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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발달이론과 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

와 학업과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내외적 변인들을 학생 개인과 개인이 속한 학교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1년에 시행한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과 

진로교육 경험 및 학교 수준에서 제공되는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추론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발달 관련 변인인 자아개념, 진로성

숙도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이 인

식한 진로지도 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학교 및 학과 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과 직업체험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진로검사, 학교 및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

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부적

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특성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에서는 직업체험활동(1차년도만)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 2차년도 모두 자율학교 및 

특목고 여부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실제 및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중·고등학생, 자기주도 학습태도, 진로교육 경험,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다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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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은 주요한 발달과업이다. 이러한 학업은 상 학교로

의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한 취업 등 진로문제와 직결되며, 성인기의 생활에도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상 학교의 원만한 진학과 한 직업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우리 사회의 실은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의 부담을 가 시키고 있다 (김계  

외, 2009). 우리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높은 수 의 학업성취를 기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면에 학습에 한 지나친 기 와 요구

는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성취와 좋은 시험성 에 한 압력으로 스트 스 수 이 높아질 수 있

는 문제를 야기한다(강혜원, 김 희, 2004; 김종백, 김 엽, 2009; 박성희, 김희화, 2008). 이러한 

상의 기 에는 부모와 학교가 학생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한 타당성을 학생들에

게 이해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좋은 학’과 ‘좋은 직장’을 다니기 해 천편일률 으로 모

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획일화된 가치의 주입은 학생들의 학업에 한 부담감과 스트

스를 야기할 뿐, 학생들이 학업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반면에, 공부

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이며(김소 , 2009; 박경빈, 권 민, 2011; 소연희, 2011), 

학업 스트 스를 경험하기 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한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즉, 청소년 시기에 해당되는 한 진로발달 과업을 이루고 자신의 선택이 이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해 깨달은 학생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탐색된 꿈을 

향해 공부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업수행이라는 발달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는 학생들로 하여  자신의 미래에 한 포부나 진로계획을 함께 고려하게 함으로써 학업에 

한 내 인 동기 유발을 통한 학습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김경식, 이 철, 2009).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Super(1996)의 발달이론에 의하면,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한 이해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 한 능력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며 해당되는 시기마다 주어지는 발달과

업을 성공 으로 수행했을 때, 그 다음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비가 되었다고 가정한다. 진

로 련 문제를 해결하기 해 진로발달 이론은 진로성숙도를 강조한다. 많은 연구들(김수리, 이

재창, 2007; 어윤경, 2008)은 진로발달 단계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들을 잘 처할 수 있는 진로

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주도 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한 일에 더 많은 시

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진로성숙도는 학생들의 내 인 학업 동기에 기

한 자기 주도 학습특성과 련이 있다(김소 , 2009; 박경빈, 권 민, 2011; 천경희, 박은아, 송

명;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 자기주도 학습 태도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한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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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합한 학습 략을 선택, 실행한 후

에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학업에 한 내 인 동기가 높은 특성

으로 이해된다(이지혜, 2010). 자기주도 학습태도나 자기 조  학습과 진로발달 련 변인들에 

한 선행연구들(김소 , 2009; 황매향, 임은미, 2004)은 학생들의 학업에 한 동기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정 인 계를 갖고 있으며 자기주도 학습태도나 학업동기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

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몇 몇 연구들(김경식, 이 철, 2009; 

천경희, 박은아, 송 명, 2011)은 진로성숙도나 진로 응 수 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자기조  학습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두 변인들 간의 계 방향에 해서는 아직까

지 서로 련이 있지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진로발달 과업도 보다 더 잘 성취할 수 있다’거

나 아니면 ‘자신의 진로에 한 포부와 계획에 따른 목표가 있는 학생들일 수록 학업에 한 

동기가 더 높다’ 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에 한 연구들이 충분히 축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논리 으로 진로발달 련 변인들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한 내 인 동기의 역할

을 갖게 함으로써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수 있다는 추론이 

보다 더 가능할 것이다(황매향, 임은미, 2004). 

그러므로 본 연구는 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루어야 할 진

로발달과 학업수행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요인

으로서 진로발달 련 변인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개별 학생들의 진로발달 련 변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진로

발달 련 변인들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발달 련 변인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생들이 지각한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는 어떠한가? 이

러한 연구의 결과로부터 일차 으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당면한 학업과 진로 발달 과업

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발달 련 변인들의 역할

을 실증 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 로 효과 인 ·고등학교 진로교육  진로지도 

방안에 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수 에서 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과 진로교육

생애 단계별 진로발달에 한 이론들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한 발달 과업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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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는 데 도움을 다. 그 표 인 이론으로서 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생애 반에 걸쳐 각 

단계별 한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진시키기 한 

진로교육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Super는 시간의 흐름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에 한 인식

인 자아개념이 변화하며 이러한 자아개념의 변화과정을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의 5단계 진로발달 과정으로 보고 각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발달과업의 수행을 통해 다음 단계

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기는 탐색기에 해당되는 단계로 미래에 한 구체 인 계

획을 세우는 일이 요한 발달 과업이다(Super et al., 1996). 즉,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성, 가치 을 고려한 합한 진로 안들에 해 탐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한 비를 

해야 한다. 이 게 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을 성공 으로 이룰 수 있는지에 해 얼마나 비되었

는가의 정도를 악할 수 있는 개념이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이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  요구에 처하는 비도로서 진로문제와 련된 개인의 발달 정도와 

수 의 지표가 된다(Osipow & Fitzgerald, 1996). 이러한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진시키기 한 진로교육의 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학생

들의 경우, 이미 등학교 때부터 서서히 흥미가 발달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즐겨서 할 수 

있는 일에 한 인식이 가능하다. 차로 자신의 능력에 한 단력이 발 하면서 자기가 좋아

하지만 잘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해 어떤 능력이 요구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기 때문에 학교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직업 비를 해 더욱 

요해진다(Sharf, 2006). 이후 인지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해서 자신에게 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한 추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진로교육은 앞서의 발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 가치, 능력에 해 스스로 

평가하고 직업세계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욕구들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이루질 필요가 있고 

그에 기 한 진학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희수, 김옥희, 2007; 박완성, 2007; 한상근, 

2009). 요컨 ,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업과 진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이라는 발달 과업이 분리된 일이 아니라, 서로 유기 으로 연계

되어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해 학업이라는 발달 과업에 

보다 충실한 태도로 임할 것이다(Akos & Niles,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하게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비도인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

태도에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진로 성숙도는 자신에 한 인식인 자아개

념과 함께 발달되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수 을 가늠할 수 있는 진로 성숙도와 

자아개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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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자기주도 학습태도(Self-Directed Learning: SDL)란 교수자 주도 학습과(Teacher-Directed 

Learning: TDL)과 조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시간, 장소,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지식이나 학습기술, 그리고 개인  발달의 향상을 가져오려는 태도이다

(Gibbson, 2002).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태도의 개발은 등교육과정에서 요한 교육목표가 된

다. 발달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해 책임을 질  아는 주도 인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강한 발달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학습 장면에서는 자기의 삶에 한 주도권을 가진 

학생일수록 더 많은 것을 학습하고 활용함으로써 평생학습 사회에서 살아가기 한 주체  개

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손진희, 김안국, 2006; 이지혜, 2010; Zunker, 2007). 

자기주도 학습태도 는 자기조  학습 능력에 향을 주는 요인들에 한 연구는 크게 내재

 요인과 외재  요인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가 있다. 학습자의 내재  요인에 한 연구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여 보다 높은 성취를 이끌어내는 학습 상을 

설명해 왔다(양명희, 2000; 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 Martinez-Pons, 1988). 학

습자가 어떻게 자기를 조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지를 이해하기 해 다양한 심리 내  변인

들에 한 연구들은 크게 인지와 동기, 행동 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김경식, 

이 철, 2009; 양명희, 2000). 첫째, 인지 심의 연구들(박 정, 2005; 이지혜, 2010; Brown & 

Palincsar, 1982)은 자기 주도 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인지 략과 사고의 방법에 한 상

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조  학습을 이해하기 한 연구들은 인지  측면에 

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둘째, 동기 심의 연구들(김경식, 이 철, 2009; 양명희, 이경아, 

2009; 천명희 등, 2011; Pintrich & De Groot, 1990)은 주도 인 학습자들의 경우 그 지 않은 

학습자들에 비해서 학습에 한 정  정서와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자기조  

학습 태도는 본질 으로 동기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양명희, 2000).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련 있는 동기 요인의 측면에서 진로발달 련 변인들이 최근에 탐색되

어 오고 있으나(김경식, 이 철, 2009), 진로발달 련 변인들과 학업 동기나 자기주도 학습태도

와의 계에 한 연구들(김소 , 2009; 박경빈, 권 민, 2011; 천명희 등,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은 두 변인간에 서로 정 인 계가 있다는 결과들을 일 되게 보고하고 있지만 계의 

방향성에 해서는 아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한 연구들이 보다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셋째, 자기 주도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동기를 조 하면서 자발 으로 학습하는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즉, 좀 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시간을 리하는 행동  요소들이 자기주도 학습 태도의 요한 설명 요인들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Britton & Tesser, 1991; Lopez & Little, 1996). 앞서 진로발달 이론에서 검토되었듯이,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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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진로발달과정에서 경험하는 환경  요구에 보다 더 잘 처할 수 있는 

비가 높은 것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이 증가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한편,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향을 미치는 외재  변인들에 한 연구는 학생 개인의 심리  

특성에 한 연구와는 달리, 상 으로 부족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몇 몇 연구들과 학습자의 

동기와 학업성취와의 계에 한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 환경의 맥락 변인들

의 향에 한 결과로부터 그 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김경식, 이 철, 2009; 정 숙, 2003; 

Ginsburg & Bronstein, 1993; Gonzalez-DeHass, Williems, & Holbein, 2005; Zimmerman, 1990). 

체로 부모의 여와 지원 행동은 학생들의 학업 동기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  지 는 학생들의 학문 인 태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생

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향을 주는 학교 환경의 맥락의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김경식, 2005; 

소연희, 2011)에 의하면, 수업 비를 잘하고 교수학습에 열 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동기

에 정 으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습을 한 정 인 학교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들의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 인 학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한 연구들은 학생들의 심리내  요인과 외재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개인 특성에 향을 주는 가정과 학교의 외  요인

들을 통제하여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학생들의 진로발달 

련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사회는 다양성과 개인의 주체성, 자율성, 자발성, 개인의 선호와 선택, 자기표 과 창의

성을 요한 가치로 여긴다(장원섭, 2007). 이러한 사회 , 시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율  동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주체 인 

개인으로 성장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태도는 그것이 가지는 교육  의미나 가치

에 의해서 련한 많은 연구들(박 정, 2005; 소연희, 2011; 양명희, 이경아, 2009; 양명희, 2000)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지고 있으며, 학업에 한 내 인 동기와 학업성취와 련이 있는 것으로 일

되게 보고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서 검토되었듯이, 학

생들의 진로발달 련 변인들은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향을 미치는 심리내  변인 에 동기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한 련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매향과 임은미(2004)는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와의 계에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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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성숙도와 내 인 학업 동기간에 정 인 계가 있고 특히, 학업 성취 수 에 한 학생들의 

지각이 스스로 높다고 인식한 학생일수록 진로성숙도와 학업 동기간의 계가 보다 더 뚜렷하

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자

기 주변의 세계에 한 이해가 높아 자신이 처한 발달 단계에서 환경이 요구하는 문제에 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기 주도 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한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김수리, 이재창, 2007). 한 

자신에게 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한 성과 흥미를 근거로 찾으려는 학

생들은 자기 주도 인 학습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소 , 2009; 박경빈, 권 민, 2011). 

달리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한 환경  요구란 결국엔 학업이며 이것은 진로발달의 

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학업 때문에 스트 스를 받기 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한 과정으로 지각함으로써 보다 

주도 으로 학업에 임하는 태도가 높을 것이라 상된다. 의과 학생을 상으로 성인의 진로 

성숙도를 의미하는 진로 응도와 자지조  학습 태도와의 계에 한 천명희 등(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 응도가 높은 집단이 자기조 학습의 하  요인인 동기, 인지, 행동 조 의 

학습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과 학생들의 효율 인 학업을 해서는 진

로 발달의 수 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시하 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

도와의 계에 한 연구들(조미랑, 2005; 황매향, 임은미, 2004)은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의 

정  계를 연령별, 성별에 상 없이 일 되게 보고하고 있어, 등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

로에 한 성숙한 태도는 학업성취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련성

을 추론할 수 있다.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 태도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들의 내외  변인들에 

한 요인들을 분석한 김경식과 이 철(2009)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발달 련 변인을 학습

에 한 동기 요인으로 설정하고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자신의 미래에 한 

포부수 이나 진로 계획은 학습에 집 하려는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다면, 학생들의 진로발달 련 변인들과 자기주도 학습

태도와의 련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김소 , 2009; 박경빈, 권 민, 2011; 천명희 등, 2011; 황

매향, 임은미, 2004)은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정 인 계를 일

되게 보고하고 있지만 계의 방향성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한 

연구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등

의 진로발달 수 이 높은 학생들은 스스로 목표를 세워 학습하고자 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것으로 상하고 이에 한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진하는 진로교육의 성과에 한 연구들(이지연, 2007; Whiston, 

Brecheisen, & Stephens, 2003)에 의하면,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더 많이 경험한 학생들이 자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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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나 진로성숙도, 목표 의식, 진로결정 효능감 등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발달 수 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정 인 계가 확인 되고 있고 진로교육 경

험은 학생들의 진로발달  개발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

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정 으로 향을  것으로 상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  수업 련 강연,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직업체험, 진로상담,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 경험에 한 여부로서 진로교육의 다양한 형태들을 측정하고 이러한 진

로교육 경험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이 속한 

학교 수 의 속성에 따라 개인의 특성에 향을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변인, 학교 특성 변인, 학교 목  사업 등의 교육의 맥락  환경 변인을 통제하여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 

학교교육을 통한 진로교육 경험 이외에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가정 배경 변인에 

한 연구들(김수리, 이재창, 2007; 김종운, 강정임, 2009; 남수정, 2011; 박완성, 김미숙, 2009; 박은

선, 2010; 선혜연, 2008; Lopez & Andrews, 1997; Poulter, 2006)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자녀 계, 부모의 지원 등이 학생들의 진로의식이나 가치에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의 차이는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다르게 

향을 미치며 나아가 진로에 한 의식의 차이에 향을 주는 부모의 지원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도 정 으로 향을 미칠 것이라 상된다. 한 이러한 진로교육 경험과 진로성숙

도와의 계에서 성별 효과(김희수, 김옥희, 2007; 박은선, 2010; 남수정, 2011)가 보고되고 있어, 

진로성숙도와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별 변

인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0년과 20111년에 시행한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를 이용하 다. 서울교육종단연

구는 서울시 · 등 모든 학교 을 상으로 반 인 교육과정에 한 교육 정책 수립  

학생  학교 특성 이해를 해 장기 인 에서의 다각 인 연구를 수행하려는 목 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주도의 종단연구이다.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는 체 서울시 학교  

약 20%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남녀비율을 고려하여 2개 학 을 무작 로 추출하는 

방식의 층화 2단계 집락 추출 방식으로 표집 상을 선정하여, 해당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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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학교에 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 생성되었다. 본 연구를 해 서울교육종단연구의 

1, 2차년도(2010~2011) 자료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학교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서울교육종단연구 자료는 학교 학생 74개교 4,544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83개 

학교의 5,240명이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연구 상

원자료 

학교 수

원자료 

학생 수

1차년도 분석대상 2차년도 분석대상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중학교 74 4544
65 

(87.8%)

2706

(59.6%)

73 

(88.0%)

4026 

(76.8%)

고등학교 83 5240
62 

(83.8%)

2669 

(58.7%)

73 

(88.0%)

4024 

(76.8%)

주: ( )안은 원자료 비 분석 상 추출 비율

이들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필요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태도, 진로교육 련 경험, 진로발달 

련 변인들과 기타 독립 변인들에 모두 유효한 응답을 한 상만을 연구에 포함시켜, 학교의 

경우 1차년도 65개교 2,706명, 2차년도 62개교 2,669명,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차년도 73개교 

4,026명, 2차년도 73개교 4,024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표 1). 

2. 연구변인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태도로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의 세 가지 

하  요인으로 이루어져있고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 지 않다 1

에서 매우 그 다 5 으로 평가되며, 본 연구에서는 총 9개 문항의 평균값을 종속 변인으로 사용

하 다. 구체 인 문항 내용과 Cronbach α 계수로 나타낸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각 하

요인별 신뢰도는 모두 .7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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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문항 내용과 신뢰도

구인 문항 내용
Cronbach α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

방법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생각해 본다

.800 .744중요한 내용들은 요점 정리를 하거나 표나 마인드맵 등으로 

정리하여 공부한다

수업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한다

학습 

노력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797 .742
계획한 공부 시간표를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공부나 과제 도중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책이나 인터넷을 찾

아본다

학습 

태도

아무리 어려운 내용을 배워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55 .727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2) 독립 변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생 수 에서 학생의 진로발달 련 

변인, 진로교육경험 변인을, 학교 수 에서 학교진로지도 변인을 설정하 고, 더불어 모형에서 

함께 고려하여 통제하기 한 학생  학교 배경 특성 변인으로 학생  가정환경변인, 학교 유

형 변인, 학교 목 사업 변인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구체 인 변인들의 구성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학생  가정환경, 진로발달, 진로교육경험 변인은 학생 수 의 변인이고, 학교 유

형, 학교 목 사업, 학교진로지도 변인은 학교 수 의 변인이다.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

생, 학부모, 학교 설문에서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변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필요

에 따라 로그변환을 하거나 평균이나 합산 수를 구하여 분석 과정에 하도록 변환하여 사

용하 다.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모두 학생 수  변인과 학교유형, 학교진로지도 변인은 동

일하지만, 학교 목 사업 변인으로 학교는 학력향상 학교 여부, 사교육 없는 학교 여부 

 교육복지투자특별지원학교 여부가 포함된 반면 일반계고등학교는 학력향상 학교 여부,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학교, 특목고 여부가 포함되어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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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 변인의 구성  내용

구 분 변 수 명 내 용

학

생

수

준

통

제

변

인

학생 

및 

가정

환경

변인

성별 학생의 성별 남자=1. 여자=0

부학력
아버지의 최종학력을 교육년수

로 환산한 것

초졸=6,중졸=9,고졸=12,2년

제대졸=14,대졸=16,석사=18,

박사=22

소득(로그) 월평균가구소득의 자연로그 값

부모지원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정도 (5점 리커트) 8개 문항의 평균

학

생

수

준

변

인

진로 

발달

관련 

변인 

자아개념 자신에 대한 생각 (5점 리커트) 3개 문항의 평균

진로성숙도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태

도, 행동에 관한 문항
(5점 리커트) 4개 문항의 평균

진로 

교육 

경험

변인 

교과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경험 여부 있음=1. 없음=0

진로 강연 진로관련 강연 경험 여부 있음=1. 없음=0

학교학과안내 학교 및 학과 안내 경험 여부 있음=1. 없음=0

진로검사 진로관련 검사 경험 여부 있음=1. 없음=0

직업체험 직업체험 경험여부 있음=1. 없음=0

진로상담 진로상담 경험여부 있음=1. 없음=0

학

교

수

준

통

제

변

인

학교 

유형

변인 

공립학교 공사립 여부 공립=1, 사립=0

남녀공학 남녀공학여부 남녀공학=1, 기타=0

남자학교 남자학교여부 남자학교=1, 기타=0

학교 

목적 

사업

변인 

학력향상 학력향상 중점학교여부
학력향상중점학교=1, 해당안됨=0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사교육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여부

사교육없는학교=1,해당안됨=0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교복투 교육복지투자특별지원학교 여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1,

해당안됨=0 /중학교만

교과교실제

학교
교과교실제 시행학교 여부

교과교실제학교=1,해당안됨=0 

/고등학교만

자율학교 자율학교 여부
자율학교=1, 해당안됨=0 

/고등학교만

특목고 특수목적고 여부
특목고=1, 해당안됨=0 

/고등학교만

학

교

수

준 

변

인

학교

진로 

지도

변인 

별도과목 별도과목 편성해 진로지도 지원 해당됨=1, 해당안됨=0

담당교사 교과에 포함해 담당교사가 지도 해당됨=1, 해당안됨=0

교사개별지도 담임/상담교사가 개별진로지도 해당됨=1, 해당안됨=0

직업체험활동 직업체험활동을 제공해 지도 해당됨=1, 해당안됨=0

초청강연 외부인사 초청강연을 통해 지도 해당됨=1, 해당안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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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향력을 미치는 진로발달 련 변인들과 진로 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해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각각 학생과 학교의 두 개 수 이 반 된 다수  분석

(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학생 수 과 학교 수 의 계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일반 인 회귀모형이 아닌 다수 의 

선형모형을 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Raudenbysh & Bryk, 2002). 자료 분석에는 HLM 7.0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 는

데, 가장 먼  독립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  모형을 분석하여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분산이 

어느 정도 학생 수 과 학교 수 에서 분할되는지 살펴보았다. 다수  분석에서 기  모형은 어

떠한 독립 변인도 모형에 넣지 않고 단순히 종속변인과 학교 구분만이 반 된 모형으로 다음 

단계 분석의 기  정보를 제공한다(강상진, 1998). 두 번째 연구 모형은 학생 수 의 편을 설명

하기 해서 학교 수 의 변인을 투입한 형태인 무선 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설

정하여 학생의 진로발달 련 변인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를 살펴보

았다. 이 때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학생 수 과 학교 

수 의 배경 특성 변인, 즉 학생 수 에서 학생  가정환경 변인, 학교 수  변인에서 학교 유형

변인과 학교 목  사업 변인, 학교 진로지도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분석을 실시하 다. 

모형을 나타내는 다음의 수식에서 X는 학생 수 의 독립 변인, Z는 학교수 의 독립 변인이고, 

Y는 종속 변인인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나타낸다.

    학생 수         ⋯     ∼  
 

    학교 수         ⋯     ∼ 
 

        ⋯    

Ⅳ. 연구 결과

1. 기초 통계량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수  분석에서 종속 변인으로 사용된 자기주도 학습태도는 학교 학

생들의 평균이 1차 년도에는 3.32, 2차 년도에는 3.24로 나타났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

균은 1차 년도에 3.31, 2차 년도에는 3.30으로 나타났다(표 4). 표 5는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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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수  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종속 변인의 기술통계량

N Mean S.D. Min. Max.

중학교
1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2706 3.32 .70 1.00 5.00

2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2669 3.24 .72 1.00 5.00

고등학교
1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4026 3.31 .66 1.00 5.00

2차년도 자기주도 학습태도 4024 3.30 .68 1.00 5.00

<표 5> 독립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변인명

중학교 고등학교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M S.D. Min Max M S.D. Min Max M S.D. Min Max M S.D. Min Max

학생수준

성별 .51 .50 .00 1.00 .51 .50 .00 1.00 .55 .50 .00 1.00 .55 .50 .00 1.00

부학력 14.6 2.7 6.00 22.0 14.6 2.7 6.00 22.0 14.7 2.8 6.00 22.0 14.7 2.8 6.00 22.0

소득(로그) 6.10 .65 3.00 9.11 6.11 .65 2.71 9.11 6.08 .68 1.95 9.20 6.08 .68 1.95 9.20

부모지원 3.48 .56 1.00 5.00 3.38 .57 1.00 5.00 3.27 .57 1.00 5.00 3.19 .58 1.00 5.00

자아개념 3.47 .86 1.00 5.00 3.48 .86 1.00 5.00 3.61 .79 1.00 5.00 3.65 .78 1.00 5.00

진로성숙도 3.90 .84 1.00 5.00 3.82 .82 1.00 5.00 3.88 .77 1.00 5.00 3.93 .73 1.00 5.00

교과 .41 .49 .00 1.00 .41 .49 .00 1.00 .56 .50 .00 1.00 .40 .49 .00 1.00

진로강연 .31 .46 .00 1.00 .37 .48 .00 1.00 .64 .48 .00 1.00 .60 .49 .00 1.00

학교학과

안내
.30 .46 .00 1.00 .30 .46 .00 1.00 .60 .49 .00 1.00 .50 .50 .00 1.00

진로검사 .64 .48 .00 1.00 .70 .46 .00 1.00 .89 .31 .00 1.00 .84 .37 .00 1.00

직업체험 .26 .44 .00 1.00 .28 .45 .00 1.00 .37 .48 .00 1.00 .23 .42 .00 1.00

진로상담 .37 .48 .00 1.00 .35 .48 .00 1.00 .54 .50 .00 1.00 .45 .50 .00 1.00

학교수준

공립학교 .85 .36 .00 1.00 .76 .43 .00 1.00 .40 .49 .00 1.00 .40 .49 .00 1.00

남녀공학 .86 .35 .00 1.00 .84 .37 .00 1.00 .42 .50 .00 1.00 .42 .50 .00 1.00

남자학교 .08 .27 .00 1.00 .08 .27 .00 1.00 .34 .48 .00 1.00 .34 .48 .00 1.00

학력향상 .18 .39 .00 1.00 .06 .25 .00 1.00 .08 .28 .00 1.00 .08 .28 .00 1.00

사교육

없는학교
.22 .41 .00 1.00 .13 .34 .00 1.00 .10 .30 .00 1.00 .10 .30 .00 1.00

교복투 .18 .39 .00 1.00 .42 .50 .00 1.00 - - - - - - - -

교과교실제 - - - - - - - - .19 .40 .00 1.00 .19 .40 .00 1.00

자율학교 - - - - - - - - .16 .37 .00 1.00 .16 .37 .00 1.00

특목고 - - - - - - - - .12 .33 .00 1.00 .12 .33 .00 1.00

별도과목 1.71 .98 1.00 4.00 2.56 .99 1.00 4.00 2.72 1.0 1.00 4.00 2.72 1.0 1.00 4.00

담당교사 3.14 .61 1.00 4.00 3.26 .60 1.00 4.00 2.95 .80 1.00 4.00 2.95 .80 1.00 4.00

교사개별

지도
3.38 .52 2.00 4.00 3.58 .50 3.00 4.00 3.55 .50 3.00 4.00 3.55 .50 3.00 4.00

직업체험

활동
2.98 .48 1.00 4.00 3.03 .44 1.00 4.00 2.18 .90 1.00 4.00 2.18 .90 1.00 4.00

초청강연 2.88 .45 1.00 4.00 2.97 .40 2.00 4.00 3.08 .49 1.00 4.00 3.08 .49 1.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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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1) 기 모형 분석 결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체 분산을 학생 수  분산과 학교 수  분산으로 나 어 각 수 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해 기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학교 1차 년도의 학교수  분산은 .018, 학생수  분산은 .468로 나타나 자기주도 

학습태도의 체 분산  학생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은 96.4%, 학교 간 차이로 설명되

는 분산의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2차 년도의 경우 학생 수  설명비율은 98.5%, 학교 수  

설명비율은 1.5%로 나타났다. 강상진, 민정과 장지 (2005)은 학교 수  분산의 비율이 5%이

상이면 집단 간에 실질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10%이상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기 에 따른다면 학교의 경우 1차 년도와 2차 년도 모두 

학교수  분산의 비율이 5%보다 작아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있어 학교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교의 경우 학생 특성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련성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을 시사하고 있다.

<표 6>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한 기 모형 분석 결과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절편 3.316*** .021 3.242*** .018 3.314*** .021 3.304*** .030

무선효과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 분산

학교수준  .133*** .018  .089*** .008  .275*** .075  .241*** .058

학생수준  .684 .468  .717 .514  .604 .365  .638 .407

Total .486 .521 .440 .464

학생수준 

분산비율
96.4% 98.5% 82.9% 87.5%

학교수준 

분산비율
3.6% 1.5% 17.1% 12.5%

주: *** p<.001, ** p<.01, * p<.05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1차 년도의 학교수  분산은 .075, 학생수  분산은 .365로 나타나 자기

주도 학습태도 분산  학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17.1% 고, 2차 년도의 학교수

 분산은 .058, 학생수  분산은 .407로 학교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이 12.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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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고정효과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학생수준

절편   .416 .184   .314 .195   .774*** .188   .656** .202

학

생 

및 

가

정

환

경

변

인

성별   .018 .024   .009 .029 -.057 .031 -.050 .026

부학력   .030*** .005   .018*** .005   .017*** .004   .018*** .004

소득(로그)   .013 .019   .047* .023   .008 .014   .035* .017

부모지원   .133*** .024   .146*** .023   .120*** .020   .080*** .019

진

로 

발

달 

변

인 

자아개념   .260*** .015   .230*** .019   .229*** .013   .252*** .019

진로 성숙도   .236*** .015   .209*** .019   .194*** .014   .190*** .016

났다. 앞서 제시한 강상진, 민정과 장지 (2005)의 기 에 따른다면 고등학교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학교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특성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한 향력과 더불어 어떠한 학교 수  독립 변인이 자기주

도 학습태도와 련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다음의 표 7은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각각에 해 다수  분석을 실시하여 자기주도 학습

태도에 한 독립 변인들의 계를 살펴본 결과이다. 

학생의 진로발달 련 변인인 자아개념, 진로성숙도는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상으로 

한 1, 2차년도 모든 분석 결과에서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p<.001), 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그 수 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진로 교육 경험 변인들 에서는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 경험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

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특성을 보 고, 진로 련 강연 경험

은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2차 년도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표 7>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한 다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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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로 

교

육 

경

험

변

인 

교과 -.007 .026   .017 .025   .042* .017   .068*** .020

진로강연   .003 .026   .089*** .024   .027 .026   .085*** .020

학교학과안내   .077** .026   .032 .033   .060** .020   .075*** .020

진로검사   .067** .025   .017 .031   .103** .036 -.010 .029

직업체험   .064** .023   .057* .029 -.035 .022   .049 .026

진로상담 -.030 .024 -.042 .027 -.051** .019 -.028 .019

   학교수준

학

교 

유

형

변

인 

공립학교   .004 .030   .021 .041 -.108* .050 -.080 .048

남녀공학 -.016 .049 -.022 .039   .001 .050   .026 .046

남자학교 -.029 .065   .012 .073 -.082 .048 -.053 .041

학

교 

목

적 

사

업

변

인 

학력향상   .001 .078   .008 .028   .045 .035   .063 .053

사교육없는학교   .008 .037   .036 .055   .078 .050   .029 .056

교복투 -.011 .035   .007 .045   - -

교과교실제학교 -.015 .031 -.022 .028

자율학교   .189** .060   .108* .050

특목고   .366*** .058   .252*** .049

학

교

진

로 

지

도

변

인 

별도과목 -.005 .039   .012 .011   .004 .014   .009 .014

담당교사 -.021 .015   .020 .026   .002 .018   .007 .018

교사개별지도 -.022 .025   .038 .029 -.018 .028 -.009 .029

직업체험활동   .040* .032 -.037 .038   .021 .020   .006 .019

초청강연   .022 .032   .022 .032   .054 .028   .045 .029

무선효과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학교수준   .058* .003   .056* .003   .079*** .006   .071*** .005

   학생수준   .550 .303   .615 .378   .518 .269   .542 .294

   총분산 .306 .381 .274 .298

주: *** p<.001, ** p<.01, * p<.05

한편 학교  학과 안내 경험은 학교의 2차년도 분석에서만 유의미하지 않고 다른 분석에서

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01), 진로 련 검사는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1차년도 분

석에서만 유의미하 고(p<.01), 직업체험 경험은 학교 분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5). 이상의 변인들은 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태도 수 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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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상담 경험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1차년도 분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음(-)의 계수를 

보여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태도 수

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의 배경 특성 변인들 에서는 학생  가정환경 변인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가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1, 2차년도 모든 분석 결과에서 자기주도 학습태

도에 유의미한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01), 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그 수

이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  변인들 에서는 학교의 경우 부분의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차년도 

분석 결과에서 유일하게 직업체험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여 운 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자기주

도 학습태도가 그 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 분석에서는 자율학교와 특목고 여부의 향력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p<.05) 자율학교로 학교를 운 하는 경우와 특목고인 경우 그 지 않은 학교

들에 비해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1차년도 분석

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 분석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Ⅴ. 논의

본 연구는 진로발달이론과 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한 발달과업

인 진로와 학업과의 연계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련 

변인과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학생과 학교 수 의 계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수

 분석을 용하 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자아개념 그리고 학생들이 지각한 진

로교육 경험은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유의미하게 측하 으나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교육의 자

기주도 학습태도에 한 향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교육기 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실제와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한 연구에 해 논의를 하

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진로발달 련 변인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자아개념

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매우 유의미하게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 내지는 진로 응도와 학업 동기 는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에 한 선행연구(김소 , 2009; 박경민, 권 민, 2011; 천명희 등, 2011; 황매향, 임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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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들이 두 변인간의 정 인 계를 일 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진로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진로성숙도가 학업에 한 동기를 유발하여 학업 수행이라는 행동을 향상시킬 것이라 가정하고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 방향성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미래에 한 포부수

이나 진로 계획이 학습자로 하여  동기 유발을 가져옴으로써 학습에 집 하려는 학습태도가 

향상된다는 김경식과 이 철(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진로성숙도와 자아개념의 

진로발달 련 변인이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해

서는 추가 으로 그 둘 간의 계에서 학업동기가 매개변인이 될 때,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

습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진로성숙도가 학업동기

를 매개로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변량과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가 없다면, 본 연구에서 가정한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한 동기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보다 명확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추후에는 진로발달 

련 변인들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에서 진로성숙도가 학생들의 인지와 동기, 행동의 측

면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다 면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진로성

숙도란 주어진 진로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환경  요구에 하게 처할 수 있는지에 한 

비도로서 자신에 한 명확한 이해와 외 인 환경에 한 객  이해가 높을수록 진로 성숙

도가 높다고 가정한다(Super et al., 1996). 이론 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외부 환경에 한 명확한 인식이 있다는 것은 인지 략 사고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인지 심의 연구들(박 정, 

2005; 이지혜, 2010; Brown & Palincsar, 1982)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메타 인지 사고의 략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진로성숙도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한 생각과 더불어 그에 한 구체 인 계획과 비라는 

행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려는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진로성

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메타 인지, 진로포부와 같은 동기, 

꿈을 실 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세 가지 측면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구인으로 이에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진로발달 련 변인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에서 어떻게 진로 발달

이 학업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한 상을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이 인식한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상담

을 제외하고 체로 계의 크기는 미미하 지만,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을 진하는 학교 진로교육에 한 성

과연구들(이지연, 2007; Whiston et al., 2003)에 기 하여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더 많이 경험한 

학생들이 자아개념이나 진로성숙도가 보다 높다는 결과와 이러한 진로 발달 련 변인들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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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도 학습태도와의 정 인 계들(천명희 등, 2011; 황매향, 임은미, 2004)을 바탕으로 진로교

육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계를 확인하 다. 

학생의 경우, 1학년 때에서는 학교  학과 안내, 진로검사, 직업체험이 그리고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과 직업체험이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쳤다. 1, 2차년도 모

두 자기 주도  학습태도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진로교육 경험은 직업체험으로 나타난 

바, 학생을 한 진로교육은 체험 심의 진로교육 형태가 보다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원섭, 2007).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 때에는 진로검사, 학교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그리고 2학년에서는 진로강연, 학교  학과 안내,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가 학생들

의 자기주도 학 태도에 유의미하게 정 인 향을 미친 반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진로상담은 

오히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의 경

우에는 당장 학 입학을 해 구체 인 진로 환 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학교  학과 안내의 진로교육 형태가 보다 효과 일 수 있을 것이라 추론된다. 그러나 이러

한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가 학교  학과 안내 주로 이루어지고 직업체

험을 통한 진로지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으

로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태도에 체로 정 인 향을 미

치고 있다는 에서 등교육 기 에서 교육과정의 목표로서 진로교육의 요성을 확인한 것이

라 하겠다. 

한편, 학생들이 인식한 진로상담의 경험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1차년도 분석에서만 유의미하

게 나타났는데 음의 계수를 보여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경험이 없는 학생들

이 자기주도 학습태도 수 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한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상담 경험의 질

 수 이 동일하지 않고 학생 수 에서 개별 진로교육 경험에 한 지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경험한 진로상담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로상담이 자기주도 학습태

도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과 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외 연구결과(Whiston 등, 2003)에 의하면, 진로상담 문

가 없이 이루어진 진로교육이나 지도가 가장 비효과 이었다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학교에

서 제공되는 진로상담이 문  상담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한 조사가 우선 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2011)가 시행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기  2010년도 고등학교 자료에서만 진로상담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부 인 계가 

확인된 것인 만큼, 앞으로 종단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한 부가 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외재  요인을 통제하기 해 학생들의 가정배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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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아버지의 학력  소득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태도나 학업 성취에 향을 주는 부모의 여와 지원 행동 그리고 부모의 사회  

자본들에 한 선행연구들(김경식, 이 철, 2009; 정 숙, 2003)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학생

들이 진로발달과 학업수행의 발달과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

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경험이 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에 따른 진로발달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 인 가 된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낮고 가계소득이 낮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

의 사회경제  지 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진로발달 수 과 히 련된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반복 으로 검증되고 있는 상이다(Akos & Niles, 2007). 특히 사회경제  지 가 낮

은 가정의 경우, 진로발달의 요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역할모델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성취에 한 지원이나 압력이 약하며, 재능이나 능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지원도 부족하다. 따라

서 이를 보완해  수 있는 진로 멘토링이나 진로캠 와 같은 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는 학교 차원에서 부모를 한 자녀들의 진로교육의 요성과 방법에 한 학부모 교육 강좌

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부모 지원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개인 외  배경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여 히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 자아개념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이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

다는  한 요하게 포착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비록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진로 련 

경험이 결핍되고 한 지원이나 개입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로부터 다양한 로그

램을 통해 한 도움을 받는다면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 즉,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해 다양한 교육 로그램들을 학습과 유기 으로 연결

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설명하는 학교 수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경우 1차년도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직업체험활동을 학교에서 실시하

여 운 하는 학교에 속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그 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의 형태가 직업 체험을 많이 활용

하는 것이 학교 진로교육에 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 분석에서는 

1차년도 분석에서 사립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태도가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다른 학교 수  변인들  고등학교 자료 분석

에만 포함된 자율학교와 특목고 여부의 향력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자율학교와 특목고의 경우는 학생들이 이미 자기의 진로에 

해 상당히 탐색한 후에 고등학교 진학이 결정된 학생들로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자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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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태도의 기 선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요한 두 가지 발달 과업인 진로발달과 학업 수

행과의 연계성을 실증 으로 살펴 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지주도 학

습태도를 형성하는데 진로발달 련 변인과 진로교육 경험의 역할을 조명하 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교육

종단 연구에서 수집된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지역과 단  학교에 

따른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특히, 직업교육을 목 으로 하는 문계 고등학교의 진로교육 경

험은 다른 단 학교의 경우와는 다른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상되며 후속 연구로서 문계 

고등학교를 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의 상들은 탐색기의 진로

발달 단계에 있는 집단으로서 학업 수행을 향상키기 해 진로발달 련 변인들이 동기의 역할

이 된다는 가정이 지지되었으나 진로발달 단계가 탐색기 이후인 확립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

을 상으로 한다면, 이미 진로 선택이 좁 진 상황에서 자신의 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는 

학업에 한 동기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공 련 진로에 한 동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

에, 진로발달 련 변인과 학업 태도와의 계의 방향성은 진로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차 비교

하는 연구들이 축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교육종단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의미하는 구인들을 측정하는 도구의 정교성이 떨어지는 제한

이 있어 추후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 도구들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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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ers: 

Application of Multilevel Analysis
***

Choi, Yoon-Jung
*

Kim, Ji-Eun**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n aim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er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n 2010 and 2011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tudents’ career education experience, various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and 

career education provided by school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pplying Multileve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lf-conception, career maturity were 

giving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Second, the 

student’s career education experience had exhibited different effects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ers. Three experiences during the first year in middle 

school, guidance about school and major, tests for career and job experience, and two 

experiences during the second year, lectures on career and job experience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high school, while tests for career, guidance about 

school and major and career guidance in school curriculum were positive in the first year, 

the experience of career counseling in the second year were identified the negative relation 

to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hird, among the school characteristics variables, the supply 

of job experiences ha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to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middle 

school, and autonomous high school and special high school also showed positive re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career education and related research 

in middle and high school were discussed. 

Key words: middle and high schooler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career education 

experience, self-conception, career maturity, multilev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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