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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Korean universities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English Medium Instruction (EMI) lectures in order to allow students 

to gain both specialized knowledge and enhanced English ability.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ive EMI lectures have focused on 
exploring the effects of learners' cognitiv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on learning outcomes. Whereas the input variables of learning 
have been investigated as predicting variables of effects in EMI lectures, there has been a few research for investigating process 
variables to yield learning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affecting 
on learner satisfaction and effects. The participants are 209 engineering students from various majors. Independent variables are 
defined as English motivation, English competency, and English confidence, a mediated variable is Cognitive engagement, and 
dependent variables are Learning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effect percep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arners' English competency & English confidence → Cognitive engagement → Learning satisfaction →
Educational effect perception. Especially, the structural model confirms that the effect of learners' English confidence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effect perception is mediated by the level of learners' Cognitive engagement. Further, the implication 
for effective EMI lectures is discussed based on the observed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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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세계화의 영향으로 세계 공동언어인 영어를 활용할 기회가 많

아지면서 영어활용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

하기 위해 영어강의(EMI: English Medium Instruction)를 확

대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하기도 하지만 영어강의비율이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영어강의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

영할 계획에 있다. 

영어강의란 전공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침으로써 학습자들의 

전공내용습득과 동시에 영어활용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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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유형이다(Kim, Son, & Shon, 2009).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강의를 이해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영어학습

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며,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여 영

어듣기실력이 향상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된다(김성연, 이완기, 2006; Kim, 2009). 이러한 장점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어강의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영어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강소연, 박혜선, 2004; 박혜

숙, Jacobson, 최지영, 2004; 박혜숙, 2006; 이정원, 2010). 

따라서 영어강의를 이해하고 영어강의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영어강의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영어강의와 한국어강의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황종배, 안희돈, 

2011)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공 교과목에 대한 영어강의는 영

어를 표현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이 학습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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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해 왔다(강순희 외, 2007; 박혜숙, 

2006; 배성혜, 2007; 서지영, 2010; 오희정, 이은희, 2010; 이

주연, 2007). 그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공 영어강의에

서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활용자신감 등

이 학습만족도 및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

왔다. 

그러나 전공 영어강의의 학습효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써 학

습자의 특성 즉 투입(input)변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상

대적으로 학습결과를 산출해 내는 과정(process)변인에 대한 

탐색은 미비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준비

도도 중요하지만 학습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한 정도

가 학습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동안 전공 영어강

의환경에서 과정변인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도(cognitive 

engagement)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전공 영어강

의에 대한 학습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구조모형방정식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과대학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영어강의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영어강의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습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첫 번째, 영어학습동기 변인이다. 전공 영어강의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가 학습결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해 왔다(배성혜, 2007; 진성

희, 신수봉, 2011).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는 Gardner와 Lambert 

(1972)가 제안한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와 통

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 그리고 Clement, Dornyei

와 Noels(1994)가 제안한 문화적 동기와 미디어 동기가 있다. 

통합적 동기란 해당 언어 문화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싶은 

잠재적인 마음, 또는 목표 언어 집단의 사람들과 만나고 상호

작용하고 싶은 흥미로 인해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동기를 의미

한다. 도구적 동기란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어를 습득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그

리고 영어 문화를 알고 익숙해지려는 문화적 동기와 영어로 된 

음악이나 영화 등 미디어를 이해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미디어 

동기가 있다. 

배성혜(2007)는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생들의 영어학습동기 

수준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고학년보다 저학년

이,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영어문화권 

체류경험기간이 길수록 영어학습동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함께 영어학습동기와 영어강의 수업만족도간의 상관

관계(r＝.477, p＜.01)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진성희와 신수봉(2011)

은 토목공학 전공 67명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영어강

의에서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가 영어강의 학습만족도와 학

습효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

의 영어학습동기는 영어강의 학습만족도(r＝.506, p＜.01)와 

영어강의 효과인식(r＝.528, p＜.01)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특히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어학습동기가 영어강의 만족도 및 효과를 유의미하게 예

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영어활용능력 변인이다. 전공 영어강의의 성패는 학

습자들의 영어활용능력에 달려있다는 가정하에 그동안 많은 선

행연구들은 학습자들의 영어활용능력이 학습결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해 왔다. 영어강의에서 다루는 전공내

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활용능력이 부

족한 학습자들은 영어강의에서 다루어지는 수업내용을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강소연과 박혜선(2004)은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수행한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해 우수

하다고 평가할수록 영어강의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문영인(2004)의 연구에서도 

영어실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일수록 영어강의에 대해 보다 긍정

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

로 수행한 강순희 외(2007)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영어활용능력

을 높이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영어 강의 효과에 대해 보다 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주연(2007)의 연구에서도 

공대생을 포함한 192명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배경에 따라 영어

강의 효과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영어활용능력

이 높을수록 영어강의에 대한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그

리고 황종배, 한희돈(2011)은 동일전공교과목에 대한 한국어강

의와 영어강의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영어능력이 높은 학

습자들이 낮은 학습자들보다 전공지식 습득에 있어서 우월하다

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한국어강의로 진행한 집단에서도 영어

능력 상위학습자들이 하위학습자들보다 전공지식 습득에 있어 

우월하다는 동일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 이유에 대

해 영어실력이 높다는 것은 순수한 언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능력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함께, 진성희와 신수봉(2011)

의 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이 영어강의만족도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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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으나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이 영어강

의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세 번째,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 변인이다. 외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self-confidence)은 Clement 등(1977)에 의해 처

음 소개되었다. 영어활용 자신감이란 학습자 자신이 영어를 능

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믿음을 의미한다

(Dornyei, 1994). 영어활용 자신감은 영어활용 불안이라는 정의

적 측면과 영어활용에 대한 자기 평가라는 인지적 측면으로 구

성되어 있고 영어활용 자신감은 영어활용 빈도와 질에 의해 결

정된다(Dornyei, 1994). 영어활용 자신감과 학습만족도 및 학습

효과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성희와 신수봉(2011)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공과대학생들의 영어활용 자

신감은 보통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활용 자신감은 학

습만족도 및 효과인식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영어활용 자신감은 영어강의에 대한 학습만족

도 및 학습효과인식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예측변인임을 밝

혔다.

2. 인지적 참여도가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참여도란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

습정보를 처리하는 전략과 정도를 의미한다(Bandalos, Finney 

& Geske, 2003; Graham & Golan, 1991). 많은 선행연구들

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이 인지적 참여도에 미치

는 영향, 그리고 인지적 참여도와 학습효과인식 및 학업성취도

와의 관계에 대해 밝혀왔다(Greene et. al., 2004; Miller et. 

al., 1996; Miller & Greene, 1996). 

학습자의 인지적 전략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은 학

습자 동기이다(Greene et. al., 2004).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및 자신감 같이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과제수행과

정에서 학습자의 노력과 학습을 끝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

지를 포함한 인지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Greene & Miller, 

1996; Pintrich & DeGroot, 1990).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과

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자신감은 인지적 전략을 보

다 더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유인하고 자기조절

학습활동의 빈도를 높게 한다고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고

해 왔다. 

학습자들이 학습시 활용하는 인지 전략, 즉 인지적 참여 수준

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학습과정에서 새

롭게 배운 개념과 이전에 습득한 개념을 관련지어 생각하여 통

합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노력이 있을 때 의미있는 학습이 이루

어지며 그 결과로 높은 학습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Graham & 

Golan, 1991; Miller et. al., 1996). 구체적으로 Greene과 Miller 

(1996)는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인지적 참여를 보다 적극적

으로 할수록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실험연구를 통해 밝혔다. 즉,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

도는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Greene외 (2004)는 학습동기, 인지적 참여도, 성취

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학습동기 중 학습

능력에 대한 믿음, 수업에 대한 도구적 동기가 인지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참여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3. 구조적 관계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의 학습만족도 및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

한 동기, 능력, 자신감과 함께 인지적 참여도를 선정하였다. 그

동안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영어

활용능력, 영어자신감이 학습만족도 및 효과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해 왔으나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

성이 학습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

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

이 인지적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기반하

여 구조적 관계 모형은 다음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영어학

습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자신감 간의 관계는 제 2외국어 학

습환경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Clement, 1986; Clement, Dornyei, & Noels, 1994; Dornyei, 

1990). 구조적 관계모형에서 영어자신감, 영어활용능력, 영어

Fig. 1 Hypothesized model



전공 영어강의 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3), 2013 13

학습동기는 외생변인으로, 인지적 참여도는 내생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 영어활용능

력, 영어자신감은 학습자의 인지적참여도를 높여줌으로써 학습

만족도와 학습효과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하

였다.

이론적 연구모형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는 영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

치고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은 영어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2.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자신감은 

인지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도는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학습자의 학습만족도는 학습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자신감은 

인지적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학습자의 인지적 참여도는 학습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공학계

열 3학년 학생 228명(남: 198명, 여: 3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

다. 토목공학의 경우 ‘응용측량학’이라는 전공선택 교과목을 수

강하고 있는 6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대해서 설

명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공학전공의 경우에는 ‘공

정관리’라는 전공선택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112명과 정보통신

공학의 경우에는 ‘DSP 기초설계’ 전공선택 교과목을 수강한 학

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 학생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한 209명(남: 180명, 여: 29명)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전공 남 여 전체

토목공학  58  2  60

건축공학  88 18 106

정보통신  34  9  43

소계 180 29 209

의 설문조사 결과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참여학생들의 

전공 및 성별현황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연구참여자에게 제공된 설문조사 도구이다. 설문

도구는 영어활용능력(4문항),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12문항),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12문항), 영어강의에의 인지

적 참여도(24문항), 영어강의에 대한 학습만족도(17문항)와 학

습효과인식(16문항)의 6개 영역 총 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들을 선별하여 한국

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학박사 1인과 교육

학 박사 1인에게 문항 타당도에 대해 검토받았다. 각 영역의 설

문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영어활용능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자신의 능력을 5점척도(전혀 아니

다＝1, 매우 우수하다＝5)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와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 문항은 

Clement et. al. (1994)의 연구에서 제안한 검사문항을 번안

하여 사용하였다.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검사는 통합적 동기 

(5문항), 영어 문화에 대한 동기 (3문항), 미디어 동기 (4문

항)의 네 가지 요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은 총 12문항으로 검사문항의 예로

는 “나는 교수님의 강의나 동료들의 의견을 대체로 이해한

다.”, “나는 수업시간에 가능한 발표 및 질문을 자주한다” 

등이 있다. 

인지적 참여도는 Miller et. al. (1996)의 연구에서 제안한 검

사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자기조절 (9문항), 심층적 

학습전략 활용 (7문항), 정보처리전략 활용 (4문항), 학습지

속력 (4문항)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조절은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성찰하는 활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문항의 예로는 “이 강좌를 위해 

나는 학습시간계획을 잘 수립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나의 답을 재확인한다” 등이 있다. 

심층적 학습전략 활용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효과적인 학

습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문항의 예로는 

“나는 공부할 때, 강의 자료 중 서로 다른 정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

에 대한 이해를 점검해 보기 위해 관련 문제를 해결 해 본다” 

등이 있다. 정보처리전략활용이란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

고 복습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문

항의 예로는 “나는 교재나 강좌에서 제공된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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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단계나 과정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그리

고 학습지속력은 학습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

복하고 끝까지 완수하려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사문항

의 예로는 “나는 강의 내용이나 강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한다” 등이 있다.

영어강의에 대한 만족도 검사는 Dornyei(1990)의 연구에서 

제안한 검사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강좌관련 만족도 (8

문항), 교수자관련 만족도 (6문항), 학습집단 관련 만족도 (3

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강좌 관련 만족도를 측

정하기 위한 검사문항의 예로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재미있었다”, 교수자관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문항

의 예는 “교수님은 수업에 열정적이다” 등이 있다. 학습집단 

관련 만족도의 검사문항 예는 “다른 수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어강의를 같이 수강했던 동료들에 대해 만족하였다” 

이다. 

영어강의에 대한 효과인식 검사는 Miller et. al. (1996)의 연

구에서 제안한 검사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학습내용이

해 (4문항)와 학업성취 우월성 (4문항)의 총 8개 문항으로 검

사하였다. 학습내용이해의 검사문항 예로는 “나는 이 강좌에

서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이고, 학습

성취 우월성의 검사문항 예로는 “이 강좌에서 나는 다른 학

생들보다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이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척도 (매우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

다: 1)로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별 응답 신뢰도(Cronbach's 

α)는 다음 Table 2와 같이 모두 .70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사도구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ronbach's α for the survey items 

변수 변인 설문내용 문항수 신뢰도

외생
변수

영어활용능력 ․영어활용능력수준  4 .75

영어학습동기

․통합적 동기 

18

.88

․영어 문화에 대한 동기 .82

․미디어 동기 .80

영어자신감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 12 .83

내생
변수

인지적 참여도

․자기조절 

24

.83

․심층적 학습전략활용 .76

․정보처리전략활용 .81

․학습지속력 .70

종속
변수

영어강의 만족도

․강좌관련 만족도 

17

.84

․교수관련 만족도 .88

․동료관련 만족도 .85

영어강의 효과인식
․학습내용이해

 8
.85

․학습우월성 .80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이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일차원적인 관계밖에 밝힐 수 없으므로 구조방정식모

형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다차원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진성희, 성은모, 2011).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체적인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자료의 이상치를 활용하고 왜도와 첨

도를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하였다. 둘째, 측정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이론적 

연구가설에 대한 인과관계가 유의미한지를 파악하였다. 셋째, 

이론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

기 위해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χ2검증(CMIN)과 Hu와 Benter 

(1998)가 제시한 GFI(적합지수, 0.9 이상), CFI(비교적합지수, 

0.9 이상), TLI(터커-루이스지수, 0.9 이상), RMSEA(근사오차

평균자승의 이중근, 0.8 이하) 값을 확인하였다. 넷째, 변인들에 

대한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통계분석 도구는 SPSS 17.0과 AMOS 18.0이 활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전공 영어강의를 수강했던 공학계열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 인지적 참여

도, 영어강의 만족도 및 효과 인식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측정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Table 3과 같

다. 영어 관련 학습자변인 중 영어학습동기에 비해 영어활용능

력과 영어자신감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

어강의 중 학습자들의 인지적 참여도는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인지적 참여도 하위 변인 중 학습한 내용을 숙지

하고 기억하기 위한 전략활용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

어강의 만족도와 학습효과 인식측면도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점수의 정규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검

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 이하이므로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Kline, 2005).

각 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주요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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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209)

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영어
활용능력

말하기 2.36 .79 .56 .63

듣기 2.98 .81 －.03 －.10

읽기 3.15 .72 .05 .55

쓰기 2.58 .79 .50 .36

영어
학습동기

통합적 동기 3.26 .80 －.39 .14

문화적 동기 3.26 .83 －.64 .14

미디어 동기 3.26 .80 －.13 －.39

영어
자신감

영어활용자신감 1 3.14 .61 －.31 .36

영어활용자신감 2 2.59 .59 －.00 －.16

영어활용자신감 3 2.81 .60 .27 .54

인지적 
참여도

자기조절 3.38 .47 .13 .11

심층적학습전략활용 3.40 .48 －.07 －.32

정보처리전략활용 3.83 .55 －.09 .04

학습지속력 3.51 .59 －.20 .30

영어강의 
족도

강좌관련 만족도 3.46 .53 －.04 .53

교수관련 만족도 3.88 .64 －.83 1.88

동료관련 만족도 3.43 .68 .20 .93

영어강의 
효과인식

학습내용이해 3.31 .58 .15 －.10

학습우월성 3.03 .65 .19 .79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209)

변인 1 2 3 4 5 6

1. 영어학습동기 1

2. 영어활용능력 .192* 1

3. 영어자신감 .278** .571** 1

4. 인지적 참여도 .210** .080 .287** 1

5. 학습만족도 .160* －.030 .264** .498** 1

6. 학습효과인식 .061 .237** .489** .471** .433** 1

*: p＜.05, **: p＜.01

(Multicollinearity)이다. 이를 위해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r

＜.80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Grewal, Cote, & 

Baumgartner, 2004),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 적용된 주요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방

정식 모형은 측정모형분석과 구조모형분석으로 실시된다. 측정

모형분석은 주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기 전 연구 

Table 5 Regression weights of the measurement model

변인 측정변인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영어
활용능력

말하기 .942 .715***

듣기 .835 .613***

읽기 .709 .591***

쓰기 1.000 .752***

영어
학습동기

통합적 동기 1.260 .785***

문화적 동기 1.256 .754***

미디어 동기 1.000 .617***

영어
자신감

영어활용자신감 1 1.005 .742***

영어활용자신감 2 1.054 .800***

영어활용자신감 3 1.000 .746***

인지적 
참여도

자기조절 1.029 .865***

심층적학습전략활용 .867 .706***

정보처리전략활용 .842 .605***

학습지속력 1.000 .663***

영어강의 
만족도

강좌관련 만족도 1.000 .848***

교수관련 만족도 .951 .673***

동료관련 만족도 .986 .662***

영어강의
효과인식

학습내용이해 1.000 .907***

학습우월성 .818 .653***

*: p＜.05, **: p＜.01 ***: p＜.001

Table 6 Fit measures for the structural model

적합지수 χ2 GFI CFI TLI RMSEA

결과치 299.764 .924 .922 .910 .061

수용기준 ＞.90 ＞.90 ＞.90 ＜.08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주요 변인인 영어학습

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자신감, 인지적 참여도, 학습만족도, 

학습효과인식의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과 표준화요인부하량은 

Table 5와 같다. 주요변인에 대한 각 측정병인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5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학식, 임

지훈, 2011). 주요 변인별 표준화요인부하량은 모두 0.5 이상

이므로 본 연구에 적용된 주요변인과 측정변인은 모두 타당하

게 구성되었다고 해석된다.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주요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과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적합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ollen & Long, 1993; Hu & Bentler, 

1998; Kline, 2005). 모형의 적합지수는 선행연구자들이 공통

적으로 제시한 GFI, CFI, TLI, RMSEA 등의 지수들이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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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론적 기초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의 절대적합지수를 살펴

본 결과 χ2＝299.764, p＜.01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절대적

합지수는 측정변수와 사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증

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Bentler & Bonnet, 1980; Kline, 

2005).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는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론적 기초모형의 적합도를 검

정하는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GFI＝0.924, CFI＝0.922, TLI

＝0.910, 그리고 RMSEA＝0.061으로 나타나 적합지수의 기준

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모형 적합

도 지수를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기초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론적 기초모형을 위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모수

추정치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

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가 영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

자의 영어활용능력은 영어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첫 번째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영어학습동기 

→ 영어활용능력: E＝0.38, S.E.＝.12, C.R.＝3.14, p＜.01; 

영어활용능력 → 영어자신감: E＝0.55, S.E.＝.08, C.R.＝
6.94, p＜.001). 

학습자의 영어학습동기, 영어활용능력, 영어자신감이 인지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검증되

었다. 영어활용능력과 영어자신감은 영어강의의 인지적 참여도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어활용능력: 

E＝－0.34, S.E.＝.12, C.R.＝－2.89, p＜.01; 영어자신감: 

E＝0.70, S.E.＝.16, C.R.＝4.29, p＜.001), 학습자의 영어학

습동기는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인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

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0.12, 

S.E.＝.07, C.R.＝1.58, p＞.05). 특히, 영어활용능력은 인지적

참여도에 역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Table 7 Parameter estimat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가설 경로 추정치 S.E, C.R. 결과

H1
영어자신감 ← 영어활용능력 .554 .080 6.943*** 채택

영어활용능력 ← 영어학습동기 .376 .120 3.139** 채택

H2

인지적참여도 ← 영어자신감 .696 .162 4.290*** 채택

인지적참여도 ← 영어활용능력 －.342 .119 －2.885** 채택

인지적참여도 ← 영어학습동기 .115 .073 1.582 기각

H3
학습만족도 ← 인지적참여도 .841 .116 7.255*** 채택

효과인식 ← 인지적참여도 .325 .173 1.874 기각

H4 효과인식 ← 학습만족도 .558 .162 3.439*** 채택

*: p＜.05, **: p＜.01 ***: p＜.001

영어활용능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영어강의에서 인지적인 참여

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강의의 인지적참여도가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세 번째 가설 또한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영

어강의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참여도는 학습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0.84, 

S.E.＝.12, C.R.＝7.26, p＜.001) 학습효과인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0.33, S.E.＝.17, C.R. 

＝1.87, p＞.05).

네 번째 가설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는 영어강의 

효과인식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0.56, S.E.＝.16, C.R.＝3.43, p＜.001). 

가설 5, 6과 관련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면 하게 살

펴보기 위해, 관련 변인들 간의 영향력에 대한 간접효과를 분

석해 보았다. 효과분석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영어학습동기와 영어활용

능력은 인지적참여도를 매개로 학습만족도와 학습효과 인식에 

간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자신감은 인지적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활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신감

은 영어강의에서 인지적 참여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학습만족도

와 학습효과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설 6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인지적참여도는 학습효과인식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

지적참여도가 학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Table 8 Standardized regression for the mediation analysis

가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H5

영어학습동기 → 인지적참여도
→ 학습만족도

－ .111 .111

영어학습동기 → 인지적참여도
→ 효과인식

－ .104 .104

영어활용능력 → 인지적참여도
→ 학습만족도

－ .037 .037

영어활용능력 → 인지적참여도
→ 효과인식

－ .035 .035

영어자신감 → 인지적참여도
→ 학습만족도

－ .356* .356*

영어자신감 → 인지적참여도
→ 효과인식

－ .304* .304*

H6
인지적참여도 → 학습만족도

→ 학습효과인식
－.181 .172* .51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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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p＜.001

Fig. 2 The structured equation model

학습효과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5중 일부와 가설 

6이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구조모형을 나

타내면 Fig. 2와 같다.

V. 논 의

이 연구는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 및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개의 변인들-영어학습동기, 영어활용

능력, 영어자신감, 인지적 참여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는 영어활용능력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2외국어 학습환경에서 수행된 선

행연구(Clement, 1986; Clement, Dornyei, & Noels, 1994; 

Dornyei, 1990)에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영어를 보다 

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영어학습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쳐 

높은 영어활용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자신이 영어를 잘 한다

고 인식하는 학습자는 영어활용에 있어 자신감이 높다는 것인

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세 가지 특성 중 영어활용능력

과 영어활용자신감이 영어강의에서 인지적 참여도를 높여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학습자일수록 그리고 영어를 활용하는데 있

어 자신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전공 영어강의에서 인지적으로 

보다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믿음인 자신감과 자기효능

감 관련 선행연구들은 학습자들의 자신감이 학습과정 및 성취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성 있게 보고해 왔다(Bandura, 

1977; Clement et al., 1977; Dornyei, 1994). 그리고 영어강

의라는 특수한 학습환경의 특징으로 인해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

해 낮게 평가하는 학습자들도 교수자가 설명하는 강의내용을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 및 

검토해 보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 중 영어활용능력이 부족한 학습자

들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인적 노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들의 인지적 참여도는 학습

만족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학습효과인식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모국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학습과

정에서 인지적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록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이다(Graham & Golan, 1991; Greene & Miller, 1996; 

Miller et. al., 1996).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외국어

인 영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학습환경의 특성상, 자신의 영어

활용능력부족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학습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은 인지적 참여도를 매개로 하

여 학습만족도 및 효과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의 인지적 참여도는 학습효과인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학습만족도를 매개

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들의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경로는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가 영어활용능력 신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영어활

용에 대한 자신감 신장에 영향을 미쳐, 학습과정에서 인지적 참

여도를 높임으로써 학습에 만족하고 그 결과 학습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영어활용

에 대한 자신감이 학습효과인식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변인이

라고 보고한 진성희와 신수봉(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연구이

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 주는 연구

결과라고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공 영어강의에

서 학습자들의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과 인지적 참여도가 학

습결과에 매우 중요한 핵심 변인이라 할 수 있다. 

VI. 시사점 

연구결과 및 논의를 기반으로 영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전공 

영어강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시사점 두 가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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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 영어강의는 영어활용능력 수준에 따라 집단을 달

리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대적

으로 자신의 영어활용능력에 대해서 낮게 진단하는 학습자들은 

학습을 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 학습효과에 대

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강의의 

목적이 영어활용능력 신장과 전공내용습득이라는 두 가지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영어활용능력이 평균이상인 학습자들

에게는 전공내용에 대한 학습과 함께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으나 영어강의를 수강하기에 충분

하지 않은 영어활용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전공

내용습득 자체에 오히려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들의 영어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교수전략으로는 첫째,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학습보다 학

생들에게 시의적절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 때 유의

할 사항은 영어활용 자체에 대한 칭찬은 지양하고 학습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습자의 창의적 또는 심도 있는 아이디

어나 학습결과물에 중점을 두어 칭찬을 한다. 엄 히 말해 영어

활용능력은 해당 강의를 통해 신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

업 중 특정학생에게 어학연수 여부 및 사전 영어학습정도에 대

해서 질문하는 것 또한 간접적인 칭찬이며 다른 학생들의 영어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실추시킬 수 있는 교수자의 행동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교수자의 질문에 대해 답을 생각할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질문자체를 

해석해야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하며 이를 영어로 표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

법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게 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함

께 논의해 볼 시간을 준다. 셋째, 모든 학습자들에게 발표할 시

간을 제공한다. 영어강의의 목적이 영어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활용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있다면, 

영어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과 함께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 볼 기회를 한 번 이상 반드시 제

공함으로써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수전략을 예를 들어보면, 일정 시간 단위로 학습

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정리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즉흥적으로 준비하여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난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요약을 자발적 또는 순

번을 정하여 강의 첫 부분에 발표하도록 한다. 이는 영어강의에

서의 학습숙달도가 모국어로 진행하는 강의보다 낮은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는 다루는 내용의 특성에 따라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연습문제를 제공하고 이를 팀별

로 해결하게 한 뒤, 돌아가면서 발표하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있다. 

결론적으로, 전공 영어강의에서는 학습자들의 영어활용에 대

한 자신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지

적 참여도를 신장시키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학습효과를 산출

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영어활용능력 요인에 의해 학습

자들이 전공관련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준별 집단 구성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전공 영어강의에서 학습자들의 영어 관련 특

성변인과 인지적 참여도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연구대상이 공학계열 전공 중 건축, 토목, 정

보통신 전공의 3학년 학생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

석할 때 주의를 요하며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연구대상의 소속 

전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

니라 학습자들의 영어 관련 특성변인 뿐만 아니라 교과목 자체

에 대한 동기변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공 영어강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

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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