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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천안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107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최종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자기결성성과 외국어 학습신념 및 학습 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 또한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수자와의 상호작
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의 촉진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의지가 필요한
외국어 능력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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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intends to examine how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affects their 
beliefs in and achievement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current pandemic times. The data under 
discussion was collected from a survey questionnaire conducted to a group of 107 students attending 
at a four-year university in Cheonan. With the software SPSS Version 21.0, a set of statistical methods 
were employed: (i) descriptive statistics along with (ii) correlation analysis and (iii) regression analysis. 
The current analysis identifi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both beliefs 
Foreign Langage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s, which means that the former exert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atter. Th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educators arrange strategic plans that can 
enhance collegians’ self-determination for their better performance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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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대학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팬데믹이라는 시기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강좌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
되었고 결국 대학과 교수자, 교수자와 교수자,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대화는 급감한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몇 가지 이유로 오히려 비
대면 온라인 환경 하에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1,2]. 첫째,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줄어들
어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채널을 동원한 열린 학습이 가능하다. 
이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핵심요소라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은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을 돕기 위하여 상담강화와 취업역량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다
양한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생들의 직
업선택은 경제, 직업가치 및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등
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를 이루기 위한 실재적 준비행동은 
대학생들에게 큰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재적 진로
준비행동에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 특히 진로준비행
동을 하는 과정에는 자신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실천 행
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기결정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4].

자기결정성은, 문자 그대로, 어떤 외부요인에 이끌리
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나 의사를 선택하
고 결정하는 것이다[5,6]. 즉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독
립을 준비하며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이는 자신의 대학생활 동안 바
람직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개인 스스로 결정하고 준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실제적으로 대학생이라면 취업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
으로 준비해야 할 외국어능력과 대학에서 이루어야 할 
학습 성과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성의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자기결정성은 ‘자기’라는 개념에 
근거한 내재동기가 필수적이다. 이를 향상시키려면 스스
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7]. 따라
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
는 노력을 통해서 교육이 성취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자기결정
성, 신념과 같은 내재적 동기가 향상 되어 우수한 학습효
과의 교육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결정성 
대학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 

비교과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취업 준비에 유리한 대학
생활 경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하
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대학교육의 성과가 되었다. 

하지만 국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
에 의하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많다. 전문가
의 길을 밟는 전공트랙을 가진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수
업을 포함한 교과활동이나 동아리 혹은 학생회 등 비교
과활동 모두 적극적이지 않고, 교수와의 상호작용도 적
극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보고되고 있다[4,5]. 따라서 대
학생활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며 
내적동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
요변인인 자기결정성은 동기(motivation)와 접한 관
계가 있는 자질이다. 이 자질(역량)은 행위로 발현되는 
원천인데, 유발시키는 방향에 근거하여 외적 동기와 내
적 동기로 분류한다. 내적 동기는 한 개인이 내부에 독립
적으로 갖는 동기로 예를 들면 관심, 즐거움 등이고, 반
면에 외적 동기는 행위를 일으키는 보상 같은 외부적 요
인을 지칭한다[5-7].

Ryan과 Connell(1989)에 의하면, 개인의 행위 선택
에 있어 자율성의 정도가 자기결정성을 나타낸다고 하였
으며[8], 외적 요소에 따라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설명하였다[9]. 
자기결정성은 앞에서 전술하였듯이 내재적인 동기에 주
요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환경요소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자주성, 유능성, 유대관계성 등의 역량을 포함하여 대학
생들에게는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10].

2.2 외국어 학습신념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

를 비롯하여 외국어에 대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
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기 중에 학점 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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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업과 이에 따른 각 교과의 시험 및 과제를 수행해
야 하므로 외국어능력 및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개인의 의지와 동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orwitz(1988)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믿음을 신념이라
고 보고, 언어 학습에 대한 신념이 그들의 기대치, 열정, 
학습효과,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지
었다[11].

Wenden(1987)은 학생들의 언어학습에 대한 신념은 
학습전략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다수의 연구
가 외국어 학습신념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라고 보고하였다[12,13]. 따라서 외국어 학습신념은 외
국어 외에도 전반적인 학습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사료된다. 외국어 학습신념에 해당되는 요소로는 학습의 
어려움, 개인적인 소질, 외국어 학습의 본질, 의사 전달 
전략, 동기와 기대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
학생들은 외국어에 대하여 신념을 갖고 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학습 성과
학습 성과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으로 얻게 되는 다

양한 결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학생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목표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학교육에서의 학
습 성과는 전체적인 사회의 경향, 대학의 교육목표, 철
학, 환경,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몇 가지 학습 성과를 통해 표준화하여 확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연하게도 대학생의 학습성과는 일정기관동안 받는 
고등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성장의 결과물이며 이는 교
육을 통해 얻는 긍정적인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대학의 
학습성과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지
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학생들
이 달성해야할 핵심역량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최정윤․
이병식, 2009). 

그러므로 학습 성과를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역량으로 
보던 시각과 약간 다른 시각으로 최근에는 그 얻은 지식
과 역량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 즉, 비판적 분석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관련된 지식을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으로  문제나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 실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 성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생의 학습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5,16].

예를 들어, 인지적 역량은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포함

한다. 학생의 전공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쓰기·읽기·말
하기 등 언어능력, 창의적·분석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외국어구사력 등이다. 이에 반해, 비인
지적 역량은 팀워킹 및 협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자
기정체성 파악, 다문화 이해 능력, 도덕성·윤리관·공동체 
의식, 자기 관리 능력, 시간 관리 능력등을 포함한다[17]. 
따라서 학습 성과의 범위는 매우 그 영역이 넓지만 자기
결정성과 외국어 학습신념 등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도모
하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과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학
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한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N대학

교의 10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1학
기~ 2020년 2학기 외국어강좌를 중심으로 교양수업을 
수강한 107명의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이 62명(57.9%), 여학생이 45명(42.1%)이었으며 2,3,4,
학년을 중심으로 상경계열 41명(38.4%), 공학계열 
30(28.0%), 예체능계열 10명(9.3%), 복지계열 26명
(24.3%)로 참여하였다.  

3.2 연구척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로는 자기결정

성과 외국어학습신념 및 학습 성과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자기결정성 
본 척도는 박명신(2015)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적

용하였으며 총 15문항이다[17]. 자기결정성의 측정도구
의 하위요인은 자율성(6문항)과 유능성(3문항) 그리고 관
계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다
고 해석되며 Cronbach's α계수로 전체 신뢰도는 .77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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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ubfactors M SD

self-deter
mination 

self-determination 2.86 .430

autonomy 2.85 .542

competence 2.64 .602

relatedness 2.99 .477

belief 
about 
English 
learning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3.11 .400

difficulty of English 
learning 3.08 .505

English learning aptitude 3.20 .419

nature of English learning 2.80 .486

learning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3.06 .537

motivations and 
expectations 3.47 .491

learning 
outcomes

 achievement 2.89 .377

 cognitive
 competence 2.99 .357

non-cognitive competence 1.39 .218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Factors3.2.2 외국어 학습신념 
본 연구에서는 1987년 Horwitz가 총 34문항으로 개

발한 언어학습신념 검사(Th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BALLI)) 중에서 박기표(1995)가 
약간 수정하여 한국의 대학생을 상대로 사용한 총 33문
항을 적용하였다[11-18]. 본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영
어학습의 어려움(6문항), 영어 학습에 적합한 적성(9문
항), 영어 학습의 본질(6문항), 영어 학습 및 의사 전달책
략(8문항),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기대(4문항) 등에 관
한 신념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
로 조사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외국어 학습신념을 
나타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61이다.  

3.2.3 학습성과 
본 척도는 남혜선(2017)이 본인이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이는 총 14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인지적 역량(7문항)과 비인지적 역량(7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이며, 높은 점수는 
높은 학습 성과를 나타내며 Cronbach's α계수로 전체 
신뢰도는 .688로 나타났다.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1.0 
통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먼저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를 구한 후,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된 변수들의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영어학습신념과 학습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기술통계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은 본 연구의 자기결정성,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자기결정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M=2.86(SD= .430)이며 외국어 

학습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M=3.11(SD=.400)이다. 
또한 학습 성과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M=2.89(SD= 
.377)로 나타났다. 

4.2 상관분석
본 연구의 자기결정성, 외국어학습신념과 학습성과 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결
정성은 외국어 학습신념(r=.608, p<.01), 학습 성과
(.719,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 성과(r=.608, 
p<.01)와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
타났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2에 나와 있다. 

 Factor self-
determination

belief about 
English learning

learning 
outcomes

self-Determination 1
belief about English 

learning .579** 1

learning outcomes .719** .608** 1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4.3 회귀분석 
회귀분석을 하여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학습

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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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자기결정성과 외국어학습신념과의 회귀분석 
Table 3에 의하면 자기결정성은 외국어학습신념에 

대하여 F값이 52.592(t=7.27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질수
록 외국어 학습신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constant) 1.561 .215 7.271 .000

self-deter
miantion .540 .074 .579 7.277*** .000

Table 3.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4.3.2 자기결정성과 학습 성과와의 회귀분석
Table 4에 의하면 자기결정성은 외국어학습신념에 

대하여 F값이 52.592(t=7.27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파악했으며 이는 자기결정성이 높아질
수록 외국어 학습신념도 향상될 수 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learning outcomes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constant) 1.082 .172 6.276*** .000

self-determ
ination .630 .060 .719 10.586*** .000

 R²(adjusted R²)           .516(.512)

F           112.053***

** p<.01, *** p<.001

Table 4.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Learning Outcomes

4.3.3 자기결정성과 학습 성과와의 회귀분석 
Table 5에 의하면 외국어학습신념은 학습성과와 F값

이 52.592(t=7.27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
이며 이는 외국어학습신념이 높아질수록 학습성과가 향
상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learning Outcomes

no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B SE β

(constant) 1.108 .228 4.854*** .000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573 .073 .608 7.852*** .000

 R²((adjusted R²)           .370(.364)

F           61.653***

** p<.01, *** p<.001

Table 5. Effect of Beliefs about English Learning on 
Learning Outcomes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이 외국어능력을 신
장시키고자 하는 신념과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은 외국어 
학습신념과 학습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국
어 학습신념 또한 학습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글로벌 인
재의 필수요소로 외국어 능력과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
서는 이러한 역량강화의 목표를 위해 자기 결정성 향상
을 위한 조력적인 교육과 프로그램들 체계적으로 마련해
야할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어학습신념이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는지 논의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추후 연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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