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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Eun Young. “A Study of Demotivation Factors in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A Case Study 

of S Universit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209-235.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how much of the demotivation factors can be improved after an English program consisting of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of different levels and counseling activities. These classes are designed in  

order to prevent demotivation and to encourage remotivation, adopting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For this research,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four factors is administered: student, teacher, teaching 

method,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 factor is the primary source in L2 demotivation 

regardless of students’ levels, and teacher factor is least influential across the levels. On the other hand, 

teaching method factor is progressed most effectively in this program. In the proficient levels, high level 

has the most meaningful differences, and both middle and low levels show effective differences in 

teaching method factor and student factor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306 sheets of counseling diaries, 

students have various characteristics and reasons for the program, and overall they attribute the rise of 

self-confidence to the program. (Suncho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demotivation, proficient level, designed class, remotivation, counseling               

I. 서 론

제2 외국어(이하 L2) 습득과정에서 동기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학습의 성

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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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kalovska et al., 2012; Dörnyei, 2001, 2005; Ushioda, 2001). 그런 만큼 

동기에 관한 연구는 탈동기, 재동기, 무동기와 같은 연구영역으로 확장되어 왔으

며 각 영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요인들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탈동기의 경우 교사와 환경 요인과 같은 외재적 요인만을 탈동기를 유

발시키는 요인으로 한정하던 연구에서 점차 태도, 자신감, 학습전략과 같은 내재

적 요인을 포함시키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습자의 과거 학습경

험을 토대로 작성한 회고식의 에세이를 통해 학습자의 탈동기를 종적·횡적으로 

연구하여 탈동기의 발생 시기와 원인을 개별 학습자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분석하고 있다(김태영 & 이유진, 2013; Ma & Cho, 

2014; Trang & Baldauf, 2007). 학습자의 탈동기에 관련된 이러한 각각의 많은 

연구들은 탈동기를 극복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서 재동기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이르는 여러 처치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탈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재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

과정에 대한 교수학습 설계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학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

고(하명애 & 김정옥, 2014),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즐

겁고 흥미로운 수업이 되어야 하며 특히 하위수준의 경우 학습자에게 쉬운 수업

을 제공함으로써 동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하명애 & 김정옥, 2014; 

Jung, 2011). 또한 교실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벌과 같은 지나

친 긴장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하고(Hu, 2011), 단조롭거나 지루한 강의 중심의 

교수법을 지양하고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며 학습자 사이의 협동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Jung, 

2011).  

본 연구는 탈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학습자의 탈동기를 예

방하거나 재동기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예비실

험에서 얻은 결과들을 고려하여 본 실험대학의 사정에 적합한 영어수업을 설계

하고 운영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탈동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려 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변별력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 탈동

기의 하위요인을 학습자 요인, 교사 요인, 교수법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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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업을 전후로 한 각 요인별 탈동기 변화 정도를 수준별로 살펴보려 한다. 

본 연구의 영어수업은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동기화

의 촉진을 목표로 설강된 비교과 수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

로 설계되었다. 첫째, 학습자의 수업참여와 수업내용의 선택권을 고려한다. 이 

영어수업은 비교과과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참

여할 수 있었으며, 수업내용은 크게 영어회화 수업과 교양영어 보충수업으로 구

분되는데 이는 예비실험에서 실시했던 선호하는 수업내용의 설문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수준별 분반 구성을 통해 학습자의 수업

이해도를 높인다. 셋째,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분량과 진도를 지킨다. 이 영어

수업은 학점을 부과하는 교과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분량과 진도에서 자유로

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재동기를 목표로 하

는 수업이므로 학습량과 진도보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더 집중한다. 넷째, 

상담활동을 병행한다. 상담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수업에 대한 피드

백을 순발력 있게 주고받음으로써 수업의 질을 유지하려 했다. 

본 실험은 수준별 학습자를 8~16명씩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예비실험 결과에

서 얻은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내용인 회화수업을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분량

과 진도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교수자와의 상담활동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요구

에 충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설계된 프

로그램을 10주 동안 제공받은 후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의 변화와 각 수준별 학

습자의 탈동기 요인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며 또한 상담일지

의 구체적인 사례내용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양적 연구인 탈동기 설문조사에 대

한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

다.

1. 설계된 영어수업을 전후로 한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의 변화는 어떠한가?

2. 설계된 영어수업을 전후로 한 수준별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3. 설계된 영어수업에 대한 수준별 학습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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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탈동기 이론

성공적인 L2 학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동기는 정적인 결과물

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회적·교육적 환경과 학습자의 내적 자아가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서서히 전개되는 과정으로 연구의 주된 관심 영역 중의 하나이다

(Dörnyei, 2001; Oxford & Shearin, 1994; Wlodkowski, 2008). 학습자들이 

L2 학습과정에서 흥미를 잃는 이유를 찾아내어 동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효과

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동기의 부정적인 대응관계에 있는 탈동기의 연

구가 최근 들어 차츰 주목받게 되었다. Pigott(2008)은 탈동기를 학습과정을 제

한할 정도로 심하게 동기가 부족한 학습자의 상태로 보았는데 이는 동기 수준의 

감소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Dörnyei(2001)는 초기에 탈동기란 “계속 진행 중

인 행동이나 행동의 의도에 대한 동기의 근거를 줄이거나 약화시키는 구체적인 

외부의 힘”(143)으로 정의했으나 차후에 Dörnyei(2009)는 탈동기화된 학습자를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모두에 의해 L2 학습에 대한 그들의 전념과 흥미를 

잃어버린 자로 수정하게 되었다. Dörnyei의 탈동기 요인에 대한 이러한 수정은 

탈동기 요인이 외재적 요인뿐 아니라 자신감 부족과 L2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같은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여러 연구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Falout & Falout, 2005; Falout & Maruyama, 2004; Sakai & Kikuchi, 2009; 

Trang & Baldauf, 2007).  

Falout와 Maruyama(2004)는 교사가 전체 학습자의 탈동기에 지속적으로 영

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상위수준이 교사에 대해 더 비판적인 반면 하위

수준은 자신감 감소, L2에 대한 태도, 강의, 교사, 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와 자

신의 성적에 대한 실망과 같은 학습자 요인에서 탈동기의 구인을 찾으며 상위수

준보다 더 이른 시기에 탈동기가 시작되며 더 지속된다고 하였다. 교사 관련 요

인의 경우,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akai와 Kikuchi(2009)의 연구는 교

사의 능력과 교수법과 같은 요인은 주된 탈동기 요인이 아니었으며 동기화가 덜 

된 학습자일수록 학습내용과 자료, 시험점수가 가장 강력한 탈동기 요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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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교사의 열정 부

족과 모욕적인 행동, 혼란스런 강의, 불공평한 테스트, 정보 과부하와 같은 교사 

관련 요인이 가장 강력한 구인으로 지목되었다(Gorham & Christophel, 1992; 

Zhang, 2007). 

최근 들어 언어 학습의 동기에 관한 연구 경향은 학습자 동기가 정적인 상태

가 아니며 학습자의 내재적, 외재적인 다양한 영향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화와 변

화과정을 거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태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기의 원

인보다는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영향으로 탈동기의 연

구도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

기게 되었다. Trang과 Baldauf(2007)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회고식 에세이를 쓰

게 한 결과, 학생 탈동기의 64%는 외재적 요인이고 교사 관련 요인이 주요한 탈

동기이며, 영어의 중요성 인식, 개인적인 이유, 자기개선,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같은 내재적 요인은 탈동기를 극복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

다. Ma와 Cho(2014)는 160명의 대학생에게 영어학습 경험에 대한 에세이를 쓰

게 하여 학습자의 탈동기와 재동기 요인을 밝혔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가장 좋아하는 학습전략과 함께 영어에 대해 긍정

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으나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의무적인 학습이나 중고

등학교의 표준화된 교육체제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

고 있었다. 

2.2 탈동기에 관한 선행연구

교양영어 교과목 수강생이나 영어 (복수·부)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탈동기 연

구에 따르면(김태영 & 이유진, 2013; 이선미 & 김신혜, 2014; 하명애 & 김정

옥, 2014), 전반적인 탈동기의 양상은 이른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서

서히 증가하여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대학입학 후에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치열한 대학입학 경쟁을 반영한 사회심리학적인 구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태영 & 이유진, 2013; Jung, 2011). 영어를 전공하는 상위권 

학습자의 탈동기를 살펴보면, 중학교 때는 문법 중심의 수업과 많은 양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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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요구와 같은 학습방법의 문제와 시험과 수행평가의 부담감이 학습의욕을 

꺾어 탈동기 요인이 되었으며 고등학교 때는 많은 양의 문제풀이와 단어 암기와 

같은 획일적인 학습방법이 탈동기 요인이었다. 대학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의 흥

미와 재미를 충족시켜 주는 면에서 탈동기 수치가 낮아졌지만 그 대신에 외국 거

주 경험이 있으며 원활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동료 학생들에 의해 가장 

큰 탈동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김태영 & 이유진, 2013). 

Hu(2011)는 타이완의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하위수준 대학생의 가장 주요한 

탈동기 요인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들었으며 그중에서 어휘암기의 어려움을 언급

하였다. 어휘의 암기가 영어학습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충분한 어휘를 갖추

지 않으면 영어를 숙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며, 또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

기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제한된 어휘력은 언어학습의 불안감과 상관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대상 학습자의 어휘 확장을 위해 교사와 연구자의 관심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교사의 단조로운 수업과 학습자 처벌은 학생과 

교사 사이를 좋지 않은 관계로 이끌어,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탈동기 원인

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줌으로써 EFL 학습자의 학습과정에서 교

사 역할의 중요성과 교실에서의 지나친 긴장감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위 학습자의 탈동기를 살펴보면, 하명애와 김정옥(2014)은 교양영어 수강생 

중에서 영어학습에 성공적이지 못한 학습자들은 선수학습 결핍이 가장 큰 요인

이며 다음으로는 사교육 노출 미흡, 시험불안, 비효과적인 공부 순이었으며 교사

요인이나 부모 요인은 비교적 영향을 덜 주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대학입학 전에 

성공적이지 못한 학습경험이 있었던 학습자라도 현재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상황

에서는 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 및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학습회복을 위하여 교양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학습 설계

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자의 눈

높이를 맞춘 교양교육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학습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학

습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시스템과 학습 멘토링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Jung(2011)은 많은 중하위권 대학의 경우, 상당수 학생들이 대학입학 전에 영

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상실한 채 입학하게 되며 일부 탈동기화된 학생들은 영어

학습의 동기를 이른 시기에 포기했기 때문에 대학영어를 수학하기 위한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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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어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수준별 수업을 통해 즐겁고 흥미로우며 쉬운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동기와 자신감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하

위 학습자는 영어는 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감이 낮기 때문

에 영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보다는 고무적이고 즐거운 자료로 영

어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수법 요인으로는 

교사의 지루한 강의 중심의 수업이 가장 높은 탈동기 요인이므로 상호활동적인 

수업을 이끌고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학습자 사이의 협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

사 역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I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의 한 국립대학에서 2018학년 2학기에 10주 동안 개

설한 비교과 영어수업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대상자는 교양

교과목인 대학영어 수강생 중에서 지원할 수 있었으며 전체 참여 학생 90명 중

에서 설문과 상담활동에 참여한 71명이다. 영어수업 지원자격의 특성에 의해 대

상 학생은 1학년이 67명(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4명은 2학년과 4학년

이 각 2명씩 있었는데 이들은 보충학습을 위해 신청한 하위수준 학습자였다. 대

상 학습자의 전공은 자연대(47.89%), 공과대(32.39%), 농과대(8.45%), 인문예

술대(5.63%), 사범대(4.23%)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수준은 진단테스트와 퀴즈의 결과를 사용하여 상위(23명), 중위(18명), 

하위(30명)로 나누었다. 진단테스트(67명, 1학년)는 입학 직후에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본 영어수업과 약 6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확한 수준 파악을 위하여 퀴즈(70명)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진단테스트는 실

험대학의 영어과 교수들이 신입생의 기초학습역량 파악을 위한 테스트 문항으로 

공동출제한 문제은행을 활용한 것으로 문법, 읽기, 어휘 등을 묻는 40문항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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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였으며, 퀴즈는 본 영어수업의 교재인 Smart Choice의 연습문제에서 발췌

한 30문항으로 회화표현을 묻고 있어 수업내용과 적합한 문제유형이라 볼 수 있

다. 다음은 학생들의 수준별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기술통계

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로서 진단테스트

(p=.000)와 퀴즈(p=.001) 둘 다 수준별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표 1 진단테스트와 퀴즈의 기술통계 내용

표 2 진단테스트와 퀴즈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3.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학습 탈동기 설문과 상담일지이다. 학습 탈동기 설문은 

여숙림과 이종복(2015)이 개발한 학습 탈동기 문항을 차용한 37개 문항으로 학

습자 요인(13), 교사 요인(9), 교수법 요인(7), 환경 요인(8)으로 나뉜다. 여숙림

수준 N 평균 표준편차 하한 상한 최소값 최대값

진단 

상위 23 89.35   4.28 87.49 91.20 85.0 97.5

중위 18 79.31   2.82 77.90 80.71 75.0 82.5

하위 26 60.77 13.09 55.48 66.06 30.0 72.5

전체 67 75.56 15.14 71.87 79.25 30.0 97.5

퀴즈

상위 23 29.22   4.24 27.38 31.05 19.0 35.0

중위 18 27.67   4.21 25.57 29.76 20.0 33.0

하위 29 23.17   6.89 20.55 25.79   8.0 33.0

전체 70 26.31   6.07 24.87 27.76   8.0 35.0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진단

집단-간 10312.859   2 5156.429 68.433   .000

집단-내 4822.402 64   75.350

전체 15135.261 66

퀴즈

집단-간   513.04   2 256.517   8.483   .001

집단-내 2026.05 67   30.240

전체 2539.0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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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종복의 탈동기 설문은 250명의 한국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서 기존의 국내 연구에서 사용된 탈동기 요인의 설문이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구분이 없었던 점에서 그 변별력을 찾을 수 있다. 대학생의 영어수업 목표와 교

육과정은 중고등학생과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 역시 그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한 후

속 연구는 EFL 상황의 우리나라 대학생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탈동기 요인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숙림과 이종복(2015)이 개발한 학  

습 탈동기 설문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0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 요인의 신

뢰도는 각각 학습자 요인 .868, 교사 요인 .895, 교수법 요인 .863, 환경 요인 

.81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습자 요인은 기본실력 부족, 학습방법 모름, 어휘력, 영문법 싫음, 

영문법 이해의 어려움과 같은 학습의 어려움 부분과 자신감, 두려움, 흥미 부족, 

부정적인 생각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이다. 교사 요인은 교사의 열의, 지식, 발음, 

피드백 제공, 수업준비, 휴강, 학습자와의 관계에 관한 요인이다. 교수법 요인은 

실용적인 수업, 교과서 치중 여부, 수준, 해석 중심, 이해도, 재미없는 수업방식 

등이며, 환경 요인은 평가방식, 결과 중심의 성적처리, 수업시간, 압박감, 목표 

없는 장기적인 학습, 비실용성, 교육과정이다.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전 탈동

기 설문은 영어수업의 첫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 탈동기는 10주 후에 실시한 

것으로 본 영어수업에 참여한 이후 느끼게 된 영어학습에 관한 사항임을 학습자

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본 영어수업에 의한 학습자의 탈동기의 차이를 살펴보려 

하였다. 

상담일지는 격주로 회당 15분씩 운영되었던 상담활동 후에 작성된 것으로 학

습자의 학습활동보고와 교수자의 피드백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상담일지는 2시

간의 회화수업과 상담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으로 내용과 형식에 제약

을 주지 않았다. 첫 회는 각 학습자의 수능성적이나 고교내신 성적, 영어학습 경

험과 영어수업을 신청한 동기 및 교수자에게 바라는 것 등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2회부터는 매 상담활동 이후에 느끼는 것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에는 과

제실행 여부, 지난 상담과의 비교, 수업에서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단어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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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항, 대학영어 보충학습을 통해 달라진 수업의 이해정도, 자신의 변화된 점 

등을 주로 서술하고 있었다. 

3.3 영어수업 내용 및 분석방법

3.3.1 영어수업 내용

본 영어수업은 실험대학 학습자의 영어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동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비교과 수업이다. 강좌개설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하여 탈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처치방법과 본 실험대학의 예

비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수용하여 1)학습자의 수업참여와 수업내용의 선택권, 2)

수준별 수업, 3)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분량과 진도, 4)상담활동을 주요한 내용

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교수진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6명이며 

현재 본 실험대학의 교양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내국인 강사진으로 평균 7년 이

상의 강의 경력이 있으며 그중 3명의 교수자는 1년 이상의 영어권 국가의 체류

경험이 있다. 각 교수자는 수준별로 한 반씩 영어회화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여 

맡았으며 학습자 이해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격주로 회의를 했다. 

전체 영어수업은 상위반 2개, 중위반 1개, 하위반 3개이며 전체 6개 반이 개

설되었으며 회화수업은 화·목·금요일의 4-5교시에 각각 운영되었다. 화·목요일

의 4-5교시는 본 실험대학의 시간표 구성상 공강이기 때문에 비교과 수업개설이 

가능하였고 금요일 4-5교시는 수업참여가 가능한 학생들이 신청하였다. 각 강좌

의 인원은 8~16명 정도의 소수 학생으로 이루어졌으며 회화수업은 주당 2시간

이며 상담활동은 격주로 1인당 15분씩 실시하였다. 상담의 경우, 상위와 중위수

준은 개인이 원하는 영역을 다양하게 다루었으나 하위수준은 교양영어 보충학습

을 했다. 상담은 1:1 상담이 원칙이었으나 친구와 함께 할 경우에는 2명이 30분

을, 3명이 45분을 할 수 있었다. 상담요일은 화·목요일 4-5교시였으며 예약제로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화요일 회화반 학생은 목요일 4-5교시에 상담을 받았으

며 목요일 회화반은 화요일 4-5교시에 상담을 받는 식이었다. 

본 영어수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수업과 격주로 운영된 상담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순발력 있는 피드백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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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한다는 점이다. 1:1 혹은 2~3명의 소수집단으로 하는 상담활동은 개별 학

습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상담은 학습자에게 계획

적이고 예측 가능한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상

담만 진행할 경우 객관적인 학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수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교수자가 학생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free talking으로 진행되는 상위수준의 경우 회를 거듭할수록 개인적인 

주제로 흐르게 되면서 학습자의 교수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교수자에게 학

습상담 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상담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교재는 Oxford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Smart Choice를 주교재로 하였으며 

Pearson Education에서 나온 Word by Word Picture Dictionary를 부교재로 

사용하였다. 상위와 중위반은 Smart Choice1을 하위는 Smart Choice starter를 

택하여 담당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진도를 나가도록 하였

다. Smart Choice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어휘, 문법, 발음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교재는 각각 12개의 unit으로 구

성되었으며 Smart Choice starter의 경우 자기소개, 개인적인 정보 묻고 대답하

기, 직업소개, 활동묘사와 같은 주제들이 있으며, Smart Choice1은 starter와 같

은 주제를 다루지만 문법과 어휘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았다. 

상위수준의 경우 교재에서 제시하는 각 unit별 학습내용을 근간으로 하되 각 

주제에 대한 free talking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였다. 상위수준은 상담활동에서도 free talking을 선호

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그 외에 TOEIC을 공부하거나 영작문을 하였다. 중위수

준은 각 unit에서 제시하는 문법사항들에 맞는 패턴 연습을 통해 상위수준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교재에 더 충실한 수업을 하였다. 개인 상담시간에는 중위수준

에서도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free talking을 진행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으며 

TOEIC 문제풀이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위수준은 회화수업을 통해 phonics와 

같은 어휘학습과 기초적인 영문법을 각 unit별로 다루었으며 상담활동에서 교양

영어의 보충학습을 지도받았다. 하위반 교수자에 따르면 하위수준 학습자는 문

법과 어휘의 한계뿐만 아니라 교과과목인 교양영어 수업의 이해와 학점을 의식



220 강  은  영

하여 회화수업보다는 교양영어 보충학습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이

유로 하위반은 중간고사 이후로 회화수업을 1시간으로 줄이는 대신 교양영어 보

충학습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본 영어수업의 개설 취지에 따라 학습자의 요구

에 맞추어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한 예이다.  

  

3.3.2 분석방법

영어수업 첫 시간에 탈동기 설문을 실시하면서 먼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했으며 사후 설문은 마지막 시간에 실시하였다. 

수업을 전후로 한 탈동기의 차이와 학습자 수준별 탈동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격주에 한 차례씩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기록

했던 전체 306매의 상담일지를 자료로 수합한 후에 수준별로 나누고,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각 수준별 학습자의 영어수업 참여 동기 및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다시 수준별 탈동기 설문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

료로 활용하였다. 학습자 수준을 나누기 위하여 진단테스트와 퀴즈로 각각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4.1 영어회화 수업을 전후로 한 탈동기 요인

다음 표3은 전체 학습 탈동기 설문의 사전 값을 기준으로 한 신뢰도검사 결과

로서 Cronbach α 지수는 .941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으며, 각 요인별 

Cronbach α 지수 역시 .88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탈동기 설문에 대한 신뢰도는 연구를 위해 차용했던 여숙림과 이종복(2015)이 

개발한 학습 탈동기 설문문항의 신뢰도에 비해서 전체 신뢰도와 하위 요인에 있

어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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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습 탈동기 설문문항 내용 및 신뢰도

      *는 여숙림과 이종복(2015)이 개발한 학습 탈동기 요인의 각 문항과 신뢰도임

           

다음 표4는 전체 학습 탈동기와 각 요인별 사전·사후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 

탈동기 요인은 사전(m=2.66)에 비해 사후(m=2.41)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서 영어수업의 사후에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인별로는 3개 요인인 학습자 요인, 교수

법 요인, 환경 요인이 수업을 전후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학습자 요인의 사

전·사후값이 가장 높게 나와 학습자 요인이 주요 탈동기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교수법 요인은 사전값(m=2.73)에 비해 사후값(m=2.23)의 평균이 0.5정도 

감소하여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환경 요인은 사후평균이 0.19점 감소하였으

며, 교사 요인은 사전 값(1.74점)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후(m=1.59)에 더 

감소하여 학습자의 탈동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표 4 학습 탈동기 요인별 사전· 사후 결과

                       

4.1.1 학습자 요인 

학습자 요인의 t-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t값은 -4.217,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 N Cronbach α * N * Cronbach α 

학습자 요인 13 .889 12 .868

교사 요인 9 .926   9 .895

교수법 요인 7 .906   8 .863

환경 요인 8 .886   8 .815

전체 37 .947 37 .907

R    요인 사전평균 사후평균 유의확률

1 학습자 요인 3.28 3.06 .000 

2 교수법 요인 2.73 2.23 .000 

3 환경 요인 2.63 2.44 .040  

4 교사 요인 1.74 1.59 .058

   전체 2.66 2.4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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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어수업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자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표 5 학습자 요인 사전· 사후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전 학습자 71 3.28 .67
-4.217 .000 

사후 학습자 71 3.06 .62

                      

학습자 요인 중에서 10개 항목의 사전 값이 3점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영문

법 싫음, 문법 이해의 어려움, 어휘력 부족, 학습방법 모름, 기본실력 부족이 탈

동기를 가장 높게 일으키는 항목이었다. ‘문법 이해의 어려움’(m=3.65/3.21)은 

전후 평균 차이(0.44↓)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인데, 이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문법이 단어암기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

분이며 동시에 영어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어휘력 부족’ 항목은 영어회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휘를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단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노력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위와 중위 학

습자의 상담일지의 상당 부분에서 새롭게 알게 된 어휘와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

어서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실용적인 어휘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감과 두려움의 경우 둘 다 사전에 3점 이상의 탈

동기를 나타냈으나 자신감은 유의미한 정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두려움

은 3점 이하로 낮아졌다.     

  

표 6 학습자 요인 항목별 사전· 사후 결과    

R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1 영문법 싫음
전 3.79   .86

1.950 .055
후 3.56   .98

2 문법 이해 어려움
전 3.65   .90

3.497 .001 
후 3.21   1.0

2 어휘력 부족
전 3.65   .96

2.889 .005 
후 3.3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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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교수법 요인

교수법 요인의 t-검정 결과, t값은 4.251,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본 수업에 

의한 학습자의 교수법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7 교수법 요인 사전· 사후 결과

교수법 요인의 항목별 결과는 7개의 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수법 요인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소규모 강좌

의 수준별 수업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

에 ‘수준이 너무 높다’거나 ‘영어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항목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화수업이라는 점이 

4 학습방법 모름
전 3.62   .92

2.284 .025 
후 3.39   .99

5 기본실력 부족
전 3.55   .95

2.195 .031 
후 3.32   .92

6 학습 자발성 결여
전 3.45   .97

1.321 .194
후 3.30 1.06

7 자신감 결여
전 3.39 1.02

3.132 .003 
후 3.06 1.01

8 단어 암기 어려움
전 3.38 1.19

1.653 .103
후 3.21 1.01

9
영어에 대한 

두려움

전 3.14 1.14
2.188 .032 

후 2.86 1.02

10 낮은 언어 능력
전 3.00 1.08

1.926 .058
후 2.79   .94

11 반복적인 학습실패
전 2.83 1.12

  .760 .450
후 2.76   .99

12 영어 흥미 부족
전 2.80 1.10

  .402 .689
후 2.76 1.05

13 부정적인 생각
전 2.39 1.04

1.106 .272
후 2.25   .89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전 교수법 71 2.73 .89
4.251 .000 

사후 교수법 71 2.2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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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원인이라 볼 수 있겠다. 수업시간에 사용된 회화교재가 있었지만 교재에

서 제시하는 각 주제에 맞춰 학생들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회화시

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되어’있는 수업과 확

연히 다른 수업이 될 수 있었다. 학습자 일지에 따르면 ‘문법과 지문해석 위주의 

수업이 아니어서 즐거웠다. 중고등학생 때도 회화수업 위주였으면 영어를 어려

운 과목이 아닌 즐거운 과목으로 인식했을 것 같다’(HS10)고 언급함으로써 회화

수업에 대한 강한 호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수준에서는 상담학습에서도 주

로 free talking을 했는데 ‘수업과 상담으로 회화를 구분해서 했던 방식이 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HS5)고 한다. 

      

표 8 교수법 요인 항목별 사전· 사후 결과

4.1.3 환경 요인

환경 요인의 t-검정 결과, t값은 2.090, 유의확률은 .040으로 영어수업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1
수업이 읽고 해석하기 

중심이기 때문임

전 3.08 1.16
4.220 .000 

후 2.41 1.13

2
수업이 문법 중심이기

때문임

전 2.90 1.15
3.762 .000 

후 2.24 1.06

3 수업이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
전 2.87 1.10

3.518 .001 
후 2.31 1.05

4 수업 방식이 재미없기 때문임
전 2.65 1.15

2.486 .015 
후 2.31   .97

5
실생활에 유용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임

전 2.59 1.14
3.314 .001 

후 2.06 1.08

6
수업 중 영어문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임

전 2.52 1.03
2.851 .006 

후 2.18   .96

7
영어수업의 수준이 너무 어렵기 

때문임

전 2.49 1.04
3.052 .003 

후 2.1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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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환경 요인 사전· 사후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전 환경 71 2.63 .73
2.090 .040 

사후 환경 71 2.45 .78

환경 요인 중에서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m=3.20/2.87)과 ‘목표 없는 

장기적인 학습’(m=3.03/2.87)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서 비실용적인 학습과 학습

에 대한 목표의식의 부재가 탈동기 수준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수

업을 전후로 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정한 결과는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압박

감’(m=2.93/2.58)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음’ 그리고 ‘성적평가방식의 불만

족’(m=2.42/2.08)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학습자

와 본 영어수업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영어수업은 교양영어 수

강생 중에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라도 무상으로 참가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가산점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업에 지원한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 및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적의 평가

방식에 관한 탈동기가 낮아진 것은 이 수업이 비교과과목으로서 성적 부담이 없

었던 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표 10 환경 요인 항목별 사전· 사후 결과

R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1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임
전 3.20 1.14

2.125 .037 
후 2.87 1.12

2
목표 없는 장기적인 영어학습 

때문임

전 3.03 1.07
1.064 .291

후 2.87 1.11

3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임

전 2.93 1.06
2.807 .006 

후 2.58 1.07

4 결과 중심의 성적처리 방식 때문임
전 2.69 1.05

  .761 .450
후 2.58 1.09

5
성적평가방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임

전 2.42   .98
2.851 .006 

후 2.0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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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교사 요인

교사 요인의 t-검정 결과, t값은 1.930, 유의확률은 .058로서 교사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1 교사 요인 사전· 사후 결과

교사 요인의 전체 9개 항목에서 사후 평균값이 하락하였다. t-검정을 한 결과 

‘교사가 문법 위주의 수업만 하고 포괄적인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항

목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습경험이 거의 없었던 회화 수업

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만

이 아니라 상담학습을 병행함으로써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었던 수

업의 운영 방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12 교사 요인 항목별 사전· 사후 결과

5
영어 교육과정에 

불만족하기 때문임

전 2.42 1.10
.445 .658

후 2.37 1.03

7
학습을 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 환경 때문

전 2.25   .97
.103 .918

후 2.24 1.11

8
수업시간 배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

전 2.06   .74
1.183 .241

후 1.94   .83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사전 교사 71 1.74 .62
1.930 .058

사후 교사 71 1.60 .67

R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1
문법 위주 수업만 하고 

포괄적인 수업이 아님

전 2.08   .92
2.225   .029 

후 1.82   .90

2 교사의 영어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임
전 1.90 1.08

1.349   .182
후 1.73   .89

3
교사가 수정이나 피드백

을 적절히 하지 않아서

전 1.82   .80
1.686   .096

후 1.63   .80

4
교사가 수업준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임

전 1.77   .72
1.891   .063

후 1.5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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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어회화 수업을 전후로 한 수준별 학습 탈동기 요인

4.2.1 상위수준

상위수준의 각 요인별 사전 평균은 모두 3점 이하로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으

며 학습자 요인의 전후 평균값이 가장 높아 학습자 요인이 상위수준에서 가장 높

은 탈동기 요인이었다. 학습자 요인의 사전·사후 값은 수준이 낮을 수록 더 높게 

나왔다. 교사 요인(m=1.63/1.52)은 전후로 가장 낮은 탈동기 요인이었으며 사후

값에서 0.11점 더 감소하였다. 교수법 요인(m=2.68/2.09)은 사후값에서 0.59점

이 감소하여 환경 요인(m=2.42/2.39)보다 더 낮은 요인이 되었다. 

상위수준은 학습자 요인과 교수법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학습자 요인에서는 2개 항목인 ‘영문법 싫음’(m=3.70/3.17, t=2.787, 

p=.011)과 ‘문법이해의 어려움’(m=3.30/2.61, t=3.019, p=.006)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상위수준 학생의 경우에도 영문법 학습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었

으며 고급수준의 영문법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학습

방법 모름’은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어느 특정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상위와 중위에서 이 

수업을 통해 TOEIC 학습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습방법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

이 되었다고 한다. 교수법 요인에서는 ‘시험을 위한 수업에만 집

중’(m=2.74/2.09, t=2.182, p=.040),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한 수

업’(m=3.22/2.39, t=2.646, p=.015), ‘읽고 해석하기 중심의 수업’(m=3.26/2.35, 

t=2.612, p=.016), ‘문법 중심 수업’(m=2.96/2.13, t=2.413, p=.025), ‘재미없는 

5 교사가 수업에 열의가 없기 때문임
전 1.75   .82

.800   .427
후 1.66   .77

6 교사의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임
전 1.62   .68

1.987   .051
후 1.45   .60

7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임
전 1.59   .60

1.424   .159
후 1.48   .71

7 교사가 학생들을 차별하기 때문임
전 1.59   .69

.973   .334
후 1.51   .65

9 교사가 휴강을 많이 하기 때문임
전 1.51   .58

.331   .741
후 1.4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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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식’(m=2.65/2.17, t=2.121, p=.045)의 5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

었다. 상위수준은 탈동기 요인 37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3 상위수준 탈동기 요인 사전· 사후 비교

4.2.2 중위수준

학습자 요인의 t-검정 결과는 ‘자신감 결여’(m=3.28/2.89, t=2.122, p=.049)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자신감 결여’와 ‘영어에 대한 두려움’

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회화학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쓰이

는 주제들을 연습하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MS10), ‘처음에는 틀

릴까봐 말하는 게 꺼려졌는데 하다 보니 대답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MS14)으며 ‘평소에 영어로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회화

를 함으로써 약간의 자신감도 생기고 편하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좋

았다’(MS17)고 한다. 교수법 요인은 중위수준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항목별로는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한 수업’(m=2.78/1.78, 

t=3.000, p=.008), ‘읽고 해석하기 중심의 수업’(m=2.67,1.89, t=2.613, 

p=.018), ‘문법 중심의 수업’(m=2.67/1.72, t=2.718, p=.015), ‘수업 중 이해할 

수 없는 영어문장’(m=2.39/1.83, t=2.755, p=.014)과 같은 4개 항목에서 유의미

한 변화가 있었다. 중위수준은 학습 탈동기 요인 37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수준    요인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상위(23)

학습자 요인
2.88 .57

-2.496 .021 
2.61 .48

교수법 요인
2.68 .69

2.749 .012 
2.09 .77

환경 요인
2.42 .63

  .154 .879
2.39 .72

교사 요인
1.63 .62

  .762 .454
1.52 .61



영어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 연구: S대학의 영어회화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229

표 14 중위수준 탈동기 요인 사전· 사후 결과                

4.2.3 하위수준

하위수준의 학습자 요인의 전후 평균은 전체 수준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동일 수준 내에서도 가장 높아 학습자 요인이 하위 학습자의 가장 주요한 탈동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요인은 하위수준의 탈동기 요인 중에서 유일

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기본실력 부족’(m=4.03/3.67, 

t=2.483, p=.019), ‘학습 자발성 결여’(m=3.77/3.40, t=2.164, p=.039), ‘어휘력 

부족’(m=3.83/3.43, t=2.693, p=.012), ‘자신감 결여’(m=3.80/3.43, t=2.164, 

p=.039)와 같은 4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기본실력 부족’은 

하위수준에서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영어에 대한 흥미 부족과 부정적인 생

각은 학습수준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교수법 요인에서는 ‘읽고 해석하기 중심의 수업’(m=3.20/2.77, t값=2.149, 

p=.040)에서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날마다 다른 유형

의 수업을 하시는 방식이 너무 맘에 든다. 본문을 읽거나 어휘를 하거나 문법을 

하는 등 수업을 한 방향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분배하기 때문에 좋았다’(LS21)

고 했는데 이는 반드시 회화수업이 아니더라도 각 차시별로 수업내용을 달리하

는 교수법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 요인은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압박

감’(m=3.30/2.97, t=2.065, p=.048)과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족’(m=2.80/2.43, 

t=2.257, p=.032)에서 각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하위수준은 학습 탈동기 

수준 요인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중위(18)

학습자 요인
3.17   .56

1.890 .076
2.98   .59

교수법 요인
2.51 1.03

2.865 .011 
1.79   .75

환경 요인
2.51   .78

1.309 .208
2.25   .97

교사 요인
1.51   .57

1.906 .074
1.2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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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37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5 하위수준 탈동기 요인 사전· 사후 결과

4.2.4 전체 수준 

다음 표16은 전체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의 사전·사후 결과를 탈동기 요인과 

수준별로 나타낸다. 학습자 요인은 전후 모두 각 수준에서 가장 높은 탈동기 요

인이었으며 학습자 수준이 낮을수록 탈동기 요인 정도가 더 높게 나왔다. 사후값 

결과는 상위와 하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위수준은 2점대로 낮아졌

지만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교수법 요인의 경우, 상위와 중위 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 요인은 모든 수준에서 평균값이 낮아졌으

나 어느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교사 요인은 사전·

사후 평균값으로 보아 전체 수준에서 탈동기 요인으로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위수준의 사전·사후 결과는 각 요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탈동기를 나타내고 

있어서 하위수준 학습자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16 전체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 사전· 사후 결과

수준    요인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하위(30)

학습자 요인
3.65   .61

-2.799   .009 
3.46   .46

교수법 요인
2.90   .93

1.799   .082
2.61   .86

환경 요인
2.86   .73

2.028   .052
2.60   .70

교사 요인
1.96   .60

  .797   .432
1.87   .75

요인 수준 평균(전/후)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학습자

상위 2.88 / 2.61 .57 / .48 -2.496 .021

중위 3.17 / 2.98 .56 / .59 1.890 .076

하위 3.65 / 3.46 .61 / .46 -2.799 .009

상위 2.68 / 2.09 .69 / .77 2.74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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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탈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탈동기를 예방하고 재동

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처치방법과 예비실험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설계한 영

어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전후로 한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 변화를 수준별로 살펴

보았다. 영어수업 이후 탈동기 요인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0)를 보

여 본 영어수업이 학생들의 탈동기 요인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자 요인은 각 학습자 수준에서 가장 높은 탈동기 요인이었

으며 영어학습의 어려움이 주요한 항목들이었다. 교수법 요인은 본 영어수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요인으로 전체 7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 상담을 병행한 소규모 수준별 회화수업이 학습자의 탈동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환경 요인은 평가방식, 학습에 대한 압박감, 학

습의 실용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영어수업이 비교과과목으로

서 학생들에게 학점 부담을 주지 않고 회화중심의 강좌를 운영한 점에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위수준은 학습자 요인과 교수법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회화학

습에 대한 매력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중위수준은 교수법 요인에서만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습자 특성상 고교 시절의 학습실패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

으로 남아있어서 영어수업 완주에 대한 불안과 영어수업 참여가 과연 효과적일

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나 교사의 지도로 이를 극복하고 영어에 대한 자신

교수법 중위 2.51 / 1.79 1.03 / .75 2.865 .011

하위 2.90 / 2.61 .93 / .86 1.799 .082

환경

상위 2.42 / 2.39 .63 / .72   .154 .879

중위 2.51 / 2.25 .78 / .97 1.309 .208

하위 2.86 / 2.60 .73 / .70 2.028 .052

교사

상위 1.63 / 1.52 .62 / .61   .762 .454

중위 1.51 / 1.23 .57 / .35 1.906 .074

하위 1.96 / 1.87 .60 / .75   .797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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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얻게 되었다. 하위수준은 학습자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성

화고 출신이 대부분인 하위수준은 중위수준보다 더 이른 시기에 전반적으로 탈

동기화되어 있었는데 기초학습과 교양영어 보충수업을 목표로 한 결과 기본실

력, 학습에 대한 자발성, 어휘력, 자신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수업 제공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영어수업을 전후로 한 학습자의 탈동기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습자의 탈동

기를 예방하고 재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선행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수준별 수업으로 정규 교

과목이 운영되어야 한다(하명애 & 김정옥, 2014; Jung, 2011). 본 연구의 수준

별 학습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위 학습자의 경우 별도의 학습지도를 제

공하지 않을 경우 영어 학습에 대한 탈동기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의 눈

높이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위 학습자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둘째, 수업내용에 대한 학습자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실험대학의 예비실

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하는 수업내용의 설문결과는 3년째 매년 회화가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8학년 1학기의 예비실험과 본 실험의 하위

수준을 각각 비교해 보았을 때 문법 중심의 보충학습 수업을 받은 예비실험에 비

해서 학습자 요구가 반영된 회화수업을 받은 본 실험의 하위반이 탈동기와 학습

자 인식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셋째, 학습자 참여 혹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닌 학습자 참여형의 수업이 수업에 대

한 집중도를 높이고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었다. 회화수업이 아닌 문법이나 읽

기 수업에서도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켜 탈동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습상담활동이 학습자의 탈동기를 낮추고 재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은 교수자에게 개별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수업보다 상담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학

습의 도움 정도도 수업보다 더 높았다. 상담활동은 교수자의 부담이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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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유

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우 효과적인 교수

학습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상에서 밝힌 탈동기 요인을 예방하고 재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정규 교과목에서 실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본 연구와 

같은 비교과 영어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회복을 위한 학습지원을 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수준별 분반이 단일 집단만으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

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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