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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여고생 2학년 231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계열, 성적에 따라, 자기주도학습능
력은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정서지능(r=.560, p<.001), 진로준비행동(r=.232, 
p<.001)과 각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지능(β=.515, p<.001), 성적 
‘중’(β=.376, p<.001), 성적‘상’(β=.274, p<.001), 진로준비행동(β=.128, p<.05)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0%였다. 
따라서 여고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여고생, 학생,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high school girls.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rom 231 high school girls in May,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3.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r=.560, p<.001)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r=.232, p<.001). Enter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emotional intelligence(β=.515, p<.001), grade ‘average’(β=.376, p<.001), 
grade ‘good’(β=.274, p<.001)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β=.128, p<.05)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44.0%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trategies to increas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high schoo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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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
학 등이 빅데이터와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각 사
회 분야에 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전하는 시대이다. 미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존
재하는 일자리의 경우, 상당수가 없어지고, 미래 노동시
장의 경우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우리의 사회구조와 
삶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1]. 이는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우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열악한 고용 상황으로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엔 여성 인력의 비중
이 높지 않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환경 변
화에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좀 더 적극
적이고 용기 있게 대처해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2]. 

오늘날 이러한 산업사회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는 과거
와 달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 가공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정보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
고[3],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능동적으
로 대처해나가는 자기 주도적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4]. 즉, 자기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구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5], 학습자 
또한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
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학업 수행은 대
학으로의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문제와 직결되어 성
인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업이기에, 학업 
수행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시기에 학업 및 진로 
활동에 자기 주도적으로 임하는 것은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으로서 지닌 감성과 
소통의 잠재력으로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 핵심 산업으
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고생들의 자
기 주도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역량은 정보와 지식의 생성 및 유통이 급
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 학습자가 평생동안 살아가면서 성
공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6]. 

자기주도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

습자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학
습욕구를 진단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목표를 설정하
며 학습 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전략, 환경을 선택, 실행
하여 성취한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이다[7].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
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역
량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이 보다 유연하여 변화를 촉진
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육은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배울 것인지, 지식을 생산
해 나가는 방식을 가르침으로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서의 협동심, 소통,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5]. 또한 학업 수행이 주요한 발달과업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타인주도적학습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은 학습
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자기 능력 수준에 맞도록 학습 진도
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주도과정이 관여되므로 학업성취
에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8]. 

그러나 Lee와 Chung[9]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학생
들의 양적인 학업성취는 이루어졌으나 스스로 학습을 이
끌어가는 능력이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능력
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이 시기의 학생들
에게 효과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하는 변인들을 연구하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정확히 지각
하고, 각각의 정서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표현하며, 자신
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삶
을 향상 시키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정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해
하고 이끄는 능력이다[10]. Jeong 등[11]은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생애 단계별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 
역량으로, 청소년기의 경우 자율성, 감성적 사고역량, 인
문학적 소양을 들었고. Goleman[12]은 직무수행이나 
학업성취에서 정서지능이 지능보다 예측력이 높다고 주
장하였으며, Kim[6]은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입시에 매몰되어 과도
한 경쟁에서 버텨내야 하는 중압감, 대학입시 중심의 교
육제도를 경험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절망하기도 한다[13]. 이러
한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는 학업을 수행해 나가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문
제가 생기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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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는 방향성을 가진 에너지로 행동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며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도 한
다[15]. 그리하여 정서지능의 발달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대한 애착과 호기
심을 갖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갖게 
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16]. 그
러나 만약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면 학습
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과제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심리적으로 불안정 시
기인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있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정서지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또한 학습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선택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은 상급학교로의 원만한 진학과 
사회진출을 위한 청소년의 진로발달과도 관련이 있다[3].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필요한 일을 계획, 실천하는 역량
을 키워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직업 세계에서 원하는 인재 또한 자기주도적이면서 원만
한 동료 관계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영위
하여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17]. 그러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
는 청소년기에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탐색 및 진로준비 행동을 활발히 수행해나가야 한
다. 그러나 남학생에 비해 직업 인식에 있어서 추상적이
고 관념적인 의식이 더 강한 여학생들의 경우[18], 진로
발달에 있어 성 고정 관념, 시대적 배경, 역할 등 지각하
는 진로장벽 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19], 진로성취에 
대한 낮은 기대로 불안정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 차별
화된 진로를 준비해 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진로준비행동이란 개인이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를 위해 구체적
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적인 행위을 하고 있는지를 
말한다[20]. 이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획일화된 
가치 주입이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학생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탐색된 꿈을 향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것이
다[21]. 이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에 대한 내적인 
동기가 높은 특성을 지니므로[22], 선택한 진로는 학습에 
강한 동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23]. 동기는 학
습자 행동의 방향, 강도 및 지속성을 정해주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Driscoll[24]은 개인의 내적 요인, 즉 욕구, 흥

미, 가치, 신념, 포부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가 
계속 유지되는 학습자일수록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이 뛰어
나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진로를 선택, 결정하며, 진로계획에 따른 행동
을 수행하는 실천적 행위인 진로준비행동[20]은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가지는 독립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미쳐 주
도적으로 자신의 학업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정서지능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
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중요한 변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지나, 이들 관계를 
규명하고 변수들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으로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로서 진취적인 성장
을 해 가야 하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진로준비
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주도학
습능력에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

도학습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파악한다.

2) 여고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과, 진로준
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한다.

3)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여고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
도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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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J도 I시 지역 소재의 일개 여자고등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
해하고 협조를 수락한 여고생으로 하였다. 2학년을 대상
으로 한 이유는 고등학교에 입한한 후 1학년의 적응기간
을 지내왔고 그동안 학습해온 습관이나 과정, 자신의 진
로, 목표를 점검, 확인하고 진급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2학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 수 산출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
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를 적용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07명으로 산출되었으며, 20%의 탈락률을 고려
하고, 설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포함시켜 240명
으로 선정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I시 지

역 소재의 일개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전에 연구자가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설문 조사에 불응할 권리가 있으며, 설문에 응
답한 내용은 무기명 처리되어 대상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참여 동
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설
문지 작성 방법을 직접 설명하고 배부하였으며, 작성이 
완료된 설문지는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회수하였
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
다. 총 24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233부가 
회수 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한 231부가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연구도구
2.4.1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와 

Salovey(1997)의 수정된 정서지능 최신모형에 입각하여 
Moon[1999]이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를 Kim[2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5개 요
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2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s α)는 .744였다.

2.4.2 진로준비 행동 
본 연구에서는 Park(2003)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

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수정‧보완한 Park[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탐색활동, 정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
동 이라는 4개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26]의 연구에
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1였다.

2.4.3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Guglielmino(1979)이 개발한 자기주

도학습 준비도검사(SDLRS :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번역한 도구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번역한 Hong[2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새로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효과적인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
감,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독립성, 학습에 대한 애정과 열
정, 미래 지향성, 창의성, 기본학습능력과 문제해결기술
이라는 8개 요인,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자기주도학습 준
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ong[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20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
뢰도(Cronbach's α)는 .922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

다.
2)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

력은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

주도학습능력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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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계열의 경우 문과 134명
(58.0%), 이과 97명(42.0%)이었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적의 정도는 상 52명(22.5%), 중 117명
(50.6%), 하 62명(26.8%)이었으며 계열 결정은 10명
(4.4%)을 제외한 221명(95.7%)의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
였다. 경제 정도는 상 16명(6.9%), 중 196명(84.8%), 하 
19명(8.2%)이었고, 부와 모의 학력은 각각 고졸 이하가 
90명(39.0%), 110명(47.6%)이었고, 대졸 이상이 각각 
141명(61.0%), 121명(52.4%)이었다. 221명(95.7%)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형제 수
는 2명 이하인 경우가 155명(67.1%)으로 많았으며, 3명 
이상인 경우가 76명(32.9%)이였고, 형제 서열의 경우는 
첫 번째인 경우가 113명(48.9%)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인 경우가 86명(37.2%), 세번째 이상인 경우가 32명
(13.9%) 이었다. Table 1 참고. 

Variables Categories n(%)
Department Natural sciences 97(42.0)

Liberal arts 134(58.0)

Grades
Good 52(22.5)
Average 117(50.6)
Poor 62(26.8)

Department 
decision

Decide for oneself 221(95.7)
Decide by parents 5(2.2)
Decide due to grades 5(2.2)

Economic
degree

Good 16(6.9)
Average 196(84.8)
Poor 19(8.2)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90(39.0)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141(61.0)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10(47.6)
University graduate 
or above 121(52.4)

living type Living with parents 221(95.7)
Not living with parents 10(4.3)

Brother 
number

2 people or less 155(67.1)
3 people or more 76(32.9)

Variables Categories n(%)
Rank among 
brothers and 
sisters 

First 113(48.9)
Second 86(37.2)
Third or more 32(1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3.2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
    습능력 정도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지능은 5점 만점
에 평점 3.51±0.2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감정이입
이 3.70±0.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활용 
3.69±0.50점, 정서인식 및 표현 3.60±0.45점, 정서의 
사고 촉진 3.59±0.47점, 정서조절 2.99±0.54점의 순이
었다.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점 
2.48±0.4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정보수집활동 
2.90±0.55점, 진로탐색활동 2.44±0.53점, 직업체험활
동 2.22±0.71점, 취업준비활동 1.93±0.78점의 순이었
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점 
3.40±0.3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습기회에 대
한 개방성이 3.79±0.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본학습
기술과 문제해결기술 3.48±0.46점, 창의성 3.47±0.47, 
미래지향성 3.46±0.50점, 학습에 대한 애착 3.44±0.46
점, 학습에 대한 책임감 3.43±0.44, 학습에 대한 주도성
과 독립성 3.36±0.55점, 효과적 학습자라는 자아개념 
3.20±0.44점 순이었다. Table 2 참고.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진로준
    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진로준비행
동, 자기주도학습능력 차이에서 일반적 특성 중 응답 편
차가 큰 항목, 즉 계열 결정, 경제 정도, 동거 항목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경우 계
열(t=-3.32, p=.001) 성적(F=5.46,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보다 
‘중’, ‘상’인 학생이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적
(F=22.62,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
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보다 ‘중’인 학생이, ‘중’인 학생보
다 ‘상’인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참고.

3.4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
    습능력간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정서지능(r=.560, p<.001), 
진로준비행동(r=.23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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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
동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참고. 

3.5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
    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일반적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Department Natural sciences 3.50±0.30 -0.44(.658) 2.36±0.47 -3.33(.001) 3.43±0.41 1.27(.207)Liberal arts 3.52±0.27 2.56±0.47 3.37±0.37

Grades
Gooda 3.58±0.30

1.88(.154)
2.57±0.47

5.46(.005)
a,b>c

3.61±0.39
22.62(.005)

a>b>cAverageb 3.50±0.25 2.52±0.45 3.42±0.30
Poorc 3.48±0.31 2.31±0.51 3.17±0.39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52±0.26 0.34(.738) 2.42±0.49 -1.43(.154) 3.36±0.36 -1.29(.197)University graduate or above 3.51±0.30 2.51±0.47 3.42±0.39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54±0.29 1.14(.256) 2.45±0.51 -0.90(.371) 3.37±0.35 -0.83(.407)University graduate or above 3.49±0.41 2.50±0.46 3.42±0.41
Brother 
number

2 people or less 3.51±0.28 -0.30(.762) 3.37±0.37 -0.58(.563) 3.37±0.37 -1.78(.079)3 people or more 3.52±0.29 3.46±0.40 3.46±0.40
Rank 
among 
brothers 
and sisters 

First 3.49±0.28
0.74(.480)

2.50±0.48
1.38(.253)

3.36±0.36
0.46(.630)Second 3.54±0.29 2.44±0.49 3.45±0.41

Third or more 3.54±0.29 2.50±0.46 3.41±0.38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s Categories Minimum Maximum M±SD

Emotional intelligence

Appraisal and expression of emotion 2.50 4.75 3.60±0.45
Empathy 2.50 4.88 3.70±0.53

Thinking promotion of emotion 2.25 4.75 3.59±0.47
Utilization of emotion 2.38 5.00 3.69±0.50
Regulation of emotion 1.50 4.25 2.99±0.54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2.80 4.53 3.51±0.28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earch activities 1.10 3.90 2.44±0.53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1.40 4.00 2.90±0.55

Job experience activities 1.00 4.00 2.22±0.71
Job preparation activities 1.00 4.00 1.93±0.78

Tota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23 3.86 2.48±0.48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ove of learning 1.78 4.67 3.44±0.46
Self-concept as an effective learner 1.88 4.38 3.20±0.44
Openness to learning opportunities 2.13 4.75 3.79±0.50

Initiative and independent in learning 1.29 4.86 3.36±0.55
Future orientation 2.00 4.60 3.46±0.50

Creativity 2.17 4.67 3.47±0.47
Responsibility for learning 2.00 4.57 3.43±0.44

Basic learning skills and problem solving 
skills 1.88 4.75 3.48±0.46

Total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2.26 4.48 3.40±0.38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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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중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적은 가
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Tolerence)가 .678~.981로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0~1.497로 기준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79로 자기상
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정서지능(β=.515,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
적이 ‘하’인 경우에 비해 ‘중’인 경우(β=.376, p<.001), 성
적이 ‘하’인 경우에 비해 ‘상’인 경우(β=.274, p<.001), 진
로준비행동(β=.128,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하’인 경우에 비해 ‘상’(B=.209) 또는 ‘중’(B=.344)인 경
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으며,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B=.699), 진로준비행동이 높을수록(B=.102)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4.0%이다. Table 5 참고.

4. 논의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

도학습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
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여고생의 정서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여
중생을 대상으로 한 Seo[28] 연구의 3.21점과,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Kang과 Ahn[29]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경우 3.47점이 나온 결과에 비해 높았다.  

하위영역으로는 Seo[28]의 연구에서 감정이입, 정서 
활용,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의 순
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정이입, 정서 활용,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조절의 순으로, 그중 감정
이입이 가장 높고, 정서조절이 가장 낮은 동일한 연구결과
를 보였고, Kang과 Ahn[29]의 연구와 비교 시 정서 활용, 
감정이입의 순서가 바뀐 것 외에 동일한 순서를 보이며 정
서조절이 가장 낮게 나오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서지능에서 감정이입은 ‘공감’으로, 다른 사람의 감
정과 기분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
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실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25], 이 항목이 가장 높은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관점에 맞추어 가는 한
국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자[30], 여성이 가지는 특
성의 결과로 보여진다. Seo[28]의 연구와 Kang과 
Ahn[29]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감
정이입의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31], 특히 청소년기는 교우관계가 중요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p) r(p) r(p)

Emotional Intelligence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70(.288)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560(<.001) .232(<.001) 1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231)

Variables B SE β t(p) Tolerance VIF
Constant .505 .252 2.008(.046)

Grades dummy 1(good ) .209 .046 .274 4.557(<.001) .678 1.475
Grades dummy 2(average) .344 .055 .376 6.211(<.001) .668 1.497
Emotional Intelligence .699 .068 .515 10.310(<.001) .981 1.02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02 .040 .128 2.532(.012) .951 1.051

Durbin-Wason’s d=1.879 , Adj R2 = .440(R2=.449), F= 45.928(p<.001) 

Table 5. Influence Factor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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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능력, 즉 공감능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치중되다 보면 자신의 정서가 
존중받지 못할 때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하위영역과의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감정이입 항목에 
비해 정서조절 부분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 항
목은 정서지능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기
분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25].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진행되는 전환기로, 이러한 발달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 정서적인 부담
을 주는 일상적 상황들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 부정적 정서 경험이나 정서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시기이다[32]. 따라서 다소 정서조절 영역이 낮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이러한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
하여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서조절 방법을 교육하
여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에 평점 2.48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ang과 Ahn[29]의 연구에서 여
고생의 경우 3.57점, Park[33]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경
우 2.84점인 결과에 비해 낮았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여러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과 Ahn[29]의 
연구와 한 지역에 소재한 4개교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3]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경우 지방에 소재
한 1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 확대된 대상자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여진다. 하위영역으로는 Park[33]의 연구에서 일반 
계열의 경우 정보수집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활동, 
취업준비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정보수집활동이나 진로
탐색활동이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인문계고등
학교로 대학입시에 관련된 진학 위주의 진로준비행동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자신의 특
성, 소질, 능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진로상담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을 위해 진로나 취업
에 관련된 다양한 기회제공 및 지도가 필요하고, 이와 더
불어 직업이나 학과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면담하여 학업 
및 직업세계를 직접 알아가고 직업 체험을 하는 등의 활
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여 진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점 3.40점(평균 
197.2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인문계열

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34]의 연구에서 평균 
196.6점이 나온 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35]
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평균 197.1점의 결과와 유사
하였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Hong[27]의 연
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평균 188.3점이 나온 연구결과보
다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Choi[36]의 연구에서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방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실습환경이 많아서, 
학습행동양식에서 서로 협동하고 즐기는 태도가 더 많은
데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개인적
이고 주도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
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자기주도학
습능력의 8가지 하위요인 중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해결
을 시도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
는 능력인 창의성 요인과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 항상 
학습하려는 태도, 지식의 근원에 대한 탐구심 등의 새로
운 학습기회에 대한 개방성 요인이 가장 높았고, 다른 요
인들에 비해 학습에 대한 주도성과 독립성의 점수가 가
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란 타인의 조
력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능력 수준에 맞게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자
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주도성과 독립성 부분이 
미흡하게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인문계열의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 위주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다보
니 선생님과 부모님의 개입과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심감의 결여가 원인이 되지 않
을까 생각 되어진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학습역량을 코칭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자기주도성을 더욱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왜 배
워야 하고 무엇을 배울것인가 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주도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현
장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조력자 역할과 전
반적인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세 변수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정서지능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적
이 ‘상’ 인 집단이 ‘중’, ‘하’ 인 집단보다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37]의 연구에서 학
력 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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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능력이 높은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와 Joo[23]의 연구에서 성적
이 ‘상’인 학생들이 ‘중’, ‘하’ 학생들보다 자기주도학습능
력이 높게 나온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 충동
을 통제하며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이용한 결과로 보여지고, 이러한 태도는 자신
의 진로를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나타나는 결과라고 사료
된다. 학생들에게 학업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자랑스럽
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작용하여, 성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것은 직업포부와도 관련되어 진다
[38]. 따라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학업적 자
신감이 약화 될 수 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흥미나 욕구
가 감소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상자의 정서지능, 진로준비행동,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서지능과 자기주도학습능력, 진
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새내기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4]의 연구,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Lee, Yang과 Park[3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정서지능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타인의 감성에 공감하며 스트레스로 사고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어려움을 참아내며 자신
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동기화시키며, 
희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12]. 따라서 높은 정
서지능은 생활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켜 자기 스
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화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학
습상황에서 원활하게 사고하도록 하고 학업 활동에 있어
서도 긍정성 및 주도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고생 시기는 청소년기의 특
성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개
인의 독립과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기인데, 여고생이 남고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받고 민감하기 때문에[40]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해질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여고생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교
육환경이 제공 되어져야하며 정서지능의 수준을 신장시
키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전략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양의 상관

관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41]의 연구에서 자기
주도학습과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를 지지하였다. 진로준비행
동은 진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체험
활동을 하는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차원인데, 진
로발달 변인인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
교육경험이나 직업체험활동을 한 경우 자기주도 학습태
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한 Choi와 Kim[21]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미래
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20], 진로목표가 뚜렷하고 자신감이 높은 학습자
들은 학습활동과 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42]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도 관련되어져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진로준비행
동의 수행 여부가 개인의 미래 진로 목표달성을 위한 것
이므로 이는 학습을 하는데 있어 내적인 동기부여가 더
욱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의 목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므로, 청소년 스스로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진
로설정 및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주면서 자기주도학습능력 함양과 같이 병행해 나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여고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서지능, 
성적, 진로준비행동의 순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들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44.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으로 밝혀진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ang[4]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지능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 Kim[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Hong[43]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의미있는 예측변인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이 중요
함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급변할수록 개인의 합리적이고 이
성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이해, 그리고 조
직에서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공감 능력이 강조되며, 이
에 따라 인재양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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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44].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
립해나가야 하는 시기로,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정서
적 능력이 필요하고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45].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무한한 입시경쟁 속
에서 꿈을 키워나갈 틈도 없이 학업 스트레스에 내몰리
고, 여전히 정해진 교과과정을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나가기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시간 학습상황에 노출되어
서 경험하는 정서는 긍정적인 경우도, 부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Graziano 등[46]은 정서조절에 어려움
을 겪는 학습자는 학습 경험 시 어려움이 있고, 문제해결
과 같은 인지처리 과정을 방해하여 학습전략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Lee와 Kim[44]은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지각하는 부정적 정서를 환경에 적
응하도록 변화시키고, 정서가 수행에 강력한 동기적 근원
이 되어 자신감과 유능감을 갖고 학업에 주도적으로 몰
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ho[47]는 긍정적인 정서
는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인지적이고 정보처리적인 학
습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며 학업수행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
를 활용하는 능력은 갈등을 조절하고 학습에 주도성을 
가지고 개인의 역량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44]. 학
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과 공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다.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건
강한 학습습관이자 역량으로 결국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4]. 이에 학습자 스스로 학
습 문제를 선택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하는 주도적 
학습습관을 길러 정서지능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지능과 더불어 성적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학업 성취수준에 따른 자기주
도학습 역량 요인을 살펴본 Sung과 Choi[48]의 연구에
서 보통 수준의 성적을 지닌 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고, 하위요인
으로 학습기술, 수업에 대한 태도, 시간관리, 학습전략, 
학습에 대한 가치나 신념 등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
하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지

지 않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49], 진로성숙도[3], 진로발달 관련 변인[21] 등이 자기
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고한 연구결
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Jang[49]은 진로탐
색 참여, 진로 심리검사 참여, 진로상담 참여 등 학생의 
진로 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은 학습의 학습동기나 자기주
도학습과 같은 학습태도 및 행동변수들과 유기적인 관계
가 높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진
로와 학업은 분리된 일이 아니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꿈
을 이루기 위해 더욱 동기화된다면 스스로 학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자
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이 증가함으로써 자
기주도적 학습태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즘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따라 자
기주도력을 갖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를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를 개척하고 노력하며 목표달성
을 위해 보이는 실천적 행위의 충실성이 스스로 동기를 
조절하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로와 학습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여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향후 성별, 학년별 등 다양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 자기주

도학습능력을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여고생의 높은 자기주도학습능력
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의 경우 계열,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고, 자기주도학습능
력은 성적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정
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
면 정서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고, 다음으로 성적, 진로준비행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44.0%이었다. 결론적으로 여고생의 정서지능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준비행동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275
서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자는 지식 전수가 아니라 왜 학
습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코칭해 주는 멘토(mentor)로서의 역할로 바뀌어 나갈 
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도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변화가 시도되어져야할 것
이다. 이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서
지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을 통해 학생들이 생
활하는 환경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학업 및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능력
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바, 교육과정 속에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진로와 꿈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시켜 계획이
나 목표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다양한 경
험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적 접근방법의 시도가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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