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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학교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녀공학 1 27 67.5 67.5

남학교 2 4 10.0 10.0

여학교 3 9 22.5 22.5

40 100.0 100.0

DIV2 학교명

==> 데이터 참조

DIV3 조사지역: 권역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동부산                                                    1 17 42.5 42.5

중부산                                                    2 12 30.0 30.0

서부산                                                    3 11 27.5 27.5

40 100.0 100.0

DIV4 거주지역: 구,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금정구                                                     2 3 7.5 7.5

기장군                                                     3 3 7.5 7.5

남구                                                       4 2 5.0 5.0

동구                                                       5 1 2.5 2.5

동래구                                                     6 1 2.5 2.5

부산진구                                                  7 5 12.5 12.5

북구                                                       8 7 17.5 17.5

사상구                                                     9 1 2.5 2.5

사하구                                                     10 3 7.5 7.5

서구                                                       11 1 2.5 2.5

연제구                                                     13 2 5.0 5.0

영도구                                                     14 1 2.5 2.5

해운대구                                                  16 10 25.0 25.0

40 100.0 100.0

1



A1-2015-0017
부산지역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조사, 2015 : 교사

SQ1 응답자 성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                                            1 5 12.5 12.5

여                                         2 35 87.5 87.5

40 100.0 100.0

SQ2 응답자 출생년도(년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959 년 1959 4 10.0 10.0

1962 년 1962 3 7.5 7.5

1963 년 1963 3 7.5 7.5

1964 년 1964 3 7.5 7.5

1965 년 1965 4 10.0 10.0

1966 년 1966 4 10.0 10.0

1967 년 1967 4 10.0 10.0

1968 년 1968 1 2.5 2.5

1969 년 1969 2 5.0 5.0

1971 년 1971 2 5.0 5.0

1972 년 1972 3 7.5 7.5

1976 년 1976 1 2.5 2.5

1977 년 1977 2 5.0 5.0

1979 년 1979 1 2.5 2.5

1981 년 1981 1 2.5 2.5

1984 년 1984 1 2.5 2.5

1988 년 1988 1 2.5 2.5

40 100.0 100.0

다음은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2. 출생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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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Q2 응답자 연령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0대 2 1 2.5 2.5

30대 3 6 15.0 15.0

40대 4 16 40.0 40.0

50대 5 17 42.5 42.5

40 100.0 100.0

SQ3 담당교과목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가정 1 2 5.0 5.0

과학 2 5 12.5 12.5

국어 3 7 17.5 17.5

기술 4 1 2.5 2.5

기술가정 5 1 2.5 2.5

도덕 6 2 5.0 5.0

미술 7 1 2.5 2.5

사회 8 3 7.5 7.5

수학 9 3 7.5 7.5

역사 10 1 2.5 2.5

영어 11 5 12.5 12.5

음악 12 1 2.5 2.5

중국어 13 1 2.5 2.5

진로와 직업 14 6 15.0 15.0

한문 15 1 2.5 2.5

40 100.0 100.0

SQ4 자유학기제 담당 경력(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0.3 년 0.3 1 2.5 2.5

1 년 1 27 67.5 67.5

1.3 년 1.3 3 7.5 7.5

2 년 2 9 22.5 22.5

40 100.0 100.0

3. 담당교과목

4. 자유학기제 담당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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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진로체험활동 중요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3 7.5 7.5

중요한 편이다 4 15 37.5 37.5

매우 중요하다 5 22 55.0 55.0

40 100.0 100.0

Q2 진로체험활동 만족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 3 7.5 7.5

보통이다 3 3 7.5 7.5

만족하는 편이다 4 29 72.5 72.5

매우 만족한다 5 5 12.5 12.5

40 100.0 100.0

Q2_1 (불만족 응답자만) 진로체험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선택할 수 있는 진로체험활동의 종류가 적어
서

1 3 7.5 100.0

비해당 0 37 92.5

40 100.0 100.0

문1. 귀하께서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진로체험활동이 어느 정도 중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작년(2014년) 자유학기제 동안 참여했던
청소년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로서 여러 영역 중 진로체험활동 운영에 대해 어느 정
도 만족하십니까?

문2_1. (문2에서 ①과 ②번 응답자만 체크) 귀하께서 진로체험활동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
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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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2014년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체험활동 참여 횟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월 1회 이상 1 22 55.0 55.0

월 2회 이상 2 8 20.0 20.0

주 1회 이상 3 2 5.0 5.0

기타 4 8 20.0 20.0

40 100.0 100.0

Q3_e 2014년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체험활동 참여 횟수: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4 진로체험활동 1개당 참여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4시간 이내 1 29 72.5 72.5

4시간 이상 - 8시간 이내 2 11 27.5 27.5

40 100.0 100.0

Q5 진로체험활동 1개당 참여 인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6-10명 3 2 5.0 5.0

11-20명 4 20 50.0 50.0

반 전체 5 16 40.0 40.0

기타 6 2 5.0 5.0

40 100.0 100.0

Q5_e 진로체험활동 1개당 참여 인원: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문3. 귀하의 학교는 작년(2014년)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체험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했습
니까?

문4. 귀하의 학교는 작년(2014년) 자유학기제 동안 진로체험활동 1개당 주로 몇 시간 정도
참여했습니까?

문5. 진로체험활동 1개당 주로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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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가장 많이 경험한 진로체험활동 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다양한 진로체험활동기관(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하기

1 30 75.0 75.0

학교 안에서 진로체험활동하기 2 8 20.0 20.0

다양한 직업인을 학교로 초청하여 강연듣기 3 2 5.0 5.0

40 100.0 100.0

Q7_1_1 청소년 관련 기관 인지도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름만 들어봤다 2 4 10.0 10.0

안다 3 36 90.0 90.0

40 100.0 100.0

Q7_1_2 청소년 관련 기관 인지도2: 청소년문화의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모른다                                              1 9 22.5 22.5

이름만 들어봤다                                        2 21 52.5 52.5

안다                                                      3 10 25.0 25.0

40 100.0 100.0

Q7_1_3 청소년 관련 기관 인지도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모른다                                              1 2 5.0 5.0

이름만 들어봤다                                        2 11 27.5 27.5

안다                                                      3 27 67.5 67.5

40 100.0 100.0

문6. 귀하의 학교는 자유학기제 동안 다음의 진로체험활동 유형 중 어느 것을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경험하도록 했습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인지도-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인지도-2) 청소년문화의집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인지도-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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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_4 청소년 관련 기관 인지도4:  진로교육지원센터 (해운대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모른다                                              1 1 2.5 2.5

이름만 들어봤다                                        2 14 35.0 35.0

안다                                                      3 25 62.5 62.5

40 100.0 100.0

Q7_1_5 청소년 관련 기관 인지도5: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온라인사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모른다                                              1 1 2.5 2.5

이름만 들어봤다                                        2 6 15.0 15.0

안다                                                      3 33 82.5 82.5

40 100.0 100.0

Q7_2_1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 경험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13 32.5 32.5

이용한 적 있다 2 27 67.5 67.5

40 100.0 100.0

Q7_2_2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 경험2: 청소년문화의집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38 95.0 95.0

이용한 적 있다                                          2 2 5.0 5.0

40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인지도-4) 진로교육지원센터(해운대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인지도-5)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부산시교육청 온라인사이트)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이용 경험-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이용 경험-2) 청소년문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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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2_3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 경험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27 67.5 67.5

이용한 적 있다                                          2 9 22.5 22.5

자주 이용한다                                           3 4 10.0 10.0

40 100.0 100.0

Q7_2_4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 경험4: 진로교육지원센터 (해운대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26 65.0 65.0

이용한 적 있다                                          2 13 32.5 32.5

자주 이용한다                                           3 1 2.5 2.5

40 100.0 100.0

Q7_2_5 청소년 관련 기관 이용 경험5: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부산시교육청 온라인사이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없다                                                      1 13 32.5 32.5

이용한 적 있다                                          2 18 45.0 45.0

자주 이용한다                                           3 9 22.5 22.5

40 100.0 100.0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이용 경험-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이용 경험-4) 진로교육지원센터(해운대구, 사상구, 사하구, 기장군)

문7.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2) 이용 경험-5)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부산시교육청 온라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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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_1 (이용 경험자만) 진로체험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잘 제공받지 못한 편이다 2 2 5.0 5.7

보통이다 3 14 35.0 40.0

잘 제공받은 편이다 4 17 42.5 48.6

충분히 제공받았다 5 2 5.0 5.7

비해당 0 5 12.5

40 100.0 100.0

Q8_1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1: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기관 및 종류 제공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1 2.5 2.5

약간 중요하다 4 5 12.5 12.5

매우 중요하다 5 34 85.0 85.0

40 100.0 100.0

Q8_2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2: 충분한 진로체험활동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별로 중요하지 않다 2 1 2.5 2.5

보통이다 3 1 2.5 2.5

약간 중요하다 4 15 37.5 37.5

매우 중요하다 5 23 57.5 57.5

40 100.0 100.0

문7_1. (문7에서 이용해본 기관이 있는 응답자만 체크) 귀하께서 위의 문7에서 이용한 기
관이 있다면, 진로체험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제공받았습니까?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기관 및 종류 제공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충분한 진로체험활동 시간

다음은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중요도, 적절성, 선호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9



A1-2015-0017
부산지역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조사, 2015 : 교사

Q8_3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3: 진로체험활동 1개당 참여인원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2 5.0 5.0

약간 중요하다 4 19 47.5 47.5

매우 중요하다 5 19 47.5 47.5

40 100.0 100.0

Q8_4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4: 이동수단(버스, 지하철 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별로 중요하지 않다 2 1 2.5 2.5

보통이다 3 7 17.5 17.5

약간 중요하다 4 9 22.5 22.5

매우 중요하다 5 23 57.5 57.5

40 100.0 100.0

Q8_5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5: 안전대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2 5.0 5.0

약간 중요하다 4 7 17.5 17.5

매우 중요하다 5 31 77.5 77.5

40 100.0 100.0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진로체험활동 1개당 참여인원수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이동수단(버스, 지하철 등)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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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6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1 2.5 2.5

약간 중요하다 4 1 2.5 2.5

매우 중요하다 5 38 95.0 95.0

40 100.0 100.0

Q8_7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7: 진로선택에 맞추어 진로체험활동 참여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3 7.5 7.5

약간 중요하다 4 9 22.5 22.5

매우 중요하다 5 28 70.0 70.0

40 100.0 100.0

Q8_8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8: 학교-청소년기관간 연계지원시스템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1 2.5 2.5

약간 중요하다 4 12 30.0 30.0

매우 중요하다 5 27 67.5 67.5

40 100.0 100.0

Q8_9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9: 지속적인 진로탐색 활동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2 5.0 5.0

약간 중요하다 4 14 35.0 35.0

매우 중요하다 5 24 60.0 60.0

40 100.0 100.0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6: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진로선택에 맞추어 진로체험활동 참여하기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학교-청소년기관간 연계지원시스템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지속적인 진로탐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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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_10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1 2.5 2.5

별로 중요하지 않다 2 3 7.5 7.5

보통이다 3 14 35.0 35.0

약간 중요하다 4 13 32.5 32.5

매우 중요하다 5 9 22.5 22.5

40 100.0 100.0

Q8_e 그 외 진로체험활동 성공을 위해 중요한 내용

==> 데이터 참조

Q9 진로체험활동 적정 시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4시간 이내 1 22 55.0 55.0

4시간 이상~8시간 이내 2 16 40.0 40.0

3일 4 1 2.5 2.5

기타 5 1 2.5 2.5

40 100.0 100.0

Q9_e 진로체험활동 적정 시간: 기타내용

==> 데이터 참조

Q10_1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선호도1: 다양한 진로체험활동기관(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1 2.5 2.5

약간 좋아한다                                           4 15 37.5 37.5

매우 좋아한다                                           5 24 60.0 60.0

40 100.0 100.0

문8.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자유학기제의 자유선택과정 확대(공통과정 축소)

문9. 귀하께서는 충분한 진로체험활동 시간으로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10.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을 어느 정도 선호하십니까?
1) 다양한 진로체험활동기관(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하기

진로체험활동을 성공하기 위한 요인별 중요도10: 자유학기제의 자유선택과정 확대(공통과정
축소)

12



A1-2015-0017
부산지역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조사, 2015 : 교사

Q10_2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선호도2: 학교 안에서 진로체험활동하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 2 5.0 5.0

보통이다 3 6 15.0 15.0

약간 좋아한다 4 19 47.5 47.5

매우 좋아한다 5 13 32.5 32.5

40 100.0 100.0

Q10_3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선호도3: 다양한 직업인을 학교로 초청하여 강연듣기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 2 5.0 5.0

보통이다 3 6 15.0 15.0

약간 좋아한다 4 17 42.5 42.5

매우 좋아한다 5 15 37.5 37.5

40 100.0 100.0

Q10_4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선호도4: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적성 검사 및 상담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2 1 2.5 2.5

보통이다 3 7 17.5 17.5

약간 좋아한다 4 19 47.5 47.5

매우 좋아한다 5 13 32.5 32.5

40 100.0 100.0

Q10_e 그 외 선호하는 진로체험활동 유형

==> 데이터 참조

문10.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을 어느 정도 선호하십니까?
2) 학교 안에서 진로체험활동하기

문10.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을 어느 정도 선호하십니까?
3) 다양한 직업인을 학교로 초청하여 강연듣기

문10. 귀하께서는 다음에 제시한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을 어느 정도 선호하십니까?
4)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적성 검사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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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진로체험활동 최우선 개선사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기관 및 종류 제공 1 11 27.5 27.5

충분한 진로체험활동시간 2 1 2.5 2.5

안전대책 5 1 2.5 2.5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6 16 40.0 40.0

진로선택에 맞추어 진로체험활동 참여하기 7 4 10.0 10.0

학교-청소년기관간 연계지원시스템 8 2 5.0 5.0

지속적인 진로탐색 활동 9 4 10.0 10.0

자유학기제의 자유선택과정 확대(공통과정
축소)

10 1 2.5 2.5

40 100.0 100.0

Q12 체험하고 싶은 진로체험활동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기업 1 11 27.5 27.5

공공기관(시청, 구청, 연구소 등) 2 9 22.5 22.5

문화예술인이 운영, 작업하는 문화예술 공간 3 16 40.0 40.0

대학교 4 4 10.0 10.0

40 100.0 100.0

Q13 진로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기업, 공공기관 간 연계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연계되어 있지 않는 편이다 2 8 20.0 20.0

보통이다 3 25 62.5 62.5

잘 연계되어 있는 편이다 4 7 17.5 17.5

40 100.0 100.0

문12. 귀하께서는 아래에 제시한 진로체험활동기관 중 어느 곳에서 학생들을 가장 우선적
으로 체험하도록 권장하시겠습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문13. 귀하께서는 작년(2014년) 자유학기제 운영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진로체험활동 활
성화를 위해 학교와 기업 및 공공기관 간 효율적 연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진로체험활동의 연계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께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에서 다음 중 어떤 점이 가장 먼저 개선되었
으면 좋겠습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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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지원시스템 필요성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통이다 3 2 5.0 5.0

필요한 편이다 4 15 37.5 37.5

매우 필요하다 5 23 57.5 57.5

40 100.0 100.0

Q15 학교와 기업 및 공공기관간 연계 및 지원시스템 역할에 적합한 기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산광역시교육청 1 4 10.0 10.0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3 34 85.0 85.0

공공 및 민간 청소년기관 4 2 5.0 5.0

40 100.0 100.0

Q16 진로체험처 발굴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부산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
공시 부산시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1 8 20.0 20.0

미래 인재활용에 대한 기업(기업주) 및 공공
기관(기관장)의 인식 전환

2 2 5.0 5.0

진로체험처 발굴 및 연계시스템을 갖춘 부산
시 차원의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3 17 42.5 42.5

진로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단위학교
에 제공

4 12 30.0 30.0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보시스템간
통합 활동 및 지원 필요

5 1 2.5 2.5

40 100.0 100.0

문14. 귀하께서는 진로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기업 및 공공기관간 효율적 연계시
스템이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5. 귀하께서는 진로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기업 및 공공기관간 연계 및 지원시
스템을 어느 기관에서 맡아서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
해 주십시오.

문16. 귀하께서는 진로체험활동이 가능한 진로체험처 발굴 확산을 위해 다음 중 무엇이 가
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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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진로를 보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바라는 점

==> 데이터 참조

Q18 자신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진로체험활동

==> 데이터 참조

문17.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로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진로를 보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청소년유관기관에 바라는 점
은 무엇입니까?

문18. 작년(2014년)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이 참여했던 진로체험활동 중에 청소년들에게
큰 변화를 주었던 진로체험활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체험활동이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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