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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correlations between affective variables and English learners’ 

achievement in native teachers’ classes. Specifically, it aims to study the relationship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xiety, WTC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their English achievement scores. For the purpose, 

the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and the students’ English scor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The participants were 216 university students taking the 

general English courses as a requirement for gradu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students had high level motivation to learn English, especially for social 

reasons, their WTC in and outside the classroom was low. Also, unlike the previous 

studies on foreign language anxiety, their anxiety level was not significant. Anxiety 

and motiva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TC and motiv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However,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hree affective variables was not significant for the students’ achievement scores. 

Several possible reasons and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e 

conclusion. 

 
[motivation, anxiety, WTC, affective variables, English achievement scores, 

동기/불안감/의사소통의지/정의적요인/영어성취도 점수] 

 

 

I. 서론  
 

최근 들어 한국에서 영어교육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어민(native speakers)에 의한 영어수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대학에서도 원어민교수 영어회화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수업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motivation),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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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ety), 의사소통 의지(WTC: willingness to communicate)와 같은 정의적 요인 

(affective variables)1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정의적 요인 외국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원어민 영어수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불안감이 낮을수록, 동기부여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의지가 높을수록 영어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예, 박정숙, 

1998; 염규을, 1998; Aida, 1994; Horwitz, 1988; Kim, 2002; Yashima, et al, 

2004; Young, 1986).  

각 요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외국어학습 동기란 외국어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 

(needs)와 노력(effort)이 결합된 것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자발적인 욕구(Gardner, 2007)로 정의되어지며, 외국어 불안은‘학습자의 

제 2언어 혹은 외국어 학습 활동에서 발생하는 긴장감 또는 두려움의 느낌’ 

(MacIntrye, & Gardener, 1994)으로 정의되거나,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을 

불편한 경험으로 인식하여 자발적인 학습참여를 꺼리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상태’(Horwitz, Horwitz, & Cope, 1986)라고 정의된다. 

또한 의사소통 의지는 제1언어 습득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의사소통을 

피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스스로 의사소통을 개시하고자 

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적 성향’(McCroskey, & Richmond, 1987)이라고 

정의된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이들 각 정의적 요인만을 다룬 연구는 많았지만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이것들이 실제 학습자들의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한국상황에서 영어성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원어민교수에 의해 진행되는 영어수업에서 학생들 

이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를 비교분석하고, 학기말에 행해진 

성취도 평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학습자의 배경정보에 따라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에 차이가 

있는가?  

(2)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와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와는 각각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3) 각각의 정의적 요인은 어느 정도 학습자의 영어학업 성취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외국어 학습자가 가지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외국어 습득과정에 참여할 것인지를 나타
내는 학습자의 의지”를 말한다 (Horwitz, 1995, p.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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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어민의 한 번의 인터뷰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토대로 학기말 성취도 평가 영어성적과 정의적 요인을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각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통한 결과는 원어민 활용 영어수업에 

방향을 제시하고 영어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국어학습과 학습동기 

 

외국어학습과 동기에 대한 연구는 Gardner와 Lambert(1972)에 의해 시작되 

었다. 이 연구에서 동기를 통합적인 동기(integrative motivation)과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구분하고, 장기적인 외국어학습의 성공에 

통합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외국어학습과 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지만, 

대부분 북미나 유럽의 문화적 가치측면에서 이해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Chen, 

et al(2005)은 타이완에서 567명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하여 통합적 동기가 

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지나친 시험위주의 영어 수업이 오히려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즉, 문화적인 측면 

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동기는 또한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되어 왔다(Dornyei, 1998).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보상 

보다는 그 행동자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대로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바깥 혹은 외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행해진다. 이 두 동기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예, 

이효웅, 1996; Clement, & Kruidenier, 1983). 

최근 한국 상황에서 영어 읽기(reading) 동기에 대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Kim(2008)에서는 읽기동기와 독해력과의 관계를 다룬 설문조사를 204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동기와 관련한 5가지 

요인으로 외적 동기, 읽기의 중요성, 내적 동기, 읽기 회피(avoidance), 그리 

고 읽기의 자기옹호(self-efficacy)가 나왔으며, 가장 강력한 동기 구성 요소 

는 영어 읽기가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학습자의 인식이었다. 또한 내적 동기는 

학습자의 독해력과 높은 관계를 보였으며, 읽기 회피는 독해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를 나타내었다. Yang(2009)도 대학생의 

읽기 동기를 영어독해 행동과 관련하여 120명의 2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영어 읽기에 관한 내적 동기는 학생들의 읽기 양(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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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왔으며, 학습자의 읽기 속도는 읽기 양과도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한국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는 불안감과 연관되어 연구되어 왔다. 

서로 상호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박정숙(1998)에서는 학습동기 

와 불안심리 사이에는 특별한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두 요인 

들은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감과 학습동기와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2. 외국어학습과 불안감  

 

Horwitz, Horwitz와 Cope(1986)는 외국어교실 불안감 척도(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개발하여, 외국어학습 불안을 크게 

의사소통 불안, 시험 불안,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외국어학습이나 습득에서 불안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불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으며 

FLCAS는 다양한 후속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국외의 경우 예를 들어, Aida 

(1994)는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FLCAS를 사용한 연구조사를 통해 외국어 

교실에서 불안은 학습자의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으며, 성별과 불안감에 대해 남녀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Ipek(2009)도 터키의 한 대학에서 집중영어프로그램에 등록한 670명 학생들 

의 독해 불안감을 성별과 영어구사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어 

구사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높은 외국어독해 불안감을 경험하였으며, 구사력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경험하는 불안감의 수준도 달랐다. 또한, Woodrow 

(2006)는 호주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집중 영어과정를 수강하는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안감의 가장 큰 원인은 원어민과 상호 작용 

하는 것이었고, 인종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교전통을 가진 문화,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영어학습자들이 다른 인종 집단보다 더 불안감이 높았다. 

국내에서는 주로 듣기나 읽기 불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듣기는 

여러 영어능력 측정시험에서 측정도구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Kim(2002)은 253명을 대상으로 듣기 불안과 학습자 배경요인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은 듣기 이해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듣기 불안은 외국어능력에 따라 그리고 사설어학원에서 공부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듣기 불안이나, 읽기 불안 중심으로 진행되던 연구(예, Shin, 2004; 

Kim, 2005)가 말하기 불안이나 불안의 비교연구 등으로 외국어학습 불안에 

관한 연구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박형주(2002)는 

영어독해 반과 영어회화 반을 비교한 실험연구에서 학습자가 영어회화 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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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장 최근에 김보민과 김해동 

(2010)은 설문과 면담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언어 불안감 

에 대한 영어교사와 학습자간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교사와 

학생의 가장 큰 의견차이는 정의적 영역에서 교사와 학생은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은 초등학생의 경우,‘답변을 

해야 할 때,’중학생의 경우,‘다른 학생들 앞에서 영어를 읽고 한글로 번역 

해야 할 때,’고등학생의 경우,‘잘 모르는 영어단어를 접했을 때,’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는,‘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가 옆자리에 앉을 때’로 

나왔다(p.176).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네 

집단의 교사들 대부분이 칭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국어학습과 의사소통 의지  

 

의사소통 의지에 관한 연구는 모국어 의사소통 연구를 위해 개발 되었지만 

최근에는 북미나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제2언어나 외국어로서 

영어 의사소통연구에 적용되어왔다(예, MacIntyre, & Baker, 2001; Wen, & 

Clement, 2003). 일본의 경우 Yashima(2002)는 의사소통의지와 사회교육적 

(socioeducational) 모델을 연구의 틀로 사용하여 297명의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본 학생들은 대학 입시준비와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의지가 영어의사 

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shimoto(2002)도 일본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학습동기와 의사소통의지를 

조사하여 의사소통의지와 학습동기가 외국어로서 영어의사소통 빈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김현진(2005)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불안감, 자각 능력(perceived competence), 

의사소통의사 및 동기와 제2언어 의사소통 빈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의사는 의사소통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각 능력과 불안감이 

의사소통의사의 원인이 되며, 불안감은 자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감과 학습자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인 자각 능력이 의사소통 행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영어점수와 같은 성취도 평가와의 관계는 

연구하지 않았다.  

최근 영어교육이 원어민이 진행하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수 영어수업 

에서 느끼는 정의적 요인과 영어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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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부산의 한 4년제 대학교에서 2010년도 1학기 

당시 대학 교양 영어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던 열두 반 재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석한 열두 반은 같은 교재로 미리 정해진 

형식에 따라 모두 다른 원어민교수에 의해 영어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배경정보를 간단히 기술하면 남학생의 비율은 44.4% (96명), 여학생은 55.6% 

(120 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71명, 2학년 95명, 3학년 20명, 4학년 

30명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대 3명, 사회대 34명, 상경대 101명, 의생명대 

16명, 공대 8명, 예대 14명, 사범대 4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배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해외경험이 있는 학생은 

21명(9.7%), 없는 학생은 172명(79.6%)이었다. 해외경험은 기간과는 상관 

없이 영어사용국가에 연수나 여행경험 유무에 관한 질문으로, 해외경험 있는 

학생들은 장기간 체류는 없었고 6개월 이하의 단기간의 여행경험이 있었다. 

응답한 학생들의 일주일 평균 영어학습 시간은 <표 1>에서 보여주듯이 1시간 

이하에서 5시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평균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학생 14명을 제외한 202명의 빈도와 퍼센트는 다음과 같다.  

 

표 1 

학생들의 일주일 평균 영어학습 시간 

시간 구분 빈도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1시간 이하 29 14.4 14.4 

1-2시간 32 15.8 30.2 

2-3시간 17  8.4 38.6 

3-4시간 57 28.2 66.8 

4-5시간 20  9.9 76.7 

5시간 이상 47 23.3 100.0 

합계 202 100.0   

 

 

2. 원어민교수 영어수업  

 

원어민교수 영어수업은 각 반에 최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수준이나 전공별로 분반을 하지 않아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같은 수업에 참가하였다. 수업목표는 학생들의 영어회화 구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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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수업은 교재를 중심으로 말하기와 듣기 위주로 진행 

되며,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게임, 역할극(role play), 

짝 활동(pair work)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영어수업담당 원어민교수는 영어 

권 나라의 원어민으로 학사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 3년 이상의 

대학에서 교수경력을 가지고 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한 학기 동안 원어민 영어수업을 수강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설문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학기말 영어점수를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와 평균, 표준 

편차 등을 조사한 기술 통계,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 t-검증, 

변량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1) 설문조사 문항 

 

원어민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1학기 영어수업을 한 후 마지막 수업 시간인 6월 초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Likert scale을 사용하여‘전혀 

아니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로 하였으며 설문문항 내용에 따라 

코딩 또는 역코딩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Vallerand et al.(1992)의 학습동기 측정도구와 MacIntyre et 

al.(2001)의 의사소통의지 측정도구를 기초로 이해련(2004)이 번역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Horwitz et al.(1986)이 개발한 외국어교실 불안감 

척도(FLCAS)와, 학습자의 배경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5문항을 포함하여 총 

8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2) 학기말 영어점수  

 

학기말 영어점수는 원어민교수가 평가한 영어점수와 CBT(computer-based 

test)로 이루어진다. 원어민교수 영어점수는 수업평가(5점), 과제(5점), 

그리고 담당 원어민교수와 일대일 인터뷰로 행해지는 두 번의 영어 말하기 

시험(10점)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교수 영어평가 부분은 주관 

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비교도 하기 위해 한 학기 

학점을 내기 위한 시험인 CBT점수(중간 40점, 기말 40점)를 포함시킨 전체 

점수도 같이 연구자료에 넣었다. CBT는 수업시간에 사용한 교재에서 출제되며 

문제은행 형태로 컴퓨터에 입력되어 학생들은 듣기 22문제와 독해 18문제를 

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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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 분석  

 

앞에서 제시한 연구 대상자들의 일주일 영어학습 평균시간과 성별간의 교차 

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값 12.639, 자유도 

(df)는 5, 유의확률은 .027으로서 유의도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성별과 영어학습 평균시간 간에는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차표를 보면 여학생은 1시간 이하에서 5시간 이상에서 

각 시간에 해당하는 숫자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고 3-4시간 평균 시간이 많은 

반면, 남학생은 1-2시간 이하이거나 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남학생이 영어학습시간에서 많이 하는 학생과 조금 하는 학생으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학습 평균시간과 해외경험 교차분석에서는 카이제곱값 .665, 자유도 

(df)는 1, 유의확률은 .279로서 유의도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어학습 시간과 해외경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해외경험이 있다고 해서 학습시간이 더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성별과 해외경험유무, 학년과 영어학습 평균시간, 학년과 해외경험 

유무와의 교차분석에서 카이제곱 검증결과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연구 대상자들의 점수를 보면 원어민교수가 평가한 영어점수는 최소 5점, 

최대 20점이고 216명의 평균점수는 17.61(표준편차: 2.65)이다. CBT 결과를 

포함한 전체점수는 100점 만점에 최소 33점, 최대 99점이며, 1명은 결시하여 

215명의 평균점수는 75.83(표준편차:13.75)이다. 

 

2. 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 분석  

 

학습자의 영어학습 동기를 다룬 42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알파 

는 .902이다. 타당도(validity)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실시하 

였으며, 요인추출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과 요인회전방법으로 직각회전방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학습동기를 다룬 문항을 요인분석 결과 타당성이 낮은 9개 항목을 제외하고 크게 

5요인으로 묶였다. 사회적 이유,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동기강도, 그리고 무동 

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요인1인 사회적 이유(social reasons: SR)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eigen value)은 12.787이다. 모두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9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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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적 이유(SR)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영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평균 (표준편차) 

18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3.36 (.96) 

10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영어권의 다른 좋은 

친구를 보다 쉽게 사귈수 있기 때문이다. 
3.56 (1.02) 

14 
뉴욕, 시카고, LA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도시에 

가보고 싶기 때문이다. 
3.93 (1.03) 

30 
영어를 배움으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0 (.86) 

6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3.44 (.98) 

3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고 싶기 때문이다. 3.52 (.98) 

26 
영어를 말해야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60 (.91) 

17 
영어문화권과 그 속 사람들의 삶에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3.34 (.90) 

22 
나는 영어가 외국여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32 (.71) 

전체  3.65 (.70) 
 

요인2인 외적 동기(external motivation: EM)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4.267이다.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898 이다. 
 

표 3 

외적 동기(EM)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32 장래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이다. 3.65 (.95) 

24 장래에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싶어서이다. 3.81 (.86) 

20 보다 나은 직장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98 (.78) 

36 존경 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이다. 3.49 (.98) 

35 내가 좋아하는 직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72 (.94) 

8 영어공부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3.99 (.94) 

1 
영어를 모르면 높은 수입의 직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3.85 (.92) 

전체 3.7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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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외적 동기에서 가장 높은 문항은 20번과 8번으로 영어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요인3인 내적 동기 

(internal motivation: IM)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3.105이다. 

모두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840 이다. 

 

표 4 

내적 동기(IM)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29 몇몇 영어원서를 심취해서 읽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2.31 (.88) 

13 영어로 된 재미있는 문화서적을 읽는 것이 즐겁다. 2.56 (.94) 

34 
나는 영어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읽을 때 즐겁기 

때문이다. 
2.78 (.90) 

33 
영어로 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때문이다. 
2.59 (.91) 

21 어려운 영문법을 습득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2.31 (.84) 

31 
내가 관심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영어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3.32 (.96) 

전체 2.64 (.67) 

 

 

전체적으로 내적 동기가 낮았고, 특히 영어공부가 즐겁다는 문항(21번, 

29번)에는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요인4인 동기강도 (motivation intensity: 

MI)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2.348이다.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751 이다. 

 

표 5 

동기강도(MI)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37 
나는 우리반이나 같은 학과 친구들에 비해 영어를 

비교적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다. 
2.64 (.95) 

41 나는 영어를 배우려고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2.97 (.96) 

38 
영어수업시간에 배운 단어나 내용에 대해 자주 

생각해본다. 
2.82 (.78) 

39 
만약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영어공부를 할 것이다. 
3.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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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학 졸업후에도 계속해서 영어공부를 해 영어를 

향상시킬 것이다. 
3.82 (.95) 

9 
영어공부가 나의 전공공부보다 더 만족스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2.97 (1.05) 

40 나는 꽤 많은 시간을 영어공부에 할애한다. 2.55 (1.61) 

전체 3.02 (.68) 

 

요인5인 무동기(no motivation: NM)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1.522이다. 모두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841 이다. 

무동기는 동기가 없는 것으로 영어학습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노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6 

무동기(NM)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15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12 (1.00) 

19 
예전에는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내가 영어공부를 계속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3.98 (.78) 

7 
사실상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알 수 없다. 솔직히

관심이 없다. 
2.16 (.99) 

11 나는 영어공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한다. 1.60 (.72) 

전체 2.00 (.75) 

 

위의 표에서 제시하듯이 학생들은 영어학습에 부정적이거나 동기가 없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제시한 학습동기 요인의 하위요인에서 마지막 요인은 동기가 

없는 것으로 제외시키면, 전체적으로 동기는 조금 높은 편으로 나왔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각 요인 별 평균을 순위를 매겨보면 직장이나 직업과 관련된 

외적 동기가 가장 높았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사회적 

이유도 높았다. 그러나 스스로 좋아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내적 동기는 비교적 

낮았다. 이는 본인의 선호도 보다는 영어를 중요시하는 한국사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앞의 선행연구에서 내적 동기가 더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예, Clement, & Kruidenier, 1983), 이 외적 동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남 정 미 150 

 3. 원어민 수업에 느끼는 학습자의 영어학습 불안감 분석  

 

학습자의 불안감을 다룬 33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알파는 .949이다. 요인 분석실시 결과 타당성이 낮은 

5개 항목을 제외하고 크게 4요인으로 묶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 

의사소통 불안감, 수업이해 불안감, 그리고 시험 불안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요인1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negative evaluation anxiety: NEA)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13.212이다. 모두 8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894 이다. 

 

표 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NEA)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21 
내가 원어민 영어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실수할 까봐 걱정된다. 
2.83 (1.01) 

22 
내가 원어민 영어수업 시간에 영어로 실수할 때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 까봐 걱정된다. 
2.48 (.98) 

19 
나는 영어로 말할 때 원어민 교수님 앞에서 실수할 

까봐 걱정된다. 
2.74 (1.02) 

31 
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한다. 
2.86 (.88) 

2 
나는 원어민 영어 수업시간에 실수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역코딩) 
2.87 (1.05) 

3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시간에 호명 당할 것을 알 때 

떨린다. 
2.78 (1.04) 

13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시간에 자진해서 발표하는 것이 

부끄럽다.       
2.81 (.98) 

30 
원어민 영어수업 시간에 내가 미리 예측하지 않은 

질문을 할 때 나는 당황한다. 
2.94 (.99) 

전체 2.79 (.75) 

 

위의 표에서 제시하듯이 원어민교수보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영어를 말하는 

것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불안감이 다소 낮게 나왔다. Beebe 

(1983)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경쟁상대로 

의식하여, 외국어교실에서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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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eebe의 연구결과와 

달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인2인 의사소통 불안감(communication anxiety: CA)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1.706이다. 모두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894 이다. 

 

표 8 

의사소통 불안감(CA)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33 
나는 영어 원어민과 어울릴 때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역코딩) 
3.15 (.85) 

1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 (역코딩) 
3.32 (.96) 

32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다. (역코딩) 
3.25 (.85) 

18 
내가 원어민 영어수업시간에 영어로 말을 할 때 나는 

자신감을 느낀다. (역코딩) 
3.32 (.83) 

25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을 할 때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다. (역코딩) 
3.12 (.91) 

14 
나는 원어민과 영어로 이야기할 때 떨리지 않을 

것이다. (역코딩) 
3.04 (.97) 

17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을 듣고 실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2.78 (1.17) 

5 
나는 다른 수업보다 원어민 영어수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역코딩) 
2.87 (.99) 

9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시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영어로

말해야 할 경우 당황한다. 
3.21 (1.03) 

전체 3.11 (.70) 

 

 

의사소통 불안감 중에서도 가장 큰 불안감을 보인 항목은 1, 18에서 보듯이 

말하기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3인 수업이해 불안감(class 

anxiety: CLA) 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1.554이다.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85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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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업이해 불안감(CLA)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20 
나는 원어민 교수님이 나의 실수를 빠짐없이 고쳐주려

할 까봐 걱정이 된다. 
2.17 (.84) 

6 
나는 원어민영어 수업시간에 영어와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한다. 
2.26 (.78) 

28 
원어민 영어수업 진도가 너무 빨라서 다른 학생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에 초조해하는 편이다. 
2.20 (.82) 

15 
원어민 교수님이 나의 실수를 교정해 주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당황한다. 
2.76 (1.02) 

16 
나는 미리 원어민 영어수업을 위해 준비를 했어도 

걱정이 된다. 
2.33 (.92) 

29 
나는 다른 시간보다 원어민 영어수업시간에 더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편이다.  
2.33 (.99) 

4 
원어민 교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겁이 난다. 
2.57 (1.02) 

전체 2.37 (.67) 

 

요인4인 시험 불안감 (test anxiety: TA) 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값은 1.485이다. 모두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알파 .748 이다. 

 

표 10 

시험 불안감(TA) 

문항  

번호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10 나는 원어민 영어시험을 망칠까 봐 걱정한다.  3.22 (1.12) 

12 
나는 원어민 영어수업 시간에 긴장해서 아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2.91 (1.07) 

8 
나는 보통 원어민 영어 수업시간에 편안하게 시험 

(예, 인터뷰, 퀴즈, 발표시험 등)을 치른다. (역코딩)
2.98 (1.11) 

26 
나는 원어민 수업에 행해지는 영어 시험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동이 된다. 
2.46 (.85) 

전체 2.8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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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 보듯이 수업이해 불안감도 낮고, 시험 불안감도 낮았으며,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초기의 원어민수업 불안감에 

비해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수업의 불안감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면 의사소통 불안감 

(평균= 3.11; 표준편차=.70)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험 

불안감이고, 수업이해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나왔다. 

 

4. 학습자의 WTC 분석  

 

학습자의 수업시간에 WTC을 다룬 8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알파는 .860이다. 수업 외에 WTC를 다룬 

8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알파는  .858이다. <표 11>는 교실안과 밖에서의 

영어로 의사소통의지를 각 문항별로 비교하고 있다. 

 

표 11 

교실안과 밖에서 의사소통의지(WTC) 

문항 내용 

(영어로 이야기할 의사) 

교실안 

WTC 

교실밖 

WTC 

1.주말이 어땠는지에 대해 그룹으로 이야기하기 2.58 (.99) 1.98  .959 

2.숙제에 관해 원어민교수님에게 이야기하기 2.78 (1.03) 2.47  1.063 

3.모르는 사람이 교실에 들어와서 영어로 먼저 

말을 걸어오면 대화의사가 있는지? 
3.29 (1.01) 2.99  1.166 

4.수업중 무엇을 해야하는 지 확실히 알지 못할 때

명확히 알기 위해 질문할 의사가 있는지? 
3.00 (1.07)    2.66  1.140 

5.줄을 서서 뭔가를 기다리는 와중에 친구와 

영어로 이야기하기 
2.10 (1.04) 1.84  .931 

6.영어연극, 역할극에 참여해서 연기하기 2.13 (1.08) 1.87  .961 

7.당신이 좋아하는 게임의 규칙을 영어로 설명하기 2.28 (1.07) 1.91  .931 

8.여러가지 게임이나 활동을 영어로 하기 2.42 (1.10) 2.07  1.054 

전체                     2.57 (.75)            2.22 (.75) 

 

 

<표 11>에서 보듯이 연구대상자들의 교실안과 교실밖 의사소통의지를 

비교해보면 교실 안에서 영어의사소통의지가 조금 높았다. 전체적으로 의지 

(평균: 2.40; 표준편차: .69)가 낮았지만 특히, 원어민교수와는 수업시간 

아니면 영어로 이야기할 의지가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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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의 배경정보 별 분석  

 

학습자의 배경정보에 따라 각각의 정의적 변인과 학업성취도를 영어점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증 실시결과 학습 

동기(p=.98), 불안감(p=.06), 의사소통의지(p=.66)모두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점수(p=.01)와 전체점수(p=.00)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statistically significant) 차이가 

있었다. 해외경험 유무에 따른 t-검정실시 결과 점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p=50), 영어학습동기나 의사소통의지와는 달리 불안감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0)를 나타내었다. 즉 해외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비교 숫자가 적고, 

숫자상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의 해외경험이 

직접적인 영어구사력 향상보다는 불안감이 줄고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교차분석에서도 해외경험을 한 학생이라도 해외경험이 없는 학생과 

비교해서 영어학습 시간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학년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별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의사소통의지를 

제외하고, 학습동기(F=2.461, p=.000), 불안감(F=4.551, p=.000), 영어점수 

(F=5.211, p=.000), 전체점수((F=13.693, p=.000)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범계열학생들의 인문, 사회, 상경, 

예대학생들과 비교해서 학습동기가 높고, 불안감이 낮고, 영어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학습동기와 정적 상관관계, 불안감과 부적 상관 

관계가 성립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주일간 평균 영어공부 시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어점수보다는 학습동기와 의사소통의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어학습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영어점수가 높다기 보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의사소통의지가 높아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학습시간이 

영어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다. 

 

6.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와 학습자의 영어점수와의 각각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12>는 앞에서 제시한 각 정의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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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각 정의적 변인간의 상관관계 (피어슨 r) 

                                                                        

           Motivation Anxiety  WTC            

Motivation       1  -.239**  .393** 
유의확률     .001  .000 
 
Anxiety  -.239**     1  -.549** 
유의확률    .000     .000 
 
WTC    .393**  -.549**    1 
유의확률   .000   .000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각 정의적 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동기와 불안감은 유의미하지만 크게 높지 않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의사소통의지와 불안감은 다소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습 

동기보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이 의사소통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점수와 비교해봤을 때 각 정의적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상관계수 크기가 0.1에서 3이내로 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이 영어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 모두가 

원어민 영어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R제곱값이 .192로 19.2%로 나타났다. CBT를 

포함한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R제곱값이 .277에 불과해 27.7%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학기 동안 영어성취도를 평가한 영어점수는 

학생들이 가지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인이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교수에 의해 진행되는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를 비교분석하고, 학기말에 행해진 성취도 

평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학습동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동기는 조금 높은 편으로 나왔다. 그 중 특히 원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기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는 외적 동기가 가장 높게 

나왔다. 선행연구에서는 내적 동기가 더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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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ent, & Kruidenier, 1983), 이 외적 동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안감에 있어서 학생들의 전체적인 불안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초기의 한국 학생들의 원어민수업 불안감에 비해(예, 박정숙, 1998) 학생들은 

긴장감이나 두려움을 많이 나타내지 않았으며, 원어민교수보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영어를 말하는 것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낮게 나왔다. 이는 Beebe(1983)의 학습자들이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 

을 경쟁상대로 의식하여, 외국어교실에서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영어로 말해야 하는 의사소통불안감은 다른 하위 불안감 

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영어의사소통의지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왔다. 특히 교실내와 밖에서 의사 

소통의지를 비교해보면 교실내에서 의사소통의지가 조금 높았다. 즉, 원어민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역시 원어민교수와는 수업시간 아니면 

영어로 이야기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의 배경정보에 따라 각각의 정의적 요인과 학업성취도를 영어점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 모두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점수와 전체점수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해외경험 유무에 따른 

t-검증 실시결과 점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영어학습 동기나 의사소통 

의지와는 달리 불안감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해외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의 비교숫자가 적고 차이가 많이 나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의 

해외경험이 직접적인 영어향상보다는 불안감이 줄고 자신감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교차분석에서도 해외경험을 한 학생의 영어학습 시간이 유의미하게 

많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학년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별로는 의사소통의지를 제외하고, 학습동기, 불안감 영어 

점수, 전체점수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범 

계열 학생들의 인문, 사회, 상경, 예대학생들과 비교해서 학습동기가 높고, 

불안감이 낮고, 영어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학습동기와 정적 

상관관계, 불안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주일간 학습자의 영어공부 평균시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어점수보다는 학습동기와 의사소통의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어학습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영어점수가 

높다기 보다는 동기부여가 되고 의사소통의지가 높아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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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어학습 시간은 한 학기 영어점수로 바로 반영된다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영어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각 정의적 변수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동기와 불안감은 유의미하지만 크게 높지 않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의사소통의지와 불안감은 다소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학습동기보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이 의사소통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점수와 비교해봤을 때 각 정의적 변수들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상관계수 크기가 0.1에서 3이내로 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이 영어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 모두가 

원어민 영어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19.2%로 나타났다. CBT를 포함한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27.7%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영향력이 

아주 낮은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 학기 동안 영어성취도를 평가한 

영어점수는 학생들이 가지는 학습동기, 불안감, 의사소통의지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인이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CBT가 듣기와 

독해 중심의 평가이므로 영향력이 낮은 것은 예상할 수 있었지만, 말하기 

중심으로 담당 원어민교수가 평가한 영어점수에도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영어회화 성취도평가 부분에서는 담당교수의 주관적이 부분이 포함되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본 연구를 한국의 일반대학생이라고 일반화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제는 한국학생들이 원어민에 많이 노출되어 초기의 연구와는 달리 

불안감이 많이 낮아졌으며, 학습동기와 불안감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둘째, 오히려 의사소통의지가 동기부여와 더 관련성이 큼으로 어떻게 의사소통 

의지를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을 가진다. 

또한, 정의적 요인은 비록 성별, 전공차이, 영어점수와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짧은 한 학기 동안 영어성적으로 반영된다기 보다는 길게 장기적으로 

표시 나지 않게 영어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요인이나 영어학습 시간보다 영어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어실력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수업시작 전 영어실력이 영어성취도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전 시험을 치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본 연구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력에 의한 점수 차이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동기와 

의사소통의지를 가지고 불안감을 낮춤으로서, 당장 한 학기 영어공부로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평가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본 과제의 

후속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의 변화과정도 장기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영어실력에 따른 집단을 나누어서 비교하던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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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넓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연구도 흥미로운 과제 

이다. 또한, 추후 한국인교수가 진행하는 영어수업과 비교하는 것도 제안 하고 

싶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정의적 요인과 관련하여 영어교육 현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오는 원어민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외국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심리적, 정의적 영역 등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특히 원어민교사나 교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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