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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listening strategy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in relation to TOEIC listening scores. In 
particular, this study tests whether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mediates listening strategy use on listening comprehension (LC) process and 
whether reading comprehension ability moderates the use of listening strategy in LC 
achievement. One hundred seventy six freshmen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during their first semester required English course.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students’ motivation and LC strategy use. The respons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via the moderator and mediator model. The results indicate that 
internalized motivation mediates the use of listening strategy in LC achievement; 
however, reading comprehension skill doesn’t affect students’ use of listening 
strategies in relation to listening skill achievement. In other words, students who 
have internalized motivation were able to utilize listening strategies effectively in 
terms of achievement of the TOEIC listening skill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offe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among use of LC strategies, intrinsic 
motivation, and listening skill achievement shared by the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moderator, 듣기전략/매개변인] 
 
 

I. 서론 
 

학습전략은 1990 년대 이후 O’Malley 와 Chamot(1990), Oxford(1990), Bacon 
(1992), Vandergrift(1997)에 의해 학습전략 목록과 분류 체계가 제시되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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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마련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되어온 주제이다(함순애, 2005). 
학습전략이 영어교육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O’Malley & Chamot, 1990)으로서 교수법을 통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우현진, 2007). 최근 연구의 관심이 학습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쪽으로 기울었다(오준일, 1996; 
Ham, 2002; Park, 1995, 1997b). 현재까지 이루어진 학습전략과 기타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했다. 
첫째, 기존연구에서는 학습 전략과 성별, 영어 능숙도 차이, 전공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박영예, 1999; 
이성원과 이은지, 2004; 이효웅, 1994; 정정승, 1998; 함순애, 2005; Ehrman & 
Oxford, 1989; Green & Oxford, 1995; Kaylani, 1996; Oxford & Nyikos, 1989; Song, 
1999). 함순애(2005)의 연구에서 기술 된 바와 같이 “학습전략과 성취도의 
관계가 교육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니려면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 
보다는 학습의 과정에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또는 사회적인 변인과의 
맥락에서 연구 될 필요가 있다”(p. 296). 
최근 학습과정에 연관이 있는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인 변인들로 

학습동기(우현진, 2007; Park, 1997b)나 학습 스타일(Chohen, 2003; Reid, 1995)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동기는 학습자 요인으로서 습득기간이 오래 걸리는 제 
2 언어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Vandergrift, 2005). 1990 년대 이후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EFL) 환경에서의 언어 학습 동기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강조 되면서 자기 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 2000; Ryan & Deci, 
2000)이 응용 언어 학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아 왔으나 다른 학습자 요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미비한 편이다(우현진, 2007). 본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학습 동기를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인으로 가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려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학습전략 사용에 따른 영어 성취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영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4 가지 기능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을 때 학습 전략 사용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여 할 것이다(함순애, 2005). EFL 교육현장에서 영어의 
4 가지 기능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 방법이 어려우므로 영어의 기능별 전략에 
관한 연구가 교육현장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능력 성취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Yong, 2009).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4 가지 기능 중 듣기 전략이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 
있는 매개 및 조절 변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학습 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각 변인들과의 부분적인 

관계만을 다루어 학습 전략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관계하는 
다른 변인들과의 연구가 포괄적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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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성취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매개 
및 조절 변인을 통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입체적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TOEIC) 듣기 영역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 학습의 과정에 관련된 매개 변인과 조절변인으로 자율성의 
정도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독해능력을 가정하고 매개효과 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동시에 시도하여 매개 변인과 조절 변인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밝히려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EFL 상황에서 듣기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교수법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듣기 전략 
사용이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의 과정에 관련된 매개 변인과 
조절변인들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규명하여 이들의 관련성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고 학습자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영어 습득 과정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습 전략 

 

학습 전략이란 Oxford(1990)에 따르면 “학습자가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며, 
검색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함순애, 2005, p. 
297), 특히 언어학습 전략은 “언어학습이나 언어사용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기법을 의미”(우현진, 2007, 
p. 174)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함순애(2005)에 따르면 학습 전략은 “학습 목표와 
과제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되는 과업 지향적 행동”(p. 297)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언어학습전략은 언어의 4 가지 기능(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는데 특히 듣기 상황에서 이용되는 듣기 전략이란 “들은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학습자의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모든 사고나 행동 양식 또는 사고 체계를 의미한다(우현진, 2007 p. 175).” 다시 
말해 한국 대학생들이 TOEIC 듣기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듣기 전략이란 각 
파트별로 제시되는 영어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동원하는“능동적이고 의도적인” 구체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O’Malley 와 Chamot(1990)는 언어학습 전략을 세 범주로 정의하였는데 
“학습의 성공을 위해 학습과정에 대한 사고, 학습에 대한 계획,… 고차원적인 
정보처리 수준에서 학습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상위인지전략(meta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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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입력되는 정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학습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조작하는 기술…”인 인지전략(cognitive strategies),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거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사회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으로 구분하였다(우현진, 2007, p. 175). 
본 연구에서는 영어 듣기학습전략 사용 측정 도구로 임민경(2006)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된 한국 대학생들의 청취 책략을 측정하는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이 척도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전략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한국 
대학생이 영어 듣기를 할 때 사용하는 책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현존하는 듣기 전략 측정 도구 중 EFL 상황에서 한국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듣기 책략을 측정하기에 가장 알맞은 설문지다. 본 연구에서는 임민경의 
연구에서 쓰인 설문지 중에서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4 문항이 생략 되어 3 개의 
요인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듣기 전략 사용 
설문지의 하위 전략과 사용전략 내용, 문항수 신뢰도에 관한 내용이다. 
임민경(2006) 설문지의 전체 신뢰도는 .89 이고 연구목적에 맞지 않는 4 문항이 
생략 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85 이다. 
 

표 1 
듣기 전략 사용 설문지의 구성 

사용전략 설문 내용 문항수 신뢰도 
 
 
 
 
 
 

상위 
인지 책략 

 

듣기 전 미리 문제 파악 
청해시 집중 
중요한 단어나 문구를 찾으면서 들음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중함 
청해시 이해력 점검 
이해한 부분을 계속 확인하며 들음 
듣기 후 이해 정도 평가 
자신이 사용하는 듣기 방법 평가 
청해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 파악 

 10    .77 

인지 
책략 

 

아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측/ 문맥을 사용하여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추론  
대화자의 억양이나 목소리 톤을 이용하여 
대화 상황 파악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문제지에 제시된 
그림이나 자료를 이용하여 추측 
들은 단어만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파악 
개인적 경험을 이용하여 내용을 파악. 
상식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나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 
관련된 그림을 상상하며 내용을 파악 
들은 내용을 요약 

1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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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시 한국어로 번역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 
들은 내용을 따라 말해본다. 
모르는 단어나 숙어는 사전을 찾아본다. 
중요한 부분을 메모한다. 
단어의 품사에 대한 지식을 이용한다. 
모르는 단어를 아는 단어로 바꾸어 이해 

정의적 
책략 

청해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청해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격려

2 .60 

전체  29 .85 
 

2.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초한 학습 동기유형 

 

자기 결정성 이론(Deci & Ryan, 1985, 2000; Ryan & Deci, 2000)이란 “인간의 
행동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개념화 할 수 
있다”(우현진, 2006, p. 172.)는 제 2 언어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적 
모델이다(Dornyei, 1998; Kang, 2000). 다시 말해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초한 학습 
동기유형이란 영어 학습에 있어 자신의 의지와 자율성이 얼마만큼 부여 
되었는지 정도에 따라 동기의 형태를 구분한 것이다. 

Ryan 과 Deci(2000)는 조절양식, 인과소재, 관련 과정과 동기 유형을 보여주는 
자기 결정성 연속선을 도식화 하였는데 이는 5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결정성 연속선의 가장 왼쪽에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되어 있는 
무동기(amotivation)로 부터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ndentified regulation), 내재적 조절(Intrinsic motivation) 
순으로 자율성이 높고 내재화 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우현진, 2007; 
Ryan & Deci, 2000). 우현진(2007)의 연구에서는“동기 변인들은 영어학습 
성취도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동기와 전략사용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기는 성취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전략 
사용을 매개로 하여 성취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p. 
177)라고 동기가 매개변수 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이론에 근거한 동기를 듣기 전략사용에 있어 매개변수로 가정하고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측정하는데 
있어 우현진(2007)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영어학습 동기 설문지 중 
5 개의 하위척도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자율성이 높고 내재화 정도가 
높은 두 가지 하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동기 측정 설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율성 정도가 강하고 내재화된 동기가 강한 학습자임을 
시사한다. 표 2 에 설문지에 포함된 유형의 예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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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어학습동기 설문지의 구성 

하위 
척도 

문항

수 
Cronbach 
Alpha 

문항 

확인된 
조절 

4 .82 

영어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므로 
영어가 나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재적 
조절 

5 .87 

좋은 영어 발음으로 말할 때 만족감을 느끼므로 
어려운 영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므로 
원어민이 하는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기쁨을

느끼므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즐거우므로 
새로운 영어 표현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전체 9 .82  

 

3. 듣기 전략 사용, 자율적 동기, 듣기 향상도의 매개 모형과 독해능력 

조절변수 모형의 전제조건 

 

기존의 연구에서는 책략사용과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동기와 외국어 
성취도에 관한 평면적 인과 관계는 밝혀내었지만(이옥주, 1998; 이해정, 2004; 
Park, 1997b). 다른 변인들과의 통합적인 관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연구 결과였다. EFL 학습 상황에서 듣기 전략 사용과 성취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 다른 학습자 변인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학습 
현장에서 연구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 별 의의가 없을 수 있다(함순애, 2005).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듣기 전략 사용이 TOEIC 듣기 능력 향상에 있어 
자율적 학습 동기와 영어 독해능력이 매개 및 조절 변인으로 작용함을 
통계적으로 밝히려 한다.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서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 관계 검증 4 단계의 전제조건을 기존연구에서 충족하는지 알아보겠다. 
Baron 과 Kenny(1986)의 연구는 매개관계를 통계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연구 
방법론이었으며 매개 관계 검증 4 단계는 현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 
되고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림 1 은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TOEIC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 결정성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와 학습자의 
영어 능숙도(독해능력)이 매개 변수 및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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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능숙도가 매개 및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 모델 
   매개변인 

 

                     ②                 ③ 

 

 ① 
                                  ④ 

 

 

조절변인 

 

그림 1 의 ①에서 나타나듯이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책략의 
사용이 외국어 성취도에 기여도가 크다는 점은 잘 알려져 왔다(김동규, 2004; 
박혜연, 2004; 이옥주, 1998; 이일연, 2000; 이해정, 2004; Chamot & Kupper, 1989; 
Cohen, 1990; Cohen, Weaver, Li, 1996; Han, 1998; Kang, 2001; O’Malley & Chamot, 
1990; Oxford, 1990, 1993; Oxford et al., 1993; Park, 1997a, 1997b; Vandergrift, 1997). 
특히 영어 학습 동기와 전략 및 성취도의 관계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듣기 전략 사용이 듣기 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Park(1997b)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듣기 전략이 
학습 동기, 흥미, 신념 등에 비해 24%의 가장 강력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옥주(1998)와 이해정(2004)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략의 
사용이 동기에 비해 영어 학습 성취도 및 듣기 능숙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듣기 전략 사용이 듣기 성취도의 직접 영향이고 
다른 학습자 요인들은 매개 효과 혹은 조절 효과의 변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1 에서 ②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동기와 전략 

사용 및 영어 듣기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Vandergrift(2005)는 
자기 결정성의 동기 수준과 상위 인지 전략 사용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발견했고 우현진(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동기 중에서 
무동기와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조절은 상위인지 듣기 전략과, 부과된 조절과 
내재적 조절은 인지 듣기 전략 사용과 연관이 큼을 밝혀냈다. 그림 1 에 나타난 
③의 관계처럼 자율적 학습동기와 외국어 성취도와의 관계도 기존연구에서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옥주, 1998; 이해정, 2004; Park, 1997b).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 관계 
검증 4 단계의 전제조건을 기존연구에서 충족하였다. 

듣기전략사용 듣기성취도 

영어 능숙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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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 분석은 그림 1 의 ④에 나타나 있다. 기존의 학습 전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영어 능숙도와 영어 성취도가 같은 개념으로 구분 없이 
사용 되었으나 영어 능숙도와 영어 성취도는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능숙도 차이와 전략 사용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을 
때 함순애(2005), Song(1999), Dreyer 와 Oxford(1996) 등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Ehrman 과 Oxford(1995), Ham(2002), Park(1995)의 
연구에서는 영어 능력과 학습 전략 사용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고 하였는데 
후자의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 능력은 능숙도라기보다는 언어 성취도에 
해당한다. 이렇듯 영어 능숙도와 성취도가 학습 전략과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를 나타낸다면 이는 영어 능숙도와 성취도가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다른 
요인으로 작용함을 추론 할 수 있다(함순애, 2005). 영어 능숙도는 이미 
학습자의 능력에 포함된 투입 요인이고 영어 성취도는 학습의 
결과물이다(함순애, 2005). 그러므로 영어 능숙도는 학습 전략의 사용을 
결정하는 조절 요인이고, 영어 성취도는 학습 전략 사용의 결과 변인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능숙도를 학습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학기초의 
독해 능력으로 보고 영어 성취도는 학기말과 학기초에 본 듣기 성적 향상도로 
간주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양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176 
명의 TOEIC 성적 500 점 이하의 중하위권 1 학년 학생이다. 대상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며 이 중 자연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64 명이고 인문 사회대학 
학생은 112 명이다.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가 영어 듣기 성취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영어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가 영어 학습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영어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를 통제했을 때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 

듣기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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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영어 능숙도(독해점수)가 영어 듣기 전략 사용시 영어 성취도를 
조절하는가? 
다섯째, 영어듣기 전략과 영어 능숙도의 상호작용이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째, 영어 듣기 책략 사용이 영어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율적 내재적 동기와 영어능숙도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1) 임민경(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대학생들의 청취 
책략을 측정하는 설문지와 (2) 우현진(2007) 연구에서 인용된 언어학습동기 
설문지 및 (3) 학기초에 실시하는 Online TOEIC 영어 청해 및 독해 평가 점수 
(4) 학기 말에 실시하는 TOEIC 지필고사 영어 듣기 평가 점수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듣기 책략 사용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기존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두 개의 설문지가 
2009년 1학기 교양영어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자기 자신을 Likert 식 척도로 평정하도록 지시 받았다(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정된 설문의 신뢰도를 
다시 구하고 설문 내용의 이해도와 설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안하였다. 
 

4. 듣기 전략 사용 측정 

 

본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전략 사용 측정 도구로 임민경(2006) 의 연구에서 
쓰인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값 
이 .83 으로 Brown(2001)이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민경의 듣기 전략 설문 33 문항 중 연구 목적에 맞지 않는 

4 문항을 제외한 설문을 이용하여 TOEIC 듣기 문제 풀이에 사용되는 
대학생들의 듣기 전략 사용 행태를 조사하였다. 임민경의 설문지 중에서 
사회적 전략, 예를 들면 모르는 단어나 숙어를 친구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원어민에게 못들은 부분을 다시 질문하여 이해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TOEIC 듣기 시험 상황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인지전략 중 Kinesic inferencing, 예를 들면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화자의 얼굴 
표정 혹은 몸이나 손동작을 통해 추측하는 상황은 TOEIC 듣기 시험에서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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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쓰인 설문지는 모두 29 문항으로 전체적인 신뢰도는 다시 
구해졌는데 Cronbach 알파값 .85 으로 Brown(2001)이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5. 영어 학습 동기 측정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는 우현진(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학습 동기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 선별을 거친 총 21 개 문항의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7~.90 으로 Brown(2001)이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총 21 문항 의 신뢰도 계수는 .86 으로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우현진(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5 개 하위척도 중 자율성이 높고 내재화 
정도가 높은 확인된 조절(Indentified regulation)과 내재적 조절(Intrinsic motivation) 
설문만을 사용하여 자율성 정도와 내재화된 동기 척도를 측정하였다. 
 

6. 영어 능숙도 

 

연구 대상의 영어 능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여자 대학교에서 학기초에 
시행하는 온라인 모의 TOEIC 영어 독해 평가 점수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모의 
TOEIC 시험은 매년 일학년 학생들의 영어 청해 및 독해실력을 평가하여 각 
학생 수준에 맞는 반에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서울여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모의 TOEIC 시험은 약 1800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매 학기초와 
말에 YBM 과 협력하여 전교적으로 실시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 도구다. 독해 
문항 수는 실전 TOEIC 독해의 절반인 50 문항이지만 모의 TOEIC 독해 평가의 
난이도, 신뢰도와 타당도는 실전 TOEIC 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YBMsisa.com). 
 

7. 영어 듣기 성취도 

 

연구 대상의 영어 듣기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여자 대학교에서 
학기초와 학기말에 시행하는 모의 TOEIC 영어 듣기 평가 점수의 향상도를 
사용하였다. 학기말 TOEIC 듣기 점수에서 학기초 TOEIC 듣기 평가 점수의 
차이를 듣기 능력 향상도로 보았다. 학기초와 학기말에 실시하는 
모의 TOEIC 듣기 평가의 난이도, 신뢰도와 타당도는 실전 TOEIC 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YBMsisa.com). 
 

8.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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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for Windows 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하였고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 관계 검증과 
조절변수 검증을 통해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정 및 인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유의 수준 .05 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 분석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각 변수에 속하는 설문과 시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의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여 정규분포인지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를 x 축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y 축으로 하여 두 변수들 간의 산점도를 작성하여 선형성을 검토하고 표준화 
예측값을 X 축, 표준화 잔차를 y 축으로 한 산점도를 작성하여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극단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Dubin-Watson(DW) 검정을 통해 2 에 
가까운지 검토함으로써 오차항간 독립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다중 공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가 0 에 
근접하는지, 분산 팽창지수(VIF)가 10 보다 작은지 확인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 관계 검증 4 단계를 
따랐다. 1 단계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가 영어 
듣기 성취도의 유의한 독립변수인지 검증하였다.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영어 듣기 성취도를 종속 변수로 입력하였다.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에 대한 영어 듣기 성취도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3 에 정리하였다. 

 
표 3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에 대한 영어 듣기 성취도의 회귀분석 결과 
 B (p) 표준오차 베타(p) R2 F (p) DW 

모형 1 
 

  
.260

62.097 
(.000***)

1.495 

상수 11.367 24.262     
전략 1.88(.000) .240 .510    

 
표 3 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는 영어 듣기 향상도의 

유의한 독립변수이며 26%를 설명하는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표 3 에서 
보여지듯이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에 대한 영어 듣기 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하위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표 4 는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 하위척도들에 
대한 영어 듣기 향상도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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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의 하위 척도에 대한 영어 듣기 향상도의 회귀분석 결과 

 B (p) 표준오차 베타(p) R2 F (p) DW 
모형 1

 
  

.326
28.161 

(.000***)
1.524 

상수 36.089 24.727     
상위인지 
전략 

2.907 
(.000***) 

.789 .312 
(.000***) 

   

인지전략 2.039 
(.000***) 

.513 .355 
(.000***) 

   

정의적

전략 
-.8.534 
(.05*) 

2.675 -.216 
(.05*)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의 하위 척도를 분석에 사용한 결과 영어 듣기 
향상도에 대한 설명력이 26%에서 32.6%로 높아졌다. 정의적 전략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정의적 전략을 많이 쓸수록 듣기 향상도가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2 단계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가 학습 동기의 
유의한 독립변수인지 검증하였다.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를 독립변수로 
영어 학습 동기 점수를 종속 변수로 입력하였다.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에 
대한 영어 학습 동기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5 에 정리하였다. 
  

표 5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에 대한 영어 학습 동기의 회귀분석 결과 

 B (p) 표준오차 베타 (p) R2 F (p) DW 상관계수 
모형 1  .106 20.896(.000***) 1.503 .326 
상수 22.134 2.704  
전략 .122(.000***) .027 .326(0.00***)  

 
표 5 에 따르면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는 영어 학습동기의 유의한 

독립변수이며 10.6%를 설명하는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상관계수에서 
보여지듯이 전략사용과 동기의 직접적인 상관은 높지 않은 편이다. 

3 단계로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를 통제하고 학습동기가 영어 듣기 성취도의 
유의한 독립변수인지 검증하였다.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와 영어 학습동기를 
독립변수로 하고 듣기 성취도를 종속 변수로 입력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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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를 통제한 영어 학습 동기와 듣기 
성취도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6 에 정리하였다. 

 

 

표 6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를 통제했을 때 영어 학습 동기와 듣기 성취도의 회귀분석 

결과 
 B (p) 표준 

오차 
R2 F (p) DW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모형 1   .609 135.745 

(.000***) 
1.6457   

상수 -122.795 
(.000***) 

20.781      

전략 1.122 
(.000***) 

.185    .967 1.034 

동기 6.162 
(.000***) 

.493    .967 
 

1.034 

 

표 6 에서 보여지듯이 영어학습전략 사용 선호도를 통제했을 때 영어 학습 
동기와 듣기 성취도의 회귀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학습동기가 듣기 
전략을 통제했을 때 듣기 성취도 향상에 있어 60.9%의 설명력을 가진다. 

4 단계로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와 영어 듣기 성취도의 관계에서 학습동기를 
통제하여 학습전략 사용 선호도의 효과가 0 인지 다소 감소하는지 확인하여 
완전매개관계인지 부분매개 관계인지 밝혀 냈다. 

 
그림 2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영어 학습 동기가 매개 
변수로 작용하는 모델 

      매개변인 

 

.122*** (.027)                       6.162*** (.493)           

 

 

    C’=1.122*** 

                                    C=1.88*** 

 

그림 2 에서 알 수 있듯이 듣기 성취도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하나 
1.88***에서 1.122***로 감소하였으므로 부분매개 관계이다. 

동기 

듣기전략사용 듣기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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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n 과 Kenny(1986)의 매개 관계 검증방법은 매개효과의 크기와 
매개효과에 대한 표준오차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Sobel Test 를 통해 매개효과가 있다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Sobel Test 계산결과는 4.249 (p=.01**)이므로 
95% 유의수준에서의 임계치인 1.96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듣기 전략 사용을 통제 하였을 때 동기가 듣기 점수 

향상도에 있어 B 값이 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연구에서 원인과 
결과의 방향이 정해지면 더 이상 분석을 시도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듣기 점수 향상도에 있어 동기를 원인변인으로 
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듣기 성취도의 효과가 여전히 
유의하고 부분매개이며 Sobel Test 계산 결과는 3.654(p=.01**)로 95% 
유의수준에서의 임계치인 1.96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영어 

능숙도(독해 능력)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조절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1 단계로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와 학기초 영어 독해 점수를 평균 중심화 
하였다. 2 단계로 평균 중심화된 전략사용 선호도와 능숙도 점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다.  3 단계 과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하는데 1 단계에 
평균 중심화된 전략사용 선호도와 평균 중심화된 능숙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듣기 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투입하고 2 단계에 상호작용항을 추가 투입하였다.  
표 7 과 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표 7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영어 능숙도의 

조절효과 분석 

모형 B 표준

오차 

R2변

화량 

F (p) 

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DW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1   .537 102.039 

(.000***)

.000 1.492   

상수 299.431 3.505       

C 전

략 

1.171 .202     .881 1.135 

C 능

숙도 

.362 .035     .881 1.135 

2   .009 3.488 

(.063) 

.063 1.492   

상수 301.570 3.664       

C 

전략 

1.203 .202     .874 1.144 

C 

능숙

도 

.340 .037     .79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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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

략 x 

C 능

숙도 

-.003 .002     .902 1.108 

 

표 7 에서 알 수 있듯이 R2 차이검증과 전략사용 선호도와 능숙도 
상호작용계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를 볼 때 유의확률 .063 으로 듣기 
전략사용 선호도와 영어 성취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어 능숙도가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는 그림 3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3 

영어 학습 동기와 듣기 전략 사용 선호도가 듣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인 

 

            

 

 

 

                                   X 

                                    

 

      조절변인 

 

 

V.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초한 학습 동기 유형이란 영어 
학습에 있어 학생 스스로가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느냐의 
정도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로는 듣기 점수향상에 있어 듣기 
전략사용이 영향을 미치는데 영어 공부를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자는 듣기 전략 사용이 보다 유의하게 듣기점수향상에 활용되었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내재적 학습 동기가 매개변수임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지만 듣기 능력 향상에 관계하여 동기를 원인변수로 전략을 
매개변수로 분석하였을 때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매개모델을 
설정하는데 있어 방향성은 대개 기존 이론이나 문헌에 근거하여 가정하는데 
우현진(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영어학습 동기를 듣기 
성취도에 있어 전략사용의 매개변수로 보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내재적 동기, 

자율성 

듣기전략사용 듣기향상도 

독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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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두 가지 변수 모두 매개변수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해 기존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 전략과 동기 중 어느 것이 원인변수이고 어느 

것이 매개변수인지는 현재까지의 이론이나 연구로 확실하게 결정지어진 것은 
없다. 동기와 전략 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EFL 교육 현장에서 어느 
변인이 먼저이지 따지는 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혹은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동기와 전략 사용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나 듣기 점수 향상에 있어 동기와 전략이 매개 관계에 
있을 때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본 연구 참가자들의 설문 및 TOEIC 점수 분석 결과 듣기 전략사용에 있어 

자율적인 학습자가 유리 할 뿐만 아니라 자율성이 강한 학습자가 상위 인지 
전략 및 인지 전략을 쓸 경우 학습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듣기 전략사용에 있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자율성이 내재된 
학습동기가 중요한 학습자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듣기 전략을 활용하는데 있어 독해 능력이 듣기 점수 향상의 조절 

변수는 아님이 드러났다. 기존 연구와 달리 순수한 듣기 점수 향상도 만을 
고려할 때 독해 능력의 영향 보다는 듣기 전략사용과 자율적 학습동기의 
매개효과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래 영어 실력이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일지라도 자율적인 학습자가 듣기 
전략을 활용하였을 때 많은 성적 향상도를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어 듣기 성적 향상도에 직접적인 주요 설명 

변인으로 상위 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 사용을 들고 정의적 전략 사용은 듣기 
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다(김동규, 2004; 
박혜연, 2004; 이해정, 2004; Park, 1997b). 다시 말해 상위 인지 전략과 인지 전략 
사용은 자율성의 정도가 강할 때 듣기 성적 향상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적 전략은 자율적 학습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중 하위권 학생들의 듣기 책략을 지도할 때 

주입식적으로 듣기 책략 기술만을 가르치기 보다는 먼저 자율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학습지도가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듣기 책략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면 
중요한 문구나 단어를 찾으면서 듣는다든가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집중함과 같은 듣기 책략 사용은 자율성이 내재된 학습태도에 
기인한다. 외국어 교육은 오랜 시간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인 만큼 자율성에 
근거한 동기와 학습태도가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선행 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본 연구 결과는 제 7 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의 자율성 신장과 자기 주도적 학습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양 영어로 TOEIC 수업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듣기 전략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아무리 가르쳐도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와 자율적 학습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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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효과 높은 영어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교육이 산업 예비군을 
양성하는 현장으로 전락하고 학습자들이 외국어 습득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취업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TOEIC 을 공부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도구로서의 영어학습보다는 영어학습 자체에 대한 
자율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 되었을 때 듣기 전략 사용 등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성공적인 영어 학습과 대학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외적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고 자율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학영어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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