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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흥미’와 ‘자기결정성 이론’ 이라는 동기 이론을 체계 으로 목한 등 어 e-Learning 시스템

(www.englishbuddy.kr)을 개발하고, 이를 3,100개 학원에서 용해 본 후 실제로 학습자의 내 동기가 향상되었는가를 측

정한 것이다. 동기 략이 용된 이러닝 시스템으로 학습한 학습자 328명과 다른 어 학습 로그램 학습자 150명의 설문

지 조사 분석 결과, 동기 략이 용된 이 러닝 시스템이 학습자의 ‘흥미’와 ‘심리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밝 짐

으로써 ‘학습자의 동기를 높이는 동기 략’이 구체화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e-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의 동기가 높아지

는 특징이 명확해짐으로써, e-Learning 학습을 발 시키고, 한 ‘흥미’와 ‘자기결정성 이론’ 이라는 동기 이론을 체계 으로

목한 e-Learning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고, 3,100개 학원, 16,000명 학습자에게 용시켜 본 매우 실증 인 연구라는 에

서 그 연구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 자기결정성이론, 흥미, 동기 이론, 동기 략, 이러닝 시스템, 등 어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measures the enhancement of intrinsic motivation in learners who have been part 

of the e-Learning system (www.englishbuddy.kr) for elementary-level English learning, developed based on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motivation theory as dictated by ‘interest’ and ‘self-determination’ and put into practice 

at 3,100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on 328 learners in the e-Learning system 

inspired by the motivation theory and on 150 learners in other English programs, the former was found to have 

stimulated ‘interest’ and satisfied ‘psychological desire’ in the learner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rategies to motivate learners.’ The study has clearly identified how learners are better motivated in the e-Learning 

environment, demonstrating its contributions to advancing e-Learning, building a practical e-Learning system based 

on a systematic motivation theory defined by ‘interest’ and ‘self-determination,’ and applying the system to some 

16,000 learners at 3,100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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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통 인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내 동기’를높이기 해의도한 8가지 동기

략이 용된 등 어이러닝시스템(www.englishbuddy.kr)

을 개발하고, 그 교육 실천을행한 후 실제로 학습자의

내 동기가 향상되었는지 그 효과를 측정한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동기는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1]. 그러나 e-Learning 교육에서

드러난 높은 자연감소율은 e-Learning 련 교육자들의

주요한 걱정거리가 되었기 때문에[2-4], e-Learning 환

경에서의 학습자의 동기를 연구하는 것은무엇보다도

요한 실이 되었다. 학습자가 내 으로 동기화가 된다

면 지 까지 이러닝에서의 문제 인 학습지속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 까지 발표된 외국어 학습 련 동기에 한 연구

는 구성 개념 자체의 검토에 을 맞춘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교육자가 일상의 교육 활동을 행할 때 가장 요

한 ‘학습자의 동기를 구체 으로어떻게높일까?’라는 ‘동

기를 높이는 략(motivational strategies)의 개발과 그

에 한 효과 검증의 필요성’이 연구의 한계 으로 지

[5]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 시스템 구축시에 이론

에 근거한 외국어 학습에서의 동기를 높이는 략을

용시키고, 이 시스템으로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을 행한

뒤 동기 략의 효과 검증을 실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 을 극복하고자 하 다.

그리고 면수업에서의 동기와 련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이러닝의 발달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동기 이론과 같은 이론이 용된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

된 사례는 매우 드물고, 효과 측정과 련된 연구도

미진하다[6].

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 ‘흥미’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이후 SDT)

에 기반하여 동기를 높이는 략(motivational strategies)

을 도출해 내었다. Deci와 Ryan[7]의 SDT는 지 까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동기 연구에 가장 폭넓게 용

되어 온 이론이다. SDT는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3욕

구가 만족되었을 때 학습자의 내 동기가 유지 혹은 높

아진다고보고 있다. 여러가지동기이론이있지만, 동기

를 높이는 요인을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SDT

의 특징으로, 동기 략의 명확한 효과검증을 행하는 본

연구의 목 에 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는 본

연구의 상이 등학생이고 자기결정 요인이 높은

e-Learning시스템이라는 에서 Hidi의 ‘상황흥미’[8] 개

념을 채택하 다.

동기 략의 구체 용 내용은 SDT의 3욕구와 흥

미의 4가지 항목에서 각 2가지씩 략을 도출해 내었다.

먼 흥미 략으로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시리어스 게

임 요소를 용하 고, 3욕구에 해당하는 략으로는 학

습 Navigation 지원, 선택 e-Learning 강의 지원, 스키

마 이스(Schema Place), 정 이고 즉각 인 피드

백, 학원 학습을 통한 블 디드 러닝, 롤 이(Role

Play)의 6가지를 도출하 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흥미’와 ‘내 동기’ 향상을 의도

한 8가지 동기 략을 용하여 구축한 등 어이러닝

시스템(www.englishbuddy.kr)을 2005년에 개발하 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교수 학습이 지 까지 이루어

져 와, 2018년 재 3,100개 학원에서 16,000여 명이 학습

하고 있다.

본 연구는 8가지 동기 략이 용된 등 어 이러

닝 시스템으로 학습한 이들 학습자들을 상으로, 내

동기가 실제로 높아졌는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e-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의 동기

가 높아지는 특징이 명확해짐으로써, e-Learning 학습을

발 시키고, 한 ‘흥미’와 ‘자기결정성이론’ 이라는동기

이론을 체계 으로 목한 e-Learning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고, 3,100개 학원, 16,000명 학습자에게 용시켜

본 매우 실증 인 연구라는 에서 그 연구 의의가 크다

하겠다.

2. 적 경

2.1 Self Determination Theory

Deci와 Ryan[7, 9, 10]의 SDT는 지 까지 외국어 학

습에서의 동기 연구에 가장 폭넓게 용되어 온 이론이

다. Deci와 Ryan[9]은 내 동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자

율성, 유능성, 계성이라는 3가지 욕구를 기본 심리 욕

구로 도입하고, 이 3욕구가 학습, 성장, 그리고 발달을

한 자연 동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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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자율성 욕구란 학습자 자신의 행동이 보다 자기 결정

이어서, 학습에 자기 책임성을 갖고 임하고자 하는 욕

구이다. Ryan과 Deci[11]에 의하면, 자율성의 욕구는

“being the perceived origin or source of one’s own” 로

정의된다. 즉, 사람은 구나 행동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되기를 원할 뿐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

하는 조 자라고 믿고, 자기에게 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는 뜻이다.

2.1.2 능  

유능성은 White[12]의 효율동기 이론의 핵심 개념으

로, 사람은 구나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기회가 제공되면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과 기술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고 하 다. Deci와 Ryan[11]에 의하

면 유능성의 욕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eople’s strivings to control outcomes and to

experience effectance; in other words, to understand

the instru-mentalities that lead to desired outcomes and

to be able to reliably effect those instrumentalities

(p.243).”

2.1.3 계  

학습자가 사회 으로 사람들과 한 계를 맺으면

서 타자와 우호 인 연 감을 갖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Schmidt, Boraie와 Kassabgy[13]

는 사회성(Sociability)이라는 개념을 탐색 인자 분석을

이용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Schmidt 등에 의하면

사회성이란 “concern(s) the classroom as a social

environment and a concern with getting along with

both students and the teacher”로 정의된다.

SDT에서는 3가지 심리 욕구가 만족되면 학습자는

내 으로 동기가 충족되어 어 학습에스스로 극 으

로 된다고 보고 있다. 즉, 학습자의 3욕구(자율성, 유능성,

계성)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동

기를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 략이라고 말할 수있는 것

이다.

2.2 내적 동기  흥미

내 동기에 한 연구의 시작은 White[12]의 유능성

(competence)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내 동기

라는 용어를 제창한 Hunt[14]나 호기심에 한 연구를

한 Berlyne과 Boudewijns[15]의 연구 등을 거쳐 오늘날

의 인지 평가 이론에 이르게 되었다. 근래 들어 내

동기에 한 연구의 심은 자기결정성으로 옮아 갔고,

그 결과 흥미를 심 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다[11]. 그

러나 내 동기 연구의 시작이 ‘흥미’와 동의어 개념으로

생각되어지는 ‘호기심’과 련된연구 다는 것을 생각하

면, 흥미는내 동기와 매우 련이 깊은 개념이라고 생

각될 수 있다[16].

등 어 학습자에게 흥미는 내 동기와 함께 매우

요한 목 일 뿐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좌우하는 요

한 변인이라 볼수 있다[17]. 특히, 집 시간이 짧은 등

학생의 발달 특성상 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이러닝

(e-Learning)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을 한 이러닝 시스템(e-Learning system)이

라는 을 고려하여 ‘흥미’ 개념을 더하 다.

흥미 연구와 련한 기존의 주요 흐름은 상황 흥미

(situational interest)와 개별 흥미(individual interest)로

나눠진다[18]. 이는 상의 속성이나 특성에 따라 지각되

는 흥미의 정도가 달라지며 개인마다 동일한 상을 흥

미롭게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흥미는 내 동기 이론과의 계

에 연 된 상황 흥미라는 매우 한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 흥미가 환경이나 자극을 즐겁게 지각하는 정

서가 경험되어 유지될 때 내 으로 동기화된 상태에 이

를 수 있다고할 때[18], 흥미에 향을 주는상황 의존

인 요인으로서 자율성, 유능성, 계성 등이 생각되어질

수 있다.

3. 에 기 한 동기 전략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근거해 3욕구에 흥미를 더한 4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는 학습 활동이 곧 동기를 높이는

략이라고생각하 다. 각항목당 2가지동기 략을

용하 는데. 이러닝 시스템에 용된 구체 인 8가지 동

기 략은 다음과 같다.

3.1 흥미 전략

본연구에서는개인 흥미를끌어내기 한상황흥미

유발[18]을 해캐릭터를이용한Animation Storytelli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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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Game[19]이 흥미 유발 략으로 도출되었다.

Animation Storytelling과 Series Game의 경우 Prenzel

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속성의 질’과 ‘선택성’을 고려하

다. 지속성(persistence)이란 상에 한 반복 인 련

을 통해 유지되는 계성을 의미하고, 선택성(selectivity)

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속 인 련성에 있어 내용

안정성을 뜻한다. Fig. 1은 이러닝 시스템에 144편의

Animation Storytelling과 288개의 Series Game이 지속

이고 선택 으로 용된 것을 표 한 것이다.

Fig. 1. Animation storytelling and Series game of 

English Buddy title on the basis of 

persistence and selectivity

3.2   한 전략

SDT에서 자율성이 만족되는 학습이란 조직화된환경

안에서 학습자가 주체 , 자주 , 자율 으로 둘러싸인

학습을 말한다[10, 20]. 이에 기반하여 English Buddy에

서는 자기선택 으로학습이가능하도록학습Navigation

과 선택 e-Learning 강의의 2가지 지원을 행한다.

3.2.1 학습 Navigation 지원

학습에서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나 학습 순서를

결정하는 Planning은 매우 요한 메타 인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퍼 공간에서메타 인지 활동이

Navigation 에지속 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종종

한 경로의 선택에 실패하는 소 Navigation 문제가 발

생한다[21]. 따라서 본 System에서는 Navigation Map의

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효과 인 학습 통제를 해 학습

자가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 4회 로그램으로

코칭, 모델링을 해 놓았다.

3.2.2 택적 e-Learning 강  지원

e-Learning 강의의 경우 학습자의 의지 로 체 혹

은 선택 으로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학습자

의 자기결정성을 최 한 고려하 다.

3.2.3 능   한 전략

유능성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키워드로서는 정 피

드백(positive feedback)이 들어진다[22, 23]. 그래서

English Buddy에서는 정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유능성을 높이는 활동을 행한다.

가. 스키마 이스(Schema Place)

‘스키마(Schema)’ 학습법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질문

과 답을 통해 상호 간의 배경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학

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론으로서, 학교 어 수업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

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스키마와 련된 학습

지원을 행하고 이러닝 시스템에 용하 다.

나. 학습 활동에 한 정 이고 즉각 인 피드백

기본 으로 모든 학습 활동에 해 정 이고 즉각

인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이를 담당할 인원을 두어 이

러닝 시스템이지만 오 라인 조직을 활용하 다. 다양한

종류와 수 에 맞는 feedback,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한 퀴즈, 과제 제출과 쪽지 기능 등을

System 설계 시 고려하 다.

3.2.4 계   한 전략

가. 학원 학습을 통한 블 디드 러닝

개별 학습이 심인 이러닝이라는 학습 환경에서도

학습자는 타자와의 련성을 시한다[24]. 블 디드 러

닝(Blended Learning)이란 ‘ 면 수업과 e-Learning을

융합시킨 학습’으로 정의된다[25, 26].

본 연구에서는 e-Learning 환경과 교재의 연 도를

심으로 설정된 5가지 블 디드 러닝모델[27] 가운데 2

번째 모델인 집합 학습 심의 블 드(Blend)를 채택, 교

수자 주도의 수업과 자기 주도 학습의 이러닝을 블 딩

하여, 수업 과 수업 , 수업 후 학습에 이용되게 설계

하 다[28].

1학년~6학년 등학생을 상으로 학원 선생님의

면학습과 이러닝 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주

3회 60분씩 교육 실천이 행해지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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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롤 이(Role Play)

롤 이란 학생들에게 언어 사용과 련된 역할을

분담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하고 연기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다[29]. 본 System에서는 애니메이션 회화를

통해 학생들의 롤 이를 지원, 이러닝 환경에서의

계성을 지원하 다.

4. 시스  

4.1 글리시  시스  

Fig. 2. Overview of the English Buddy System

잉 리시 버디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웹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근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사용자의 학습 진

도와 성취률을 장하기 한 LMS, 인터랙티 래시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Fig. 3과 같이 학습자는 래시

이어가 설치된 웹 라우 를 통해 본시스템에 근

할 수있으며, 로그인 차를 거쳐학습을진행하게된다.

학습자의 학습진도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의해 리되며, 학습자는 체 학습일정, 성

과 그에 한 상세 내역 과거 테스트 결과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한, 학습진도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콘텐츠가 네비게이션 맵을 통해 표 된다. 교사는 교

사를 한 용 웹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리하는 학습

자의 학습 진도상황, 성 과 교수지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Fig. 3. English Buddy log-in page

4.2 동기 전략  적용

흥미와 SDT에 따른 English Buddy 학습에서 8가지

동기 략은 Fig. 4과 같이 용되었다. 그리고 36개월과

정의 English Buddy 학습 로세스상에서 각 동기 략

들은 나선형 방식으로 용되었다.

Fig. 4. The motivational strategies on the process 

of learning in English Buddy 

5. 연  

5.1 료 수집

English Buddy는 재 국 으로 분포한 총 3,100개

의 푸르넷 공부방에서 2010년부터 재까지 그 교육

실천이 행해지고 있다. 2018년 7월 기 약 1만 6,000여

명이 English Buddy System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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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nglish Buddy institutions and students

푸르넷 공부방에서는 등 교육 과정 부를 공부하

는 종합 로그램과 어, 수학과 같이 각각의 과목을 공

부하는 단과 로그램 2가지 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로 선택할 수 있다. English Buddy는 푸르넷

공부방의 어 단과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은 웹 설문지 조사로 이루어졌고, 실험 상

은 그룹 A와 그룹 B로 나 었다.

Group Year English Program

Group A Year 1–6 English Buddy

Group B Year 1–6
Learners part of English programs other
than English Buddy among those coming
to the study room

Table 1. Test Subjects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16일~7월 22일까지 웹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상이 등학생인 계로 교사

사이트에서 교사의 도움을 통해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결과 그룹A 328명, 그룹 B 150명( 어 학원 103명,

어학습지 12명, 개인 과외 10명, 기타 25명)이참여하

다. 어 학습의 경우 개인별 벨 차이가 무 커 학습

자의 나이나 학년, 성별이 변수가 될 수 없어, 본 연구에

서는 기간의 차이(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만을 변수로 두었다. 그룹 A와 B 조사

상자의 학습 기간은 표와 같다.

Less than
6 months

6 months
or longer

1 year
or longer

2 years
or longer

3 years
or longer

Group A 89 64 74 68 33

Group B 40 22 34 29 25

Table 2. Learning Period by Group

조사의목 을달성하기 해 본연구에서 사용한 2가

지 설문지 척도는 다음과 같다.

5.2. 문지  

5.2.1 러닝 시스 에 적용  동기 전략에 한 

과 측정 

먼 동기 략은 상황흥미와 자율성, 유능성, 계성

의 카테고리(4 카테고리별 각 2가지 략, 총 16개 문항)

로 분류하 다. 본 연구는 2018년 학습자 16,000명 체

를 상으로학습을진행하고이 479명에 해 설문조

사를 진행하여 95% 신뢰수 에서 표본오차 4.48%로 작

은 오차 범 를 가지고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목 이 이론에서 얻어진 가설을 실제 수업에

서 검증하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지속

으로 교육을 받고 난 후의 경시 변화를 본 것이 아니

라 학습자의 동향을 자연스럽게 반 하 다.

5.2.2 어 학습과  심리적  측정

3가지 심리 욕구가 만족될 때 상황흥미가 유지된다

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해, Matthew Mitchell[30]의 연

구 내용을 참고로 상황흥미와 련된 별도의 3개 문항들

로 작성하여 측정하 다(크론바흐 α계수 0.894). 그리고

인 계나 직장 등의 연구 분야에 SDT를 응용한 선행

연구 사례를 기반[31, 32]으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3변수를 실험자의 실태와 e-Learning 학습이라는 을

반 하고 있는가에 유의하면서 11항목으로 구성, 총 14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 다.

등학생 높이에 맞게 문장을 일부 수정하 고, 모

두 1. 매우 아니다부터 5. 매우 그 다까지 5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 다.

6. 실험  분  결과

6.1 분  

설문자료를 근간으로동기 략과 3가지심리 욕구

의 상 계 분석을 통해 동기 략이 용된 이러닝 시

스템이 등 어 학습자의 내 동기를 높 는지 측정

하고, 두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

고자 한다. 구체 인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과 크론

바흐 알 테스트를 통해 연구에 사용된 개념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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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학습 방법 집단 사이의 평균 차

이를 비교하기 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다. 각각

의 인자가 다른 인자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6.2 분  결과  고찰

6.2.1 러닝 시스 에 적용  동기 전략에 한 

과 측정 

이러닝 시스템에 용된 동기 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동기 략의 용이 학습

동기를 높인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기

략이 략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동기 략 연구

에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동기 략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특정 개념을 동일

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 즉 항목 간 내 일 성이

없다면 동기 략이 제 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

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닝 시스템이 선택한 각각의 략

들이 하나의 일 된 목표를 한 략이 아니라 개별 목

표를 한 략에 불과해지므로 시스템 자체의 동기

략으로서 효과를 측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를 확인하기 해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을 검정하기 한 측정도구로서

Cronbach’s ɑ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야

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단하며, 새로운 연구개념의 경우 0.5 이상으로 연구가 가

능하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Cronbach’s ɑ값이 .537∼.873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 일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Cronbach’s ɑ numbers

Situational interest .789 4

Autonomy .537 4

Competence .873 4

Relatedness .861 4

Table 3. Credibility of the Motivational Strategy 

Concept

6.2.2 적용  동기 전략들  학습  3가지 심리

적  만족시켰는가? 

모든 항목을 독립표본 t-test를 통하여 분석해 본결과

99.9% 신뢰수 이상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차이가 있

음이 밝 졌다.

상황흥미의 평균에서 English Buddy가 3.48 , 다른

어 로그램이 3.23 으로 나타나, English Buddy가

다른 어 로그램에 비해 .26 높게 나타났다. 자율성

의 평균에서 English Buddy가 3.66 , 기타 버디가 아닌

다른 어 로그램이 3.36 으로 나타나, English

Buddy가 기타 어 로그램에 비해 .30 높게 나타났

다.

유능성의 평균에서 English Buddy가 3.94 , 기타 다

른 어 로그램이 3.76 으로 나타나, English Buddy

가 기타다른 어 로그램에 비해 .18 높게 나타났다.

계성의 평균에서 English Buddy가 3.71 , 다른

어 로그램이 3.50 으로 나타나, English Buddy가 다

른 어 로그램에 비해 .21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와 ‘내 동기’를 높이는 것을 의

도한 8가지동기 략이 용된 등 어 이러닝시스템

이 다른 어 로그램에 비해 학습자의 내 동기를 실

제로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방법 집단별 동기 략 연구변인들의 차이를 독

립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상황흥미(t=2.923,

p<.01), 자율성(t=3.231, p<.01), 유능성(t=2.038, p<.05),

계성(t=2.204, p<.05) 항목은 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Fig. 6. Score Changes of Measures between 

Groups of Different Interest and Three 

Desires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할때 LEVENE의 등분산검정

을 시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분산의 동질성을 검

증하 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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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s Test of the Equality of Variance

F
Significance
Probability

Situational
interest

4.156 0.042

Autonomy 0.466 0.495

Competence 0.867 0.352

Relatedness 2.963 0.086

Table 4. LevenHomogeneity of variance test

상황흥미의 경우는 등분산을 검토한 결과 이분산이

확인되어 이분산인 경우의 분석결과값을 용하 으며,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경우 등분산이 확인되어 체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Study Group
t

유의
확률Group A Group B

Situational
interest

3.48±.86 3.23±.98 2.782 .006**

Autonomy 3.66±.95 3.36±.95 3.231 .001**

Competence 3.94±.88 3.76±.93 2.038 .042*

Relatedness 3.71±.93 3.50±1.04 2.204 .028*

** p<0.01, * p<0.5

Table 5. Score Changes of Measures between 

Groups of Different Interest and Three 

Desires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 3욕구의 평균값이

약 3~4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이러닝에 용한

동기 략들은 심리 욕구 3가지를만족시켰고, 두그룹

사이의 차이 한명확하다. 이는 동기 략이 용된 이

러닝을 통한 교육의 실천이 SDT에서 상정한 심리 욕

구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론의 지지를 의미한다.

t 테스트 결과 3욕구 모두에서 p-value가 <0.05로 나

타나 두 집단 간에 평균 차이가 없다는 기무가설을 기각

한다. 다시 말해 학습 방법 A 학생 그룹이 학습 방법 B

학생 그룹보다 3가지 심리 욕구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황흥미가 유지되었다는 것은 3욕구의 만족으

로 상정하 는데, 이를 증명하기 해 측정한 상황흥미

값이 3.48로 나타나, 3욕구의 만족이 곧 상황흥미의 유지

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그룹 간의 비교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학습 방법 A학생 그룹이 학습 방법 B학

생 그룹에 비해 더욱 높은 흥미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율성에 련된 각 항목에서 학습 방법에 따른

큰 변화(Mean difference=0.30)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실

질 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룹 워크가 학습자들의

자율 학습 동기를 키우는 데 매우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계성, 유능성에 해서는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항목이 몇 가지 있었지만, 체

인 면에서는 학습방법 A 그룹 학생이 학습 방법 B 그

룹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심리 욕구를 보 다.

이들 결과를 통해 내 동기를 높이는 것을 상정한

English Buddy를 통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 체의 어

학습에 놓인 흥미와 심리 욕구에 향을 주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한편, 동기 략 연구개념들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황흥미는 자율성과 유능성

의 상 이 계성과의 상 보다 높다. 자율성은 유능성

과 상 이 높고, 유능성은 계성과의 상 이 상 으

로 높다. 상황흥미와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서로유기

인 상 계를 가지면서 상호보완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Situational
interest

Autonomy Competence Relatedness

Situational
interest

1

Autonomy
.706
(**)

1

Competence
.708
(**)

.748
(**)

1

Relatedness
.665
(**)

.651
(**)

.716
(**)

1

** p<0.01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7. 결과

분석 결과 통 인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내 동기’를 높이는 것을 의도한 8가지동기

략이 용된 등 어 이러닝 시스템

(www.englishbuddy.kr)은 학습자 체의 어 학습에

놓인 흥미와 심리 욕구에 향을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용한 동기 략들(motivational strategies)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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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흥미 략 1로 용된 디지털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은 학습 지원에 한 효과가입증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구를 제안하는 데 머물고 실제로

이를 용해 본 이러닝 시스템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러닝 시스템에 용하고 본 연구를 통해 흥

미를 유발시킨다는 것이 명확해짐으로써 유효한 략인

이 확인되었다. 이는 Prenzel의 지속성에 기반을 둔 탓

으로 사려된다.

흥미 략 2인 Series Game의 경우 연구 결과에서는

상황흥미 유발 인자인 은 증명되었지만, 로그램에

고정된 게임의 종류만을 일방 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는 학습자의 흥미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Series Game 략의 용 시에는 고정된 게임의 제

공보다는 학습자끼리 서로 겨루는 ‘게임 Battle 장’ 형태

를 제안한다.

SDT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율성이란 활동의 통제를

타자가 아닌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1].

본연구에서도 자율성 략 3, 4로 용된선택 이러

닝이나 학습 내비게이션의 경우, 의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다른 욕구들과 비교해 상 으

로 략 효과가 미비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닝 시스템의 설계 시에는 학습자

들에게 학습 내용을 선택할 자유를 주고, 주요 학습 목

표 안에 있는 자신들의 하 목표들을 직 설정하도록

허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능성 략 5, 6으로 용된 스키마 이스나 정

피드백의 경우는 매우 한 략이라는 것이 밝

졌다. 따라서 스키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 지식

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이러닝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 피드백의 경우도 처음 학습을 시작한

학습자와 학습 기간이 긴 학습자가 느끼는 유능감은 다

를 수있다. 따라서학습 기에는 격려형 피드백을, 학습

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용 피드백을 지원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계성 략 7인 블 디드 러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용한 집합 학습 심의 블 디드 러닝 방법이 학습의

정착에 좋은 향을 미칠 것이 기 된다.

략 8의 역할놀이는 이러닝 시스템을 통한 계성의

지원에 그쳐, 면 수업에서 교사를 매개로 한 역할놀이

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이러닝 시스템(e-Learning System)

을 개발할 때 본연구에서 용해 본다양한동기 략들

을 어 학습에 한 내 동기를 높이는 부분으로 실제

로 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이러닝 학습 환경에서 학습

자의 동기를 높이는 데 있어 학습자의 유능성과 계성

의 인지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능성의 인지가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래부터 많은 연

구 결과에서 알려진 유능성과 함께 계성의 욕구 한

유의미한 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닝

학습의 경우 통 인 면수업과 같이 학습자끼리 연

감을 갖고, 서로 학습을 돕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분명하게 되었듯이 계성의 욕구 충족

역시 동기를 높이는 데매우 요한 요소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닝 환경에서도 다른 학습자와의 상

호 작용을 높일 방법을 극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즉, 이러닝 시스템 설계시, 자율성보다 유능성과

계성을 향상시키는 략을 좀 더 으로 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 연    한계점

본 연구에서일정 기간에 걸친교육 개입의 결과동기

의 환기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곧 인과 계를 입증하

는 것은 아니다. 이러닝(e-Learning)에서도 학습자의 동

기나 몰입은교사, 동료, 그리고교실의 학습환경등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따라서 동기를

높이는 것을 의도한 교육 개입의 결과로 실제 동기가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교육 개입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어 학습자의 동

기가 향상되는 이러닝에서의 특징이 명확해짐으로써, 이

러닝 환경하에서의 학습 지도를 발 시킨다는 에서 매

우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는 통 인 동기 이론에 기반한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3,100개에 이르는 국의 공부방에서

교육 실천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실증 인 연구라

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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