홍유, 2011; 이숙정, 2013). 오히려, 절반 가까운 대학생들(48.9%)이 어학점수
등 취업준비를 위한 과외학습 경험이 있고, 그 비용으로 대학생활 동안 평균 1,261만원을
사용하였다(민혜리, 2001).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사이에는 토익, 인턴, 자격증, 어학
연수 등 취업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취업준비 목록이 생겨났으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진로와 관계없이 취업용 스펙 쌓기를 따라하고 있다.
그 동안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 관련해서 진로효능감, 진로성숙도와 같은 정의적·인지
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어윤경, 2010). 즉, 연구자들이 주로 진로결정 또는
미결정에 주목하거나(임은미, 2011; Winer, 1992), 개인의 특성과 진로발달의 관계를 탐
색하기 위하여 지적능력(Rose & Elton, 1971), 흥미(Lowe, 1981), 진로태도나 적성 및
성격요인(Walsh & Lewis, 1972) 등과 같이 진로에 대한 심리적 영역이나 인지과정에 주
로 관심을 기울였다(김봉환, 김계현, 1997).
하지만 진로효능감 등 진로에 대한 심리적 구인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더라도 구체
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는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쉽지 않다(송현심, 홍혜영, 2010). 따라서, 진로효능감, 진로성숙도 등 진로발달의 심리적·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하는 실제 행동 또는
진로결정 이후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이렇게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발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도 진로성숙도나 진로정체감 같은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및 실천행위를 중시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iggio & Throckmorton, 1987).
이러한 진로발달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적·심리적·태도적 차원의 구인
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적 차원의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
집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천적 노력 활동”으로 구분된다(김봉한, 김계현, 1997; 김봉환, 2010;
조영아, 정지은, 2017). 최근의 진로준비행동 관련 연구들은 진로효능감(김진희, 박미진,
2016), 진로정체감(이지혜, 2013), 진로성숙(이정민, 조보람, 2015), 사회적 지지(김종학,
최보영, 2015) 등의 심리적·인지적 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준비행동 그 자체보다는 진로준비행동과 다른 변인들
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가 모집단 내의 대학생들에
게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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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하위집단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진
로준비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위해 학점을 관리하고, 공인외국
어 점수를 높이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외 연수 및 직무경험을 쌓고, 진로지도 및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진로도구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진로도구준비
활동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면, 이러한 유형 분류와 관련 요인을 탐색하여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차별화된 진로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진로준비행
동에 대한 유형 분석을 통해 차별적 진단과 차별적 처치(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라는 일종의 개별화 진로지원 전략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오영교, 차성현,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진로목표 달성에 필
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즉 진로도구준비 행동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탐색하였다. 나아가,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후,
각 유형별로 실제 구직활동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2014년 청년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방법
(Latent Class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1.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활동에 따라 잠재계층(유형)은 몇 개로 구분되며,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과 개인배경 요인, 진로성숙도, 구직관련 활동
요인, 학교관련 요인들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유형별로 실제 구직활동 여부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진로발달과 진로준비행동
진로발달은 개인이 평생 동안 수행하게 되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
리적, 사회적, 교육적, 물리적, 경제적 요인 등의 발달과정이다(Zunker, 2002). 즉,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발달하는 것처럼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도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성장한다는 것이다(지용근, 2005).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직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진로준비행동이다.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나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다(김미주, 2011; 김지선, 2012).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정의적·인지적
요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고운, 이기학, 2007). 그러나, 비
록 진로발달 과정에서 인지 및 태도적인 요인들이 성숙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진로준비행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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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해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진로준비행동을 진
로발달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은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눌 수 있다(김봉환, 2010). 김봉환(2010)에 따르면, 정
보수집활동은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은 물론이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직업현황, 전망, 입직 방법, 필수 요건, 승진 경로, 작업 환경 등)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음으로, 진로도구준비 활동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목표로 하는 직업에 입
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혹은 교재 등을 구입하는 활동을 말한
다(김봉환, 2010). 이러한 활동에는 직업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자격증 혹은 면허증 등
을 획득하는 일도 포함된다. 자기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구비하
는 일은 필수적인 진로준비행동 중 하나이다. 세 번째 요소인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에는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학원수강, 면접
훈련, 이력서 제출 및 구직등록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진로준비행동 중에서 진로도구준비 행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
는 다양한 취업 스펙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즉, 학력,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의 5종 스펙에 더하여 최근에는 인턴, 자원봉사, 공모전 입상 경험
의 스펙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진로도
구준비 행동에 대해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무분별한 스펙 준비보다는 직무수행과 직접
적으로 관련있는 자격증, 인턴경험, 공모전 입상 등을 준비하는 것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
이 된다고 하였다(조성인, 김은애,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
한 진로도구준비 활동이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어떠한 변인들이 유형 분류
에 영향을 미치며, 유형에 따라 구직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일은 그 의
미가 크다.
2.2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동안 선행연구들 중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소인 진로도구준비 행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이 상위 개념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집중하였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진로효능감(김진희, 박미진,
2016), 진로정체감(이지혜, 2013), 진로성숙(이정민, 조보람, 2015), 진로장벽(김민정,
2016), 부모 및 사회적 지지(김종학, 최보영, 2015) 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심리적·인지적 변인들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진로도구준비 행동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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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개인배경 요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배경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먼저,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손
은령, 손진희, 2005). 즉, 여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결정에 확신을 갖고, 취업준비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이주희, 2004). 그런가 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
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고, 진로준비행동도 더 활발히 한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유영미, 문승태, 2005).
2.3.2 진로성숙도 요인
진로성숙도는 흔히 진로발달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로발달의 개념은 학
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진로발달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진
로에 대해 탐색-계획-결정-수정 등을 반복하면서 진로 의식 및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이자형, 2015). 예컨대, Super(1957)는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은 성
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의 5단계로 이루어지며, 평생에 걸쳐 자기개념을 발
달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Usinger와 Smith(2010)는 진로발달의 과정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해석, 사회적 상호작용, 의미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 이러한 진로발달의 개념은 진로계획성, 진로결정성, 진로독립성, 진로타협성, 진로효능
감 등의 하위 개념 요소를 통해 측정되고 설명되었다(노법래, 2013; 조명희, 이혜연, 이
현우,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 요소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진로관심, 진로계획
성, 진로독립성을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소로 활용하였다. 먼저, 진로관심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장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
해 고민해 보는 것이다. 진로계획성은 미래와 현재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미래는 예측 가
능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 진로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한편, 진로독립성은 진로를 결정하는 주체는 자신이며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진로독립성이 단순
히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진로독립성은 부모나 교수 등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을 중요하게 참
고하면서 궁극적으로 진로결정 및 책임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남홍(2001)은 진로성숙도가 높을수
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어윤경(2010)은 대학생의 진로성
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지고, 진로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
을 때 실천적 진로행동이 나타난다는 진로의사결정의 완전매개효과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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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구직관련 활동 요인
대학생들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대학 재학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다양한 구직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예컨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학점을 관리하고, 자
격증을 취득하고, 외국어 실력을 높이고, 직무경험을 쌓는 등의 활동을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활동들을 진로도구준비 활동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직 관련 활
동은 진로도구준비 행동과 구분되며,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을 말한다. 즉, 외국어 시험점수를 높이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준비, 교육훈련,
사교육 등이 구직관련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지도교수 혹은 취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받는 진로지도 및 상담 활동 등도 구직관련 활동에 포함하였다.
2.3.4 학교 관련 요인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학교관련 변인으로는 대학, 전공, 학교성적, 학교생활만족도 등
이 주로 다루어졌다(임천순, 유진봉, 2004). 특히, 학교성적과 학교생활만족도는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컨대, 조명희 등(2013)은
진로발달 수준이 직접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와 학교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인 진로도구준비 행동을 탐색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도구준비 행동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및 구성 요인, 다른
변인과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3 연구모형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는 진로도구준비 활동으로 학점, 외국어 능력, 자격증, 해외연수경험, 직무경험, 수상경력,
학위, 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진로도구준비 행동의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도구준비 행동은 몇 개의 최적화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며, 개인배경, 진로성숙도, 구직
관련 요인, 학교요인을 잠정적 영향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나아가, 진로도구준비 유형에 따
라 실제 구직 활동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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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공인
영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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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한자
능력

컴퓨터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해외
경험

직무
경험

수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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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개인배경요인

성별, 연령, 지역, 경제상태

진로성숙도

진로관심, 진로계획성, 진로독립성

구직관련활동

시험준비, 교육훈련, 취업사교육,
진로지도 및 상담

진로도구
준비활동

C

실제 구직활동 여부

학교요인

학교성적, 학교생활만족도

<그림 2.1> 진로도구준비 행동 연구모형4)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행동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취업 및 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
여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신종각 외, 2015). 청년패널 1차 조사(YP2001)는
만 15-29세의 5,95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6차에 걸쳐 1차 조사가 완료되었
다. 청년패널 2차 조사(YP2007)는 2007년부터 만 15-29세의 10,206명을 표집하여 조사
가 실시되고 있다. 표본은 학생(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이중표본추출(Double Sampling)에 의한 층화 및 계통추출법을 활용하여 추출되
었다. 본 연구는 2014년 조사가 완료된 YP2007의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행동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총 362명의 대학생 자료를 분
석하였다.5)
4) 그림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측정지표들(범주형 변수)은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어떤 지표끼리는 서로 상관
도 있을 수 있다. 화살표 방향을 보면 잠재계층변수(C)의 왼편 공변인(예측변수)은 계층분류를 설명하고,
잠재계층변수의 계층분류는 위쪽의 지표변수들의 수치를 설명한다. 그리고 분류된 계층은 오른쪽 결과변
수(distal outcome)를 설명한다.
5) 학생, 취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YP2007의 1차∼8차 조사자료 중 연구 수행 당시 가장 최신 자료인
2014년 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7년 원패널은 중고등학생 890명, 고등학생 2,509명, 대학생 2,939명,
대학원생 104명, 취업자 2,128명, 미취업자 1,63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청년패널의 조사 차수가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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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변수
3.2.1 종속(지표)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진로도구준비 행동이다. 먼저, 진로도구준비 행동 관련 문항인
‘00님께서 취업을 위해 준비한 스펙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12개 문항의 응답을 사용하였
다. 측정문항은 이분형 척도로 ‘아니오’는 0, ‘예’는 1로 코딩하였다. 진로준비행동 문항과
기술통계값은 <표 3.1>에 제시하였다. 응답 결과, 취업 준비와 관련된 학점을 취득한 경
험이 있는 학생이 6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인영어성적(53.0%), 취업 희망분야
의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39.5%),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37.8%)의 순으로 진로도구준
비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을 위한 준비로 석·박사 학위 취득
(5.8%), 한자활용 능력 향상(7.2%), 공모전 등 수상경력(8.0%),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11.0%)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한편, 취업 준비를 위한 스펙으로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19.9%, 19.6%로 나타났다.
<표 3.1> 진로도구준비행동 문항 및 응답비율(N=362)
구분

진로도구준비
행동(1=경험)

변수(취업을 위해 준비한 스펙)
학점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성적
업무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 활동
제2외국어 능력
어학연수 등 해외경험
공모전 등 수상경력
한자활용 능력
석·박사학위

무경험(%)
35.4
47.0
60.5
62.2
70.7
80.1
80.4
84.0
89.0
92.0
92.8
94.2

경험(%)
64.6
53.0
39.5
37.8
29.3
19.9
19.6
16.0
11.0
8.0
7.2
5.8

한편, 결과변수인 실제 구직활동 여부는 ‘예’의 응답비율이 65.5%, ‘아니오’ 응답비율
이 34.5%로 나타났다.
3.2.2 독립변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변인을 크게 개인배
경 요인과 진로성숙도, 구직관련 활동, 학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배경 변인으
로는 성별과 연령, 지역, 현재 경제상태를 사용하였다. 남자는 0, 여자는 1로 더미코딩하
였으며, 남녀 비율은 각각 58.6%, 41.4%의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은 평균 25세, 표준편
차 1.86이었다. 지역은 광역시나 특별시는 0, 도지역은 1로 더미코딩하였으며, 시·도 비율
면서 군입대, 졸업, 취업 및 미취업, 표본이탈 등으로 대학생의 표본규모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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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55.2%, 44.8%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태를 묻는 변수는 5점 척도(1=매우 여유
가 있다, 2=여유가 있는 편이다, 3=보통이다, 4=조금 어려운 편이다, 5=매우 어렵다)로
측정된 문항에 대해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역코딩하였으며, 평균은 2.76, 표준편
차는 0.70이었다.
진로성숙도 하위구인으로는 진로관심, 진로계획성, 진로독립성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하위구인은 각각 3문항씩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약간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분석에는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검사의 내적 일치도 지수(Cronbach’s α)는 진로관심
0.871, 진로계획성 0.831, 진로독립성 0.753을 나타냈다. 한편, 진로성숙도 하위구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진로관심은 진로계획(0.316)과 진로독립(0.258), 진로계획은 진로독립
(0.449)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1). 진로성숙도 구성 문항은 <표 3.2>에 제시
하였다.
<표 3.3> 진로성숙도 변수 구성
변수

문항

Cronbach’s α

진로관심

1.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역코딩)
2.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역코딩)
3.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역코딩)

0.871

진로
계획성

4.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5.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6.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하고 있다.

0.831

진로
독립성

7.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8. 부모님이 반대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것이다.
9.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0.753

학교관련 변인으로는 학교성적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성적
은 5점 척도(1=상위권, 2=중상위권, 3=중위권, 4=중하위권, 5=하위권)로 측정한 것을 해
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역코딩하였으며, 평균은 3.93, 표준편차는 0.80이었다. 전반적
학교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만족하지 못한다, 3=보통이다,
4=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로 평균은 3.53, 표준편차는 0.65이었다. 다음으로 구직관
련 활동 요인으로는 시험준비 여부, 교육훈련 받은 경험 여부, 취업사교육경험 여부, 진로
지도 및 상담 경험 유무를 ‘아니오’는 0, ‘예’는 1로 코딩하였다. 개인배경, 진로성숙도, 구
직관련활동, 학교변인에 대한 기술통계값을 <표 3.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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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독립변수의 기술통계값 및 응답비율(N=362)
구분

변수

개인배경

진로
성숙도

표준편차

성별(0=남, 1=여)

0.41

-

연령

25.02

1.86

지역(0=도, 1=특별·시)

0.55

-

현재경제상태(5점척도)

2.76

0.70

진로관심

문항 15, 17, 21의 평균값(6점척도)

2.09

0.87

진로계획성

문항 2, 3, 5의 평균값(6점척도)

4.35

0.76

진로독립성

문항 6, 8, 9의 평균값(6점척도)

4.37

0.70

학교성적(5점척도)

3.93

0.80

학교생활 만족도(5점척도)

3.53

0.65

학교변인

구직 관련
활동

평균

(0=무경험, 1=경험)

시험준비 여부

0.19

0.39

교육훈련 받은 경험 여부

0.03

0.18

취업 사교육경험 여부

0.08

0.28

진로지도 및 상담경험 유무

0.02

0.15

3.3 자료분석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행동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
증하기 위해서 혼합모형의 일종인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통계프로그램
Mplus 8.0 버전(Muthén & Muthén, 2017)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기존의 인과관
계 분석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특성간의 관계만을 추론하기 때문에 연구대상 각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한 방법론이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는 하나의 패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따라 여러 다양한 진로준비
행동 유형이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모형을 살펴보면 혼합모형(mixture model)이란 모집단의 구성을 알 수 없
어 자료를 통해 추론할 때 하위집단을 분류하는 범주형 잠재변수들로 모형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Muthén, 2004). 여기서 혼합이란 모집단이 동질적이지 않고 질적으로 유한
개의 여러 다른 개인 집단들로 섞여 있다는 의미이다. 잠재계층분석은 이러한 유한혼합모
형(Finite Mixture Model)의 특수한 사례이다(McLachlan & Peel, 2000). 요인분석과 개
념적으로 유사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또는 잠재구조분석(Latent
Structural Analysis)은 개개인들을 동질적인 하위집단(잠재계층, 잠재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인 절차이다(Goodman, 1974). 이는 자료 속에 감춰져 있는 유형들을
발견하는 ‘숨은 집단 찾기’ 분석기법으로 숨은 그림 찾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잠재
계층분석에서 문항 간 관계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알려지지 않은 하위집단(잠재계층)에
의해 설명된다. 다시 말해, 관측된 문항 응답 유형들에서 나타나는 개인별 차이들은 각각
계층들의 특유의 반응 패턴을 보여주는 잠재계층 집단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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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 방정식에서 p(Xvi = 1)은 무작위로 선택된 개인 v가 문항 i(i= 1, ... I)에서 X=1
점수를 가질 무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설문문항에 예라고 답한 문항을 의미
한다. 계층 크기 모수인 πg는 잠재계층 g(g=1, ... G)에 속할 무조건부 확률을 표시한다.
이 모형은 각 개인은 오직 하나의 잠재계층에만 속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모든 계
층의 크기 모수의 합은 1이다:










(3.2)

모수 πig는 주어진 계층 g에서 문항 i의 점수가 1이 될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다.
         

(3.3)

이 확률을 조건부 응답 또는 조건부 해 확률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LCA모형은 문항 i
에 대한 개인의 응답 확률이 잠재계층 선호와 계층 특수 응답확률 둘 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 할 것은 관찰 응답패턴을 적절히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계층의 수는
모형을 통해 추정해야하는 모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EFA와 유사하게 잠재계층 분석에서
계층의 수는 적합도 지수와 모형 비교를 통해서 통계적 지수로 결정된다.
3.3.1 추정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법은 표준오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MLR(maximum likelihood with robust standard errors)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Muthén
& Muthén(1998-2017)이 제시한 것처럼 어떤 모수 초기값들은 가능성 함수의 최댓값
(the global maximum of the likelihood function)을 나타내지 못하고 몇몇의 극댓값
(local maximum)이 나오는 국부해(local solution) 혹은 단기최적화(local maxima)값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최적 모형추정을 촉진하기 위해 최적화 첫 단계에 500~2000
개의 초기값 세트를 투입하고, 다음으로 첫 단계의 결과 값 중에 가장 큰 로그 우도값을
갖는 50~100개를 골라서 다음단계 최적화의 초기값 세트들로 투입해서 수렴기준인
0.000001보다 적은 모수변화에 도달할 때까지 분석하였다. 만약 국부해(local solution)가
출현하면 이는 부정확한 적합도 지수와 편향된 모수추정이 되기 때문에 Uebersax(2000)가
추천한 대로 최적화 초기 단계에서 반복의 횟수를 50번까지 늘려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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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통계적 가정점검
잠재계층분석을 위한 두 가지 통계적 기본 가정을 확인하였다. 먼저 모든 관측변수들
이 통계적으로 독립적, 즉 각 잠재계층 내에서 서로 상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부 독립
성(conditional independence)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가정이 지켜지지 않
으면 상관있는 변수들이 결과에 왜곡된 영향을 미쳐서 허위(spurious) 잠재계층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 간 이변량 잔차(bivariate residual)값이 3.84보다 크면
두 변수사이에는 유의수준 .05에서 모델에 의해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상관있는 두 변수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두 변수를 하나
로 합치거나 잠재변수를 추가하는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성가정 위반에도 쓸 만
한(robust) MLR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참고로, MLR법은 변수별 사례수가 다른 불균형
자료 뿐만 아니라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uthén, 2004).
3.3.3 모델 적합도 평가
보통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할 때 연구자들이 추출할 계층의 수에 대한 명확한 가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잠재계층분석에서 추정해야할 모형
의 모수가 계층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층 수는 모형검증이나 모형비교를 통해서 간접
적으로 결정된다. 모형 적합도 지수에는 절대적합도 지수와 상대적합도 지수가 있는데,
전자는 절대적 관점에서 모형이 관측치를 얼마나 잘 적합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후
자는 어떤 모형이 다른 모형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적합시키는지에 대한 것이다.
3.3.3.1 절대모형적합
절대 모형 적합은 관찰 반응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계층추출 계산 값의 크기로 가능성
비(the likelihood ratio)와 Pearson χ2 검증이 있다. 이 두 통계치는 실제 관측된 반응 유형
빈도를 모형에서 추정한 유형의 빈도와 비교해서 얻어진다. 최적의 조건에서는 두 통계치
모두 모형이 모집단에서 참이라는 영가설 하에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유의한
p값은 모형과 자료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모형
은 너무 작은 계층들이 추출되기 때문에 관찰 자료를 완벽하게 재현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LR과 피어슨 통계치는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신뢰할만
한 p값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변수 개수가 있어야 한
다(Collins, Fidler, Wugalter, & Long, 1993; von Davier, 1997). 그러나 적은 표본에 많
은 변수문항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LR과 피어슨 통계치의 점근적 조건은 잘 충족되지 않는
다. 이를 ‘자료희박(data sparseness)’이라고 하고, 이 경우 이론적으로 카이제곱분포에 근거
한 p값은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Rost, 2006). 보통 같은 모형에 대한 LR값과 피어슨
검정통계치가 많이 차이나면 p값은 신뢰할 수 없다. 이는 두 모형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카이제곱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 Langeheine 등(1996)과 Collins
등(1993)은 검정통계치의 경험적 분포에 근사시키는 모수 부트스트랩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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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상대모형적합
상대 모형 적합인 부트스트랩 가능성비(LR) 차이 검증(BLRDT: Bootstrap LR
Difference Test)을 이용해서 G개 계층 모형을 G-1개 계층모형하고 비교한다. 모수적 부
트스트랩 절차(Langeheine, Pannekoek, & van de Pol, 1996; von Davier, 1997)를 사용
해서 가능성 비 차이의 p근사값이 G와 G-1 모형 모두를 각각의 부트스트랩 표본에 적
합시키고, 그리고 각각 부트스트랩 표본에 대한 LR 차이 값을 계산함으로써 추정된다.
이 과정을 통해 G-1 계층 모형이 참모형이라는 영가설 하에서 LR 차이값의 실제 분포
를 나타낸다. 따라서 유의한 p값은 G 계층의 모형이 1 계층 적은 간명한 모형보다 자료
를 더 잘 적합시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대로 유의하지 않은 p값이 나오면 계층이 하나
적은 더 간명한 모형이 선호된다. 참고로 부트스트랩 차이 검증에서 나온 영가설 로그우
도 값이 기존 로그우도 값과 정확히 일치하였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결과를 신뢰할 수 있
다. 그리고 LO-MENDELL-RUBIN ADJUSTED LRT와 Vuong-Lo-Mendell-Rubin 검
정(Lo, Mendell, & Rubin, 2001)은 가능성비(LR) 검정과 유사한 원리에 바탕을 둬서 유
의한 VLMR 검정 값은 추정된 모형이 1개 계층 적은 모형보다 유의미하게 더 잘 적합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부트스트랩 LR 검정 결과와 VLMR의 결과가 다르면 Nylund,
Asparouhow와 Muthén(2007)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적으로 부트스트랩 결과가 더 정
확한 걸로 나타났다.
3.3.4 정보준거(Information Criteria)
정보준거 또는 정보지수는 서로 내재(nested)되거나 내재되지 않은 모형 모두를 비교
할 수 있는 기술적 지수이다. 이 지수들은 모형의 적합도와 모형의 간명성(추정된 모수의
개수)을 모두 고려한다. 더 많은 계층을 가진 모형이 적은 계층 모형보다 자료에 잘 적합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계층이 늘어날수록 추정해야할 모형의 모수의 수는 추가된 계
층 수 더하기 지표변수 수만큼 늘어나 모형 간명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가능한 적은 모
수를 사용해서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이 최선이다. 적은 AIC, BIC, 또는 표본크기조
정 BIC(SABIC: Sample Adjusted BIC) 값이 선호된다. Nylund 등(2007)은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부트스트랩 LR 검정과 더불어 BIC 지수로 잠재계층분석(LCA)에서 계층
수를 결정할 것을 추천하였다. AIC와 BIC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IC = -2Ln(L) + 2p
BIC = -2Ln(L) + p Ln(N)

(3.4)

위 식에서 Ln(L)은 로그우도값, p는 추정모수의 수, N은 표본의 크기이다. 우도값은
모형과 자료 사이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보통 높을수록 자료와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연로그를 취하고 –2를 곱하였기 때문에 -2Ln(L)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잠재계층분석에서 모형 적합도 평가와 모형비교를 할 때는 통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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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타당도 입장에서 계산 결과 값이 이론적으로
나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Collins & Lanza, 2010).
3.3.5 분류의 질(Entropy)
엔트로피지수는 전체 표본에서 잠재계층들의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정확도를 요약한
수치이다. 다시 말해 얼마나 계층분류에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준다(Ramaswamy,
DeSarbo, Reibstein, & Robinson, 1993). 따라서 엔트로피가 0에 근접한 수치는 추정된
계층들에서 잠재계층들이 충분히 잘 구별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Lubke와
Muthén(2007)은 0.60 이하의 엔트로피는 대략 피험자의 20%가 잘못 분류되었음을 나타
내고, 반면에 엔트로피 0.80은 90% 이상이 제대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
다. 실제로 엔트로피는 너무 과도한 잠재계층 수를 추출하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표본에
서 실제로 특정 지표세트들이 집단구분을 잘 하는지 알아보는 잠재계층분석의 유용성을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ln    

    
  

(3.5)

위 식에서 
 는 잠재계층 k에 속한 개인 i의 조건부확률을 의미하고, n은 표본크기,

K는 잠재계층의 수이다. 이와 함께 Rost(2006)에 따르면 평균 계층할당확률이 0.8이상이
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계층이 추출될수록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적은 평균 계층할당확률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면, 연구문제 1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적 기준으
로 정보지수, χ2검증, 분류의 질을 고려하여 최적 계층 유형모형을 선택한다. 첫째, 정보
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Akaike, 1974),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IC)(Sclove, 1987)를 이용하
였다. 둘째,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 방법으로는 조
정된 χ2차이 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LRT,
Vuong-Lo-Mendell-Rubin Test)(Lo, Mendell, & Rubin, 2001),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
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McLachlan & Peel,
2000)을 이용하였다(노언경, 홍세희, 2012). 셋째, 잠재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Entropy값을 활용하였다.
잠재계층의 수가 결정된 이후에는 연구문제 2에 대한 답을 위해 관련 변수의 영향력
을 검증하였다. 이 때 독립변수와 잠재계층 간의 관련성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계수로 추정이 된다. 이는 잠재계층이 3개인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이 잠재계층 분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잠재계층으로 정의되는 대학생 진로도구준비행동
유형별로 구직활동 여부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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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모형에서 공변인인 독립변수와 결과변수가 잠재계층과 함께 모형에 포함되는 경
우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3단계 접근
법(new 3-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특히, 잠재계층
분석시 분류율이 낮을 경우 분류오류를 반영한 새로운 3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R-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먼저, 1단계로 진로준
비행동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정보지수(AIC, BIC, SABIC)6), χ2검증, 분류의 질
(Entropy)7),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1단계에서
얻은 잠재계층 사후분포를 활용하여 분류오류확률을 반영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계층변
수(N)를 생성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예측변수들이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 분류된 계층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독립변수,
잠재계층, 결과변수사이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 분석
단계를 Mplus User’s Guide(Muthén, 2017) 자료로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

➡

1단계

2단계

3단계

잠재계층분석(측정모형)

예측변수 포함한 조건모형

결과변수(distal outcome)포함

<그림 3.1> 잠재계층 분석과정 도식도(Muthén, 2017)

4. 연구결과
4.1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 수 판정
진로도구준비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아무런 예측(외생)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 모형을 분석한 후,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공변인으로 포함시킨 조건모형을 분석하
6) AIC= -2ln(L) + 2p, BIC= -2ln(L) + p ln(N)로 계산되며, 위의 식에서 ln(L)는 로그 우도값, p는 추
정되는 모수의 수, N은 표본의 크기를 각각 의미한다. SABIC는 위의 BIC의 식에 대신 N*=(N+2)/24
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모두 값이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Muthén, 2004).
7) Entropy는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Entropy의 범위는 0과 1 사이이며, 대략 0.6이면 80% 이상, 0.8 이상이면 90% 이상
이 제대로 분류되었다고 할 수 있다(Muthé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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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Asparouhov & Muthen, 2014; Vermunt & Magidson,
2002).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층 수를 1개씩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 χ2검
증, 분류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진로도구준비 유형 분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에 제시하였다.
<표 4.1>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 분류 기준
분류기준

정보지수

χ2 차이
검증(p값)
분류의질
분류율
(%)

Loglikelihood
AIC
BIC
SABIC
VLMRT
LMR LRT
BLRT
Entropy
계층 1
계층 2
계층 3
계층 4
계층 5

2개
-1935.449
3920.898
4018.189
3938.875
0.0000
0.0000
0.0000
0.731
41.0
59.0

잠재계층 수
3개
4개
-1905.000
-1890.766
3886.000
3883.531
4033.883
4082.005
3913.326
3920.206
0.0223
0.1309
0.0236
0.1346
0.0000
0.014
0.690
0.706
29.9
31.3
32.8
24.3
37.4
25.8
18.6

5개
-1876.567
3881.133
4130.199
3927.156
0.3418
0.3479
0.154
0.749
25.0
2.2
19.3
34.0
19.6

* χ2차이검증은 G개와 G-1개 모형을 비교한 검증임. 예를 들어 2개인 모형과 1개인 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2개인 모형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함. 굵은 글씨가 최적 계층수임.

<그림 4.1>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SABIC 변화

<그림 4.1>을 보면, 첫 번째 기준인 정보지수 AIC와 SABIC는 잠재계층의 수가 3개로
증가할 때까지는 감소하지만 이후 변화가 거의 없다. BIC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3개
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는 표본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 모형이 복잡할수록 AIC와
BIC가 더 감소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Jedidi, Jagpa, & DeSarbo, 1997). 이러한 경우
는 요인분석에서 스크리 도표(scree table)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노언경, 홍세희, 2012).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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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잠재계층 수가 3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인 VLMRT, LMR LRT와 BLRT로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키며 살펴보았
을 때, BLRT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VLMRT, LMR LRT은 잠재계층의 수를 3
개일 때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과 3개인
모형을 비교했을 때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보다는 3개
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
세 번째 기준인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는 잠재계층 수에 관계없이 0.7 정도
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류의 질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인 평균잠재계층 할당확
률이다. <표 4.2>에 제시된 3계층의 평균 사후확률표를 보면, 정확한 계층분류 확률이 행
렬의 주대각선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층1은 90.5%, 계층2는 80.3%, 계층3은 87%로 나
타났다. 이러한 기준들과 더불어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한 결과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
형을 최적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4.2> 평균 사후확률표
구분

계층1

계층2

계층3

계층1에 속할 확률

0.905

0.074

0.021

계층2에 속할 확률

0.095

0.803

0.102

계층3에 속할 확률

0.020

0.110

0.870

4.2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의 형태
계층 수 3개를 최적모형으로 분류된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진
로도구준비 여부에 따라 분류된 3개의 잠재계층의 형태는 <그림 4.2>와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에는 약 29.9%의 학생이 속하며 기존의 학생들이 준비하는 학점, 영어, 자격증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최근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경험과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추가형(well-equipped type)’이
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단은 약 32.8%의 학생이 속하며, 학생들이 여러 진로도
구준비 행동들 중에서 주로 학점과 영어능력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도구 중에서는 자격증
에만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이 집단은 기존의 취업준비 관행을 따라 기본적인 학
점, 영어, 자격증만을 진로도구로 준비한다고 보고 ‘기본형(basic-equipped type)’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재집단은 약 37.4%의 학생이 속하며, 다른 집단들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진로도구준비확률을 나타내고, 학점과 자격증 준비를 위
한 활동만 약간 하였다. 앞으로 학교나 정부의 진로지원 정책의 주된 관심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집단의 이름을 ‘미비형(ill-equipped type)’으로 지었다. 참고로 한자능력이나
석․박사학위 등은 모든 계층에서 거의 준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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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ass 1

class 2

class 3

추가형
29.9%

기존형
32.8%

미비형
37.4%

0.9
0.8
0.7

확률

0.6
0.5
0.4
0.3
0.2
0.1
0

<그림 4.2>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의 형태

4.3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과 예측변수 간 관계
잠재계층과 예측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기위해 기본 측정모형에 개인특성 변인과
학교요인, 진로성숙도, 구직관련 활동요인을 공변인으로 추가한 조건모형을 분석한 결과
로 예측변수가 잠재계층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려주는 다항 로짓계수를 구했다. 이는
한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였을 때 나머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
증된다. 이 연구에서는 보조(auxiliary)변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3단계 접근법(R-3STEP)을
활용하여 계층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특히 엔트로피가 낮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 분류
오류확률을 분석에 반영하였다(Asparouhov, 2014). 결과는 <표 4.3>에 제시하였다.
계층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과 관련해서 성별변수는
추가형과 미비형 집단간 비교와 기본형과 추가형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대학생은 기본형이나 미비형 집단보다는 추가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 관련 변수중에서는 학교성적이 추가형과 미비형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미비형보다는 추가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진로성숙도
와 관련해서는 진로관심이 추가형과 미비형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추가형보다는 미비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구직관련활동
변수중에서는 진로지도 및 상담경험 유무 변수가 기본형과 미비형 집단간 비교와 추가형
과 기본형 집단간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지도와 상담경험이 있는 학생은 기본
형 집단보다는 미비형이나 추가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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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 분류와 독립변인의 관련성
요인

개인

학교
진로
성숙도
구직
관련
활동
*

추가형 vs 미비형
기본형 vs 미비형
추가형 vs 기본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0.909*
0.355
-0.562
0.448
1.471***
0.422
-0.010
0.112
0.131
0.123
-0.141
0.105
0.112
0.322
0.315
0.372
-0.203
0.387
0.265
0.235
0.303
0.220
-0.038
0.273
-0.283
0.243
-0.008
0.246
-0.275
0.260
0.527*
0.219
0.368
0.210
0.159
0.243
-0.517*
0.232
-0.181
0.180
-0.336
0.258
0.045
0.243
0.027
0.232
0.018
0.252
0.377
0.281
0.219
0.222
0.158
0.305
0.414
0.389
-0.354
0.524
0.768
0.490
0.365
0.833
-1.136
1.399
1.501
1.405
0.860
0.707
1.135
0.736
-0.275
0.629
1.467
0.919
-17.064***
0.712 18.531*** 0.364

변수
성별
연령
지역
현재경제상태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학교성적
진로관심
진로계획성
진로독립성
시험준비여부
교육훈련 받은 경험
취업사교육경험
진로지도 및 상담경험

p⟨.05,

**

p⟨.01,

***

p⟨.001

4.4 진로도구준비 잠재계층과 구직활동 간 관계
구직활동 여부의 응답비율은 경험한 학생은 65.5%, 무경험인 학생이 34.5%로 나타났
다. 이에 진로도구준비에 따른 잠재계층 별로 구직활동에 차이가 나는지 Wald 검정 결
과, <표 4.4>에 나타난 것처럼 잠재계층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Wald=9.922, df=2, p⟨.01). 즉, 추가형 집단이 미비형 집단(Wald=9.791, df=1, p
⟨.01)보다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승산비(Odds ratio)는 2.368로 추가
형 집단의 대학생들의 구직활동 확률이 미비형 집단의 대학생들의 구직활동 확률보다
2.368배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4> 잠재계층별 구직활동 여부 비교
잠재계층 별 비교
추가형
*

p⟨.05,

**

Wald 검정 값
미비형

p⟨.01,

***

9.791

**

Odds ratio
2.368

p⟨.001

5. 결론 및 논의
그 동안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이나 정부의 취업
및 진로지원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관련 정책들이
대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준비 활동의 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진로 및 취업준비를 위한 개별 대학생들의 실제적 필요와 관련 정책 간의 괴리가 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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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들의 유형에 대한 탐색적(exploratory)이며
진단적(diagnostic) 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구인인 진로도구준비 행
동 유무에 따라 유형(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후 유형별로 실제 구직활동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한국고용정보
원에서 제공하는 2014년 청년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36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진로도구준비 행동 유무에 따른 유형의 분류는 통계적인 기준과 실질
적인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진로도구준비 행동 유
형을 ‘추가형(well-equipped type)’, ‘기본형(basic-equipped type)’, ‘미비형(ill-equipped
type)’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분류에서 주목할 점은 37~56% 정도의 학생들이 미비형과
무기력형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만
성적인 진로미결정 집단으로 볼 수 있다(임은미, 2011; Meyer & Winer, 1993).
둘째, 진로도구준비 행동 유형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 29.9%를 차
지하는 추가형 집단은 기존의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학점, 영어, 자격증 등을 관리하면서
도 동시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관심있는 직종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 집단은 공동체 의식, 소통
및 팀워크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진로도구준비
행동을 하였다. 이에 반해 32.8%를 차지하고 있는 기본형 집단은 기존 취업준비 관행에
따라 학점과 영어능력 같은 기본적인 취업 관련 도구에만 관심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
비형 집단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학점과 자격증만 약간 준비하고 나머지 모든 진로도구
준비 행동 영역에서 낮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고, 그 비율이 37.4%로 나타났다. 향후,
대학이나 정부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미비형 집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대학생들이 미비형 집단에 속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차원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도구준비 행동 유형을 분류한 후 관련 변인들과 이들 유형과의 관련성을 분
석한 결과, 개인배경 변수 중에서는 성별이 유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
대학생은 기본형이나 미비형 집단보다는 추가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대학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손은
령, 손진희, 2005)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로성숙도의 하위 구인인 진로관심은
추가형과 미비형 집단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추가형보다는 미비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진로준비가 미흡한 미비형 집단
의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구직관
련 활동 변인들 중에서는 진로지도 및 상담을 받은 경험은 기본형과 미비형 집단 분류,
추가형과 기본형 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진로지도와 상담을 받은 경험
이 있는 학생은 기본형 집단보다는 추가형 혹은 미비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는 진로상담을 받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조현재, 201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와 같은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의 이질적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다만, 추측컨대 미비형 집단의 학생들은 진로준비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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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진로지도 및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형 집단의 학생들은 진로지도
및 상담을 받은 결과로 기본형 학생보다 진로도구준비 행동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
다. 그런가 하면, 학교 관련 변인 중에서는 학교성적이 추가형과 미비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미비형보다는 추가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
았다. 끝으로, 분류된 유형별로 실제 구직활동 여부를 비교한 결과, 추가형이 미비형 집단
보다 구직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도구준비 행동 유형에 적합한 진로지원 방안
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형 집단에게는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미비형 집단에게는 자신감 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진로도구준비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한계를 갖는다. 연구내용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진로준비행동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주로 탐색한 것과는 달리, 진로준비행동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대학생들의 실제 진로도구준비 행동 유형을 분류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또한,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변수 중심
적 접근 방법(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적용한 것과 달리, 개인 중심적 접근방법
(person-centered approach)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Magnusson, 1998).
즉,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진로준비행동과 다른 심리적 변인들의 관계가 모집단 내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동질적일 것이라고 가정한 반면, 본 연구는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가
대학생의 하위집단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그 유형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대학이나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진로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생 진
로준비도구 행동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진로도구준비 행동유형을 분류하는데 청년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12개 항
목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진로준비 행동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보다 더 많은 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분석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YP2007)의 8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횡단연구를 수행하였다. 추후,
진로도구준비 행동의 변화 추이에 대한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 성장분
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적용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층 간 이동을 알
아보는 잠재이동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과 같은 종단 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
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5월 14일 접수, 2018년 6월 18일 수정, 2018년 7월 20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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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Career Tools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Young-kyo Oh1) · Sung-Hyun Cha2)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in career tools prepa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nd to test its relationship with job-seeking activities and
individual

backgrounds

on

determining

latent

class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s, latent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Youth Panel (YP) data.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ree types of latent class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ell-equipped

type’,

‘basic-equipped

type’,

‘ill-equipped

type’

for

career

tools

preparation. Nex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ce of the classification groups and
related variables, the variables affecting group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ols were gender and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experience.
With regard to gender, female college students a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well-equipped type than ‘half-equipped type’ and ‘ill-equipped type’ groups, and students
with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experience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well-equipped type, rather than the other two type groups. Finally, the results of
comparing whether the actual job search activity differs by classified groups, as for career
tools preparation, the well-equipped type group is more likely to do job search activity
than ill-equipped type group. When these findings are taken together, it appear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s are more preparing career-related tools than male college
students and actually more active in looking for job. The findings of the study could be
utilized as preliminary materials for guiding career preparation of youth, especially for
college students. Given these results, three type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ere
suggested, and customized support programs and policies for each type were also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limitation of the study and futur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tools preparation behavior,
R-3STEP method, Latent cla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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