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사회의 변화는 확실성보다 불확실성이 주도하는

시 이다. 2016년 1월 스 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제4차

산업 명에 한 세계경제포럼에서도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 반

에 걸쳐 변 을 망하 다[1]. 이러한 변화와 련하

여 OECD의 12개국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도구의 지

활용 능력, 사회 상호작용 능력, 자기주도 으로 학

습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 하지

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상당히 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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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나라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의 성취 수 은 매우

높지만, 교과에 한 흥미도는 26 로 OECD 평균 이하

수 이었다[3]. 이는 학습에 한 흥미와 즐거움, 성취동

기와 인내력을 포 하는 자율 역량의 부족 즉, 자기주

도 학습역량을 제 로 갖추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 결과

로 해석 할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의 효과는 자기주도

학습이 없는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3.7%인

데 반해 1시간미만이라도 하는 학생은 72.7% 다[4]는

분석 결과에 나타나듯이 학습향상에 향을 미쳤다. 이

런 에서 학습의 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학교

단계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계발하는 최 의

시기이다[5].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면 히 살펴보고 그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능력을 향상

시키기 한 측면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자들마다 정의가 아직까지 일치되

지 않고 있다. 일반 으로 학습자가 교사나 타인의 도움

과 상 없이 스스로 학습에 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

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학습결과를 스스

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6-8].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활동에 주체가 되어 학습동

기와 목표를 진단하고, 학습 성취를 높이기 한 모든 과

정에서 의사결정과 행 주체가 되는일련의 학습상황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에 향을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도 학습방법 요인, 로그램 개발 등을

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9,10]. 이는 짧은 기간에 자기

주도 학습에 한 변화를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외부요인의 개입으로

인한 수동 인 변화를 기 할 수 있지만, 본질 이고 내

재 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

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추는데 발달

론 의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더 본질 인 연구가

될 것이다.

학생의 발달 특성 하나는 자기를 이해하는 시

기라는 이다. 자기이해는 ‘ 상을 알려고 하는 바로 그

자신’을 고찰하는것으로, 사물에 해 아는 것은 찰가

능한 정보와 이해이지만, 자신에 해 아는 것은 사물을

이해하는 인간 자체에 한 앎이다. 즉 자기이해는 어느

사물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근원 으로 살펴야 한다는

이고, 이를 해 타자보다는 자기변화와 역동 인 상

태를 통합 으로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11].

최근에는 Dweck의 자기이론(self-theory)이 등장하면

서 자기이해와 자기주도 학습과 향 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고있다[12-16]. 자기이해가높으면 자기주

도 학습에 정 향을 주는 요인으로 측되지만,

실질 으로 자기이해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계를 밝힌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학생은 자기이해의 발

달 과업에 직면하고 있으며, 학생이라는 학습자의 역

할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둘 간의 계성을 실증 으

로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

기주도 학습의 선행요인으로 보고된 자기이해 변인을 심

층 으로 다루어 발달 의 자기이해와 자기주도 학

습의 실증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 학생 시기에 직면하는 핵심 발달 하나는

인지 발달이다. 이 시기에는 구체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발달하는 시기로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한 가설을 설정하여 미래의 사건을 측하게 되고, 미래

의 이상에 한 상상이 많아지는 이상 사고 능력이 발

달하게 된다[17]. 즉 실 인 자아 심 사고로부터벗어

나기 시작하여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진학이나 취

업, 결혼등에 한 미래지향 사고에 한 심과 인식

발달이 형성된다고 하 다[17]. 이러한 미래지향 사고

는 발달 단계상 과업 성취를 한 자기주도 변화를 가

져오는 측변인[18,19]이라는 에서 미래지향 사고

에 을 두어 살펴보는 작업은 발달 에서 요

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

구는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로그램 개발과 환경

근에 을 둔 연구가 부분이며[9,20-22], 발달

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 자기이해가 차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래지향 사고의 발달이 진행

되는 을 고려하면 이두 변인간의인과 계가있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선행연구에서 자기이해와 자기주도 학습

의 간의 계성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미래지

향 사고는 자기주도 학습과 련성이 높다고 제시되고

있기에 자기이해와 자기주도 학습 간의 계에서 미래지

향 사고가 갖는 매개효과에 이론 타당성이 성립한다

고 보여진다. 더욱이 자기주도 학습과 련한 기존 연구

들에서는 측변인들 간 단일차원의 직 향력만 다

루었을 뿐 각 변수들 간의 경로 계 매개효과를 심

으로 다차원 으로함의를이끌어낸 연구는부재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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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달론 에서 구조화된 개념 틀을 활용하여

포 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본 연구

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이해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 아울러 자기이해와 자

기주도 학습의 계에서 미래지향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

2.1 조사대상 

본 연구 상자는 G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편의

표집방법에 의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설문조사는 2017

년 5월부터 8월까지 240부를 수집하 다. 수집된 설문지

는 데이터 검증과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 최종 분석 상

으로 선정된 214부를 분석하 다.

2.2 측정도

2.2.1 해 검사 

자기이해 검사는 임언, 정윤경, 상경아[23]가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지의하 요인인자기이해 5문항을 추출

하여 학생에게 합하도록 수정 보완하 다. 자기이해

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 특성에 하여자신이알고 있

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자

기이해 검사의 신뢰도 Cronbaha’s α .891로 확인되었다.

2.2.2 미래지향적 사고 

미래지향 사고 척도는 이은경[24]이 학생을 해

수정한 검사 도구에서 요인분석으로 유효한문항을 발췌

하 고, 연구 상에게 용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다. 미래지향 사고는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생각

하고 그에 한 반응과 안을 생각하는 사고인식이다.

반응양식은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고, 신뢰도

Cronbaha’s α .912로 높게 나타났다.

2.2.1 주도 학습 검사 

자기주도 학습에 한 검사지는 한지 [25]이 개발한

측정도구의 일부 문항 학생에게 합하도록 수정

보완하 다.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한 략을 통해 실행

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갖는 태도를 의미한다.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태도가 높다

는 의미이며, 총 5개 문항으로 신뢰도 Cronbaha’s α .735

로 확인되었다.

2.3 료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17.0과 AMOS 20.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 으며, 자료 분석을 해 평균,

표 편차, 정규성 분석, Pearson의 상 계분석, 구조모

형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χ2, CFI, TLI, SRMR RMSEA 합도 지수를 이용

하 다[26]. 모형 합도 단 기 은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합도이고, SRMR,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합도를 나타내는데 .05 이하이면 좋은

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합도로 단한다[27].

3. 연 결과

3.1 주 변수  평균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해평균과 표 편차,

왜도 첨도를 검토하 다. 자기이해, 미래지향 사고,

자기주도 학습은 최 수 5 을 기 으로 각각 3.50,

3.58, 3.42 으로 간 수인 3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

(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모형에서 선정

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Variables M(SD) Skewness Krutosis

S.U* 3.50(.867) .275 -.833

F.O.T** 3.69(.788) .094 -.723

S.D.L*** 3.42(.919) .484 -.281

* S.U : Self-Understanding
** F.O.T : Future-Oriented Thinking
*** S.D.L : Self Directed Learning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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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 계 

본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변수들 간의피어슨 상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이해는 미래지향

사고(r=.609, p<.01)와 자기주도 학습과(r=.476, p<.01) 정

인 계를 가졌다. 한 미래지향 사고는 자기주도

학습과도 정 상 계(r=.779, p<.01)로 나타났다.

Variables S.U F.O.T S.D.L

S.U 1

F.O.T .609** 1

S.D.L .476** .779** 1

** p < .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3.3 조 형  적합도 검  

본연구의 구조모형 합도검증 결과는Table 3과 같

다. 구조모형의 합도 지수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모

형의 χ2=38.742(p>.05)로 합도 기 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값의 경우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200개 이상의경우 그러하

다[27]. 본 연구는 214개의 표본을 사용하 으므로 χ2값

의 결과로 연구모형의 합도를 단하기에는무리가 있

어 다양한 합도기 을 함께 사용하 다. TLI와 CFI는

각각 .944, .960으로 좋은 합도 기 인 0.9를 모두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MSEA 값은 .080로 합도에 부

합하 으나, SRMR 값은 .108로 권장 사용 기 을 벗어

났다. 종합 으로 구조모형으로 사용하는데 합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Cate
gory

χ2 p TLI CFI RMSEA SRMR

Index 38.742 .192 .944 .960 .080 .108

Table 3. Goodness-of-fit Index

3.4 조 형  

3.4.1 해  주도 학습, 미래지향적 사고

 계 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기이해, 자기주도학습, 미래지

향 사고 변인간의 직 향에 한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생의 자기이해는 자기주도 학습에

직 향(β=.031)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t=.197, p>.05), 반면 미래지향 사고에 직 향(β

=.56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52, p<.01). 한

미래지향 사고는 자기주도 학습에 직 향(β

=.961)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t=4.803, p<.001).

path
Estimate

S.E. C.R. p
β Β

F.O.T ← S.U .601 .560 .197 3.052 .002

S.D.L ← F.O.T .915 .961 .191 4.803 .000

S.D.L ← S.U .032 .031 .160 .197 .844

Table 4. Analysis Results of Estimate Model

3.4.2 해  주도 학습과  계에  미

래지향적 사고  매개효과 검  

매개효과 분석 연구모형의 심층 인 이해를 해

각 변수들 간의 향 계를 직 효과와 간 효과로 분석

하 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 효과에 한 분

석은 AMOS 20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분석한 후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부트스트

래핑 방법은 모든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통계

가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28].

미래지향 사고는 자기이해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

는 향 계에서 완 매개효과(complete mediation)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이해는 미래지향 사고를

매개로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간 효과는 .538이었으

며,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통한 유의도검증결과 p<.0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D.V.
Directed
effect

Indirected
effect

Total
effect

S.U
F.O.T .560* .560*

S.D.L
.031 .538* .568*

F.O.T .961* .961*

* p < .05

Table 5. Analysis Results of Estimate Model

4. 논   제안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기이해과 자기주도 학습간

의 계에서 미래지향 사고의 매개효과를 실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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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 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도 학습은 5 척도에서 간 수인 3

을 상회하는(3.40 ) 수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연구

상자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계성을 악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의 자기이해가 미래지향 사고에 56.0%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

기이해가 높으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상황들에 해 구

체 으로 사고하게 된다는 선행연구[17] 결과와 일치한

다. 한 실 인 사고보다는 추상 이고 형식 인 사

고의 발달에 이르는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생의 미래지향 사고는 자기주도 학습에

96.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에 한

질문으로 인해 재 자신의 역할과 과업을 생가하게 하

고, 이로 인해 학업을 스스로 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지향 사고가 자기주도

변화를 래한다는 선행연구[18,19] 결과처럼, 학생

의 학습태도 변화의 일환인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자

신의 미래에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요한 변인임

을 검증하 다.

넷째, 학생의 자기이해는 자기주도 학습에 3.1%의

설명력을 갖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는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12-16] 결과와 상이하다. 자

기이해를 높이는 것이 스스로 학습에 한 변화를 래

하지 않는 결과라는 에서 기존 자기이해 로그램이

자기주도 학습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9-10]와 다

른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이해는 자기주도

학습에 통계 으로 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향후 자기이해와 자기주도학습의 향 계

의 통계 유의성이 상반되는 결과인 만큼 자기이해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의 미래지향 사고는 자기이해가 자기

주도 학습에 미치는 향 계에서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기이해가 자기주도 학습에

직 선행요인이라는 과 자기주도 학습에 한 단편

인 련성을 제시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할 수 있다. 즉, 자기주도 학습 향 요

인에 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다차원 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지향 사고의 완 매개효과가 확인된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향상시키기 해개인 차

원의 자기이해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 사고 발달을 돕

기 한 필요성을 제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와 같은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의 자기이해는 요한 발달 특성이

다. 특히 학생 시기에는 학습이라는 주요 과업성취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 선행변인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본 연구 결과처럼 자기이해가 명확할수록 미래지향 사

고와 자기주도 학습에 선행변인이라는 이다. 학생들

의 자기이해를 고취하기 한 가족-학교-사회의 극

역할이 필요하며, 학교생활에서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

동에 있어서 자기이해의 근본 이해 로그램 제공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 미래지향 사고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학생

의 미래는 고입과 입 그리고 취업이라는 진로계획과

연 되기 때문에 장기 미래에 한 인식의 발달이

필요하다. 발달 에서도 미래지향 사고가 이루어

지지만 그 사고의 범 와 향력, 그리고역할에 한 재

인식을 감안한 미래지향 사고는훈련시킬필요가있다.

이 은 가정과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학생 시기에

하는 주요 상이 미래지향 질문과 토론을 하는 시간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에 한 질문과 안을생각

하도록 하기 보다는 미래에 한 질문을 함으로써 학

생시기 이후의 안과 역할을 모색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이해로부터미래지향 사

고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밝 냈다. 학생이 되면서 학업에 한 부담

이 증가하는데 선행학습과 학원에서 상당시간을 보내도

록 하는 것보다는 자기이해와 미래지향 사고의 발달을

부모와 교사가 직간 으로 도움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을 상기시킨다.

넷째, 본연구는학업성취를 해 더많은 시간을학업

에 활용하기보다는 발달 에서 학업성취를 한

근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 인 자기이

해와 인지 발달의 미래지향 사고는 학생의 학습에

선행변인임을 검증하 다. 발달 에서 자기주도 학

습은 구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과업 성취를 이

룰 수 있다는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이해와 자기주도 학습의 매개

변인인 미래지향 사고는 인지발달의 개인차를 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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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문제 을 보완하고, 시간 범 를 고려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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