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43-52, November 30, 2017.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43 -

*정회원,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정회원,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정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교신저자)

접수일: 2017년 8월 23일, 수정완료일: 207년 9월 18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12일

Received: 23 August, 2017 / Revised: 18 September, 2017

Accepted: 12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chanukpark@kcti.re.kr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orea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43

JCCT 2017-11-5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발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하여

A Study on Spontaneous Improvement Pla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이신복*, 문준환**, 박찬욱***

Sin-Bok Lee*, Jun-Hwan Moon**, Chanuk Park***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상벌점제도와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

한 교육환경요인들이 학습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교육환경요인, 학습

동기, 학습 성과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 한 교육환경 변수들

중 자율성은 내부, 외부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감은 내부, 합리적 동기를 높여주며, 유대관계는 무동

기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체벌에 대한 대체체벌로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도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동기 하위요인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부동기가 수업참여의지와 학습 성과에 모두 유

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율성, 자신감,

유대관계에 대한 배려가 학습동기를 높여줌으로써 수업참여 의지를 높이고 학습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써 교육 분야에서 벌점제도 이외에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기결정성 이론, 학습 동기, 학습 성과,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between the educ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on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uses a scale being developed through the educ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on self-determination, academic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202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First, autonomy of variables of educational environment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has influenced on internal and external academic motivation, confidence makes internal 
and reasonable motivation high, and relationship makes demotivation low. Second, Reward and Punishment Mark 
System which has recently been replaced traditional punishment doesn’t have influenced on academic motivation 
of students. Third, internal motivation has positively influenced on willingness to take classes and academic 
achievement analyzing the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sub-factors on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autonomy, confidence, and relationship in self-determination theory make academic motivation 
and willingness to take classes high.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theory, Academic Motivation, Academic Achievement, Green Mile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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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학업 수행의 주요

한 발달과업이다. 이러한 학업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

거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이나 진로 문제와 직접 연

결이 되며,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는 커다란 밑바탕

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급학교의 원만한 진학과 적

절한 직업이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내 사회의 현실은 학생들에게 학

업 수행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에

선 과거 훈육의 목적상 학교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었

던 징계나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교가 아닌 학원

처럼 변화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신장으로 환영하기도 하지만

일부 다른 시각에서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교권이 땅에 떨어

진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지난 과거 뉴스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체벌을 당

한 학생들이 체벌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

리거나 심지어 체벌을 가한 담임선생님을 경찰에 신고

하는 등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소

식들이 전해지곤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벌에 대한

금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

은 학교에서는 체벌의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교칙에 근

거하여 학생들의 언행에 대해 상·벌점을 부여하고, 이

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로, 학생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학생들은 교칙을 어겼을 때 교사들에 의해 수동

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그린마일

리지 제도 아래서는 학생들이 환경미화, 등교 지도 등

주체적인 노력을 하여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19].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린마일리지 제도 역시 사제 간

에 점수를 매겨서 학생들을 통제한다는 면에서 비인간

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효과성의 면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다[19]. 이는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선생님들이 그린마일리지 제도

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방

식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여전히 체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 일부 선생님들만 이 제도를 따르

기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점 또한 문제다.

그렇다면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교육

계와온국민의과제요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교

육 분야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문제해결의실마리를발견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의 동기를 연구하는데

이론적 틀로서 주요하게 이용된 이론으로 미국 맨체스터

대학의 Deci and Ryan이 30년간 연구되어 이론적 합리

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어 왔다. 최근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성적에 대한 연구들에서 학습자 동기의 자기결정성

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고 자기결정성이 낮을수록 학

업성적도 낮았다[4,5,20,26]. 이는 자기결정성을 ‘인간이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가치나 중요성

을내면화하고자기스스로와통합하는과정’으로본다면

무동기에서 내적 조절 동기에 이르는 동기의 연속선에서

학업성취 라는 가치를 내면화한 정도가 큰 내재적 조절

동기가 학업성적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13].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

를 자율성, 자신감, 유대감으로 본다. 이러한 기본적 욕구

가만족하였을때, 청소년은부모나교사의가르침을저항

없이받아들여사회적가치를잘내면화하고, 공부에대해

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공부에 대한 흥미도와 지속성

이높아지고결과적으로학업의효율성이높아지는경향이

있다[25,30]. 그뿐만 아니라 상벌점제도와 같이 강제성과

조건을 다는 방식의 접근법은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한다. 구 교육방식에서 새 교육방식으로

전환하는과정에서시행착오를겪는가운데돌파구가절실

한 우리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자기결정성이론의 가치는 더

욱크다고하겠다.

특히,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대

부분인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외재적 동기 또

한 무시될 수 없으므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고려한 자기

결정성동기가, 오늘날의 교육현장에 더 많은 의미를 제

시할 수 있다[19].

이에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동

기유발 환경을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율성,

자신감, 유대관계의 세 가지 요인들과 그린마일리지

(상·벌점) 제도로 구분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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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학습동기는 학업성취를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중요 변

인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왔지만[16,17], 학습량이 증가

하고 교과의 내용이 심화하며 학습에 대한 압박이 본

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경우 학

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이

해가 필요하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들의 교육 환경적 요인들이 인하여 유발된 학습동기

중 어떠한 요인들이 학습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 자

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적 접근

Edward L. Deci 와 Richard M. Ryan 은 30년간 사

람들의 동기유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오늘날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포괄적이

면서도 체계적인 이론인 자기 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제시하였다[27]. 자

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기가 유발되

기 위해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에 대한 욕구(need for autonomy),

자신감에 대한 욕구(need for competence), 유대관계에

대한 욕구(need for relatedness)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한다[26].

먼저, 자율성은 자신이 행동의 주체라는 신념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귀인 하려는 내적 성

향을 말한다[3]. 이는 외부의 영향을 받은 행동이거나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자기의 의지에 따

라 행동 여부가 결정되고, 본인이 선택하였으며, 그러

한 행동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은 자율성이 많은 것이다. 자신감은 개인이 사

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고

확장 시키는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 될 수 있으며,

자신감에 대한 지지는 동기의 내재화를 촉진하고 외적

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자기조절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26]. 또한 유대관계는 모든 나 자신과 상대방이 지

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룹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25]. 이를 학교 내에서의 동기유발을 위한 환경

에서 적용해보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공간에

서 가상의 공간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행위를 스스로 결

정했다고 느끼면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어 자발적인

과제관여가 활발해지고 학업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3,5,14,30]. 또한,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율성

을 느껴 자신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동기의 내재화가

촉진되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자기조절 수준이

높아진다[27].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 혹은

또래 친구들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내면화

가 깊이 진행되어 친 사회적으로 성장한다[18].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한

환경적 배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사람

들의 동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동기

의 종류에는 대상 활동 그 자체에 대한 흥미, 재미 등

의 자기 목적적 동기를 의미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대상 활동이 흥미롭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동기

(identification), 대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나 보상으로 인한 동기를 말하는 외재적 동기(external

motivation), 대상 활동에 대해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

태인 무동기(amotiva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26].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종류의 동기만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동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과학에 어느 정도의 흥미를 느낀다면 내

적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과학이 대학 입학시험에 들

어가는 과목이라서 중요하게 느낀다면 합리적 동기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18].

학생들의 학습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내재적,

외재적 동기는 교육학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8,30]. 외적 요구에 의해 타율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보

다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내재적 동기가 행

동의 자연스러운 원천으로서 질 높은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촉진하는 혹은 저해하는

요인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26]. 특히

본질적으로 외재적 동기가 우위를 이루는 학습영역에

서 외재적 동기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자기결

정이론은 매력적인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학습동기의 정도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학습의 성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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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amizu(1997)는 자기결정성 동기가 적은 학생들은

수동적 대처행동 혹은 부적응 대처행동을 보이는 반면,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능동적 대처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Kaplan and Maehr(1999)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성취목표는 학업동기에 관련이 있는데 이는

성취목표를 갖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갖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Keller(2009)도 학습 동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습시간, 학습에 대한 열망 등은 학업성

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

취도는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만족감, 안정감을 가져오

기 때문에 학습 동기는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현숙(2013)은 상벌점제도의 시행되면서 긍

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여러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9]. 이

에 대체체벌로서의 상벌점제도가 학생들의 학습동기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학습동기유발 환경을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율성, 자신감, 유대관계의 세 가지 요인들과 그린마

일리지(상·벌점) 제도로 나누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

이 다양한 학습동기(내재적동기, 합리적동기, 외부적동

기,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적 요인(자율

성, 자신감, 관계성)이 보장될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

(내재적동기, 합리적동기, 외부동기, 무동기)가 달라질

것이다.

가설 2: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린마일리지(상·벌

점) 제도가 보장될수록 학생들의 학습동기(내재적동기,

합리적동기, 외부동기, 무동기)가 달라질 것이다.

2. 학습동기에 따른 학습 성과의 변화

교육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심리적 개

념이 학습동기(academic motivation) 이며[29], 학습동기

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된 이론이 자기결정이론이다.

학습동기의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많은 연구

들에서 학습동기 유발변인과 다양한 학습결과 및 행동

간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습 동기는 학업

성취에 깊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

기결정성 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서 자율

성이 지지되는 동기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무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2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ottfried(1990)는 수학 및 읽

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과목에 대한 학습동기를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

한 결과, 내적 동기와 성취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음을 발견한 바 있다. Noe(1996)는 교육의 성과에 학습

동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하나의 모델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Noe의 모델에 의

하면 경력이나 직무에 대한 태도, 자기유능감, 통제위

치 등이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학습동기와

교육 자체에 대한 반응이 참가자의 학습 성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7,18,19].

김종숙(2007)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 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학습성과를

자기효능감, 내적동기, 시간적 편리성으로 설정하여 측

정한 결과 학습동기가 학습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김명희 등(2008)은 초등학

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모두에게

학습동기가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자기결정성과 학업성

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이민희·정태연(2008)의 연구는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높은 동기유형(내재적, 확인된 조

절)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낮은 동기유형(부과된,

외재적 동기조절, 무동기)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끼쳤다. ARCL모형을 적용하여 캐나다의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성취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한 Guay 외(2010)의 연구에서 사전성취도

를 통제했을 때, 자율동기가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력

을 나타냈으나, 학업성취도는 자율동기에 유의한 영향

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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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자율성에 대한 배려

• 나는 우리학교에서 학습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학교에서는 개인이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다

• 우리 학교에서는 나의 감정을 배려해 주는 편이다

자신감에 대한 배려

• 내 주변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한다

• 나는 공부할 때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

• 나는 평소 학습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곤 한다

관계성에 대한 배려

• 나는 학교 친구들을 정말 좋아 한다

• 우리 학교 친구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편이다

• 나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다

상벌점제도

• 나는 학교의 벌점제도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학교의 벌점제도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 나는 학교의 벌점제도가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 나는 학교의 벌점제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내적동기

• 나는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편이다

• 나는 공부를 할 때 즐거운 편이다

• 나는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편이다

• 나는 공부를 할 때 기분이 좋은 편이다

합리적동기

• 나는 내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한다

• 나는 대학입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한다

• 나는 미래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부하기도 한다

• 나는 공부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부동기

• 나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한다

• 나는 부모님이 감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한다

• 나는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기도 한다

• 나는 의무감에 의해 공부를 하기도 한다.

무동기

•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 나는 공부의 가치를 잘 모르겠다

• 나는 공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수업참여의지

• 나는 앞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 나는 앞으로 수업에 더 충실하고 싶다

• 나는 앞으로 수업시간에 과제를 더 잘 하고 싶다

• 나는 앞으로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고 싶다

학습 성과

• 나는 최근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편이다

• 나는 최근 공부가 잘 되는 편이다

• 나는 최근 집중이 잘 되는 편이다

표 1. 측정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가설3: 학생들의 학습동기(내재적동기, 합리적동기,

외부동기, 무동기) 정도에 따라 교육성과(수업참여의지,

학습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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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value Cronbach's α C.R AVE

자율성에 대한

배려

Aoto1 0.87 0.08 10.83***

0.83 0.90 0.74Auto2 0.84 0.08 11.11***

Auto3 0.88 0.06 14.16***

자신감에 대한

배려

Comp1 0.83 0.05 15.89***

0.79 0.87 0.70Comp2 0.82 0.07 12.30***

Comp3 0.85 0.05 17.85***

관계성에 대한

배려

Rele1 0.87 0.12 7.43***

0.85 0.90 0.76Rele2 0.89 0.11 7.87***

Rele3 0.85 0.16 5.47***

상벌점제도

Pena1 0.84 0.18 4.81***

0.92 0.93 0.78
Pena2 0.91 0.17 5.49***

Pena3 0.91 0.15 6.26***

Pena4 0.87 0.22 3.97***

내적동기

Intr1 0.90 0.03 35.79***

0.96 0.97 0.89
Intr2 0.97 0.01 96.29***

Intr3 0.96 0.01 79.42***

Intr4 0.94 0.02 55.23***

합리적동기

IDen1 0.88 0.08 11.68***

0.74 0.80 0.52
IDen2 0.55 0.18 3.08***

IDen3 0.47 0.23 2.01**

IDen4 0.89 0.06 15.12***

외부동기

Extr1 0.76 0.10 7.36***

0.82 0.87 0.63
Extr2 0.73 0.12 5.99***

Extr3 0.77 0.10 7.66***

Extr4 0.90 0.04 21.52***

무동기

Amot1 0.89 0.03 27.08***

0.94 0.96 0.85
Amot2 0.93 0.02 45.61***

Amot3 0.94 0.02 44.66***

Amot4 0.92 0.03 31.81***

수업참여의지

Part1 0.96 0.02 50.16***

0.97 0.98 0.92
Part2 0.98 0.01 111.19***

Part3 0.94 0.02 47.88***

Part4 0.96 0.01 64.60***

학습 성과

Perf1 0.70 0.12 5.78***

0.83 0.90 0.75Perf2 0.95 0.01 66.73***

Perf3 0.94 0.02 48.78***

*** p<.001 ** p<.05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을 근거로 실증적으로 검증

하기 위해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서울시의 지역구별로

무작위추출법을 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300부 배포하여 23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8부를 제외한 총 2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에 이용된 측정항목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을 통한 각 구성개념에

대한 모든 질문은 해당 질문에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측정항목은 <표 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측정척도 평가와 제안

모델 추정을 위해 부분 최소 자승(partial least square:

PLS) 추정법을 이용하였다. PLS는 LISREL, AMOS와

같이 구조방정식을 추정하는 방식이지만 분포의 정규성

(normality)을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추정방법이다. 따라서 결과해석에 있에서도 LISREL,

AMOS 등이 GFI, AGFI, NFI, CFI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한데 비해 PLS에서는 CR(composit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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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결과

Figure 1. Research Results

R2를 이용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방법론은 연구모형이형성지표(formative indicators)

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지 못

한 경우, 표본 규모가 적은 경우에 선호되는 방법이기

도 하다[20].

4.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이용된 샘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은 남성 190명 (94.0%) 여성 12명 (6.0%)로 남성이 상

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

이 대부분 남학생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로

게임을 즐기는 장소는 집 104명 (51.5%), PC방 82명

(40.5%), 학교 10명 (5%), 친구 집 3명 (1.5%), 기타 3명

(1.5%)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게임을 하는 시간은 전

혀 하지 않는 인원 16명(7.9%), 3시간 이하 92명

(45.5%), 4∼10시간 60명(29.7%), 11∼15시간 8명

(3.9%), 15∼20시간 14명(6.9%), 20시간 이상은 12명

(6.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2>과 <표 3>는 연구모형에 이용된

구성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기타 자세한 변수간의 관련성은 아래에 제시된 바

와 같다.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202)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

증을 하였다. PLS에서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은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값 [10].

<표 2>를 살펴보면 Cronbach'α 값은 0.74에서 0.97, 복

합신뢰도 값은 0.80에서 0.97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모

든 변수에 있어서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 값은 0.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10,22],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52 이상의 값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측정항목의 t-값이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유의하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변수 간 상관관계와 분산추출 값의 제

곱근 값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2]. 평균분산

추출 값의 값이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곱 값보다 클 때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평균분산추출 값은

0.52에서 0.92로 나타나 <표 3>의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곱 값은 0.00에서 0.32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PLS의 결과해석은 내생변수의 R2 값과 경로계수 값

의 크기와 유의성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외생변수

들은 내부동기의 23%, 합리적동기의 19%, 외부동기의

11%, 무동기의 20%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들은 최종 종속변수인 수업참여의지의 43%,

학습 성과의 24%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요인들 중 먼저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 한

변수들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율

성은 내부동기에 .19(p<.10), 외부동기에 .24(p<.1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은 내부동기

에 .35(p<.01), 합리적동기에 .31(p<.19)의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또한, 유대관계는 무동기에 -.26(p<.05)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자기결정

성 이론에 기반을 둔 자율성, 자신감, 유대관계에 대한

배려가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다

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자율성은 내부, 외

부 동기를, 자신감은 내부, 합리적 동기를 높여주며, 유

대관계는 무동기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교해 상·벌

점 제도는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마일

리지 제도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학습동기를 높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학습동기(무동기)를 낮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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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변수 (1) (2) (3) (4) (5) (6) (7) (8)

(1) 자율성 1.00

(2) 자신감 0.21* 1.00

(3) 관계성 0.09 0.10 1.00

(4) 상벌제도 0.00 0.05 -0.21 1.00

(5) 내적동기 0.33** 0.33** 0.19 -0.03 1.00

(6) 합리동기 0.20* 0.13 0.02 -0.03 0.32** 1.00

(7) 외부동기 0.23* 0.03 0.10 0.05 0.22* 0.50** 1.00

(8) 무동기 -0.26** -0.19* -0.32** 0.11 -0.50** -0.12 -0.21* 1.00

(9) 참여의지 0.35** 0.27** 0.30** 0.11 0.58** 0.25* 0.33** -0.48** 1.00

(10) 학습 성과 0.26** 0.37** 0.25** 0.00 0.47** 0.25** 0.15 -0.28** 0.44** 1.00

평균 3.78 3.84 5.44 3.56 4.20 4.18 4.86 2.84 5.28 3.83

표준편차 1.32 0.93 1.08 1.76 1.30 1.26 1.32 1.54 1.47 1.23

**
p<.001,

*
p<.05, 대각선에 있는 수치는 평균분산추출값(AVE)임

표 4. 가설 검증 결과

Table 4. Hypotheses Testing Results

연구문제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

1-1 자율성 → 내부동기 0.19* 긍정적 채택

1-2 자신감 → 내부동기 0.35*** 긍정적 채택

1-3 유대관계 → 내부동기 0.09 기각

1-4 자율성 → 합리적동기 0.18 기각

1-5 자신감 → 합리적동기 0.31** 긍정적 채택

1-6 유대관계 → 합리적동기 0.06 기각

1-7 자율성 → 외부동기 0.24** 긍정적 채택

1-8 자신감 → 외부동기 0.08 기각

1-9 유대관계 → 외부동기 0.13 기각

1-10 자율성 → 무동기 -0.15 기각

1-11 자신감 → 무동기 -0.20 기각

1-12 유대관계 → 무동기 -0.26** 부정적 채택

H2

2-1 상벌점제도 → 내부동기 -0.04 기각

2-2 상벌점제도 → 합리적동기 -0.01 기각

2-3 상벌점제도 → 외부동기 0.06 기각

2-4 상벌점제도 → 무동기 0.0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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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못하는 어정쩡한 위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학습동기가 종속변수인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내부동기는 수업참

여의지에 .40(p<.01), 학습 성과에 .41(p<.0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동기는 수업참여의지

에 -22(p<.1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하여 현재 교육계가 처한 현실을 개선하

기 위해서 학생들의 내부동기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내부동기는 학생들이 학

습 자체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참여의지와 학

습성과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내부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생변수인 자신감과 자율성을 배려하는 교

육환경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무동기가 수업참여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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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유대관계를 배려하는 환경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학습 무동기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교육 분야에서 기존의 상벌제도,

체벌제도와 같은 당근과 채찍 방식의 교육방식에서 벗

어나 학습의 자율성, 자신감, 유대관계를 배려를 통하

여 자기결정성을 높여주는 교육환경으로 인식의 전환

이 이루어질 때 현재 교육 분야에서 처한 문제를 해결

할 가능성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Ⅲ. 결 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과거보다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현상은 최근 교육 분야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져

보이는데 과거 창의성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교육방식

으로 비판받았던 교육방식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조건 없는 자유를 부

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는 마치 목욕물

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고 마는 것으로, 학생들에

게 주어지는 자유는 학생들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동기부여에 의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상벌점제도와 자기결정성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제시하는 자율성, 자

신감, 유대관계 등의 요인들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력을 비교하고 학습동기에 따른 학습성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반을 둔 교육환경 변수

중 자율성은 내부, 외부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감은 내부, 합리적 동기를 높여주며, 유대관

계는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태인 무동기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 유형일수록 동기의 내면화

정도가 높아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보인다는 정지

영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최근 체벌에 대한 대체체벌로서 시행되고 있

는 상벌점제도가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상벌점제

도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의 생활지도 측면

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지라도, 학습동기 측면에서

는 유용하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할

수 있다. 결국, 상·벌점제도에 대한 여러 보완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습동기 하위요인이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

향을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학습 자체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내부동기가 수업참여의지와 학습 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

동기는 수업참여의지에 부의 관계를 보여, 유대관계를

배려하는 학습 환경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학습 무동기

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내적 학습동기와 성취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밝힌 Gottfried(1990)의 연구결과와 자

기결정성의 정도가 높은 내적동기의 학생들이 학업성

취도가 높다고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낮은 무동기는 학

업성취도에 부의 영향을 준다고 밝힌 이민희·정태연

(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오늘날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식관의 전환이 필요하며, 자기결정성 이론

에 의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유용한 패러다임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학교에서는 체벌이 사라짐

에 따라 선생님들의 교권이 상실되고 수업 분위기가흐

트러지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자율성, 자신감,

유대관계에 대한 배려가 학습동기를 높여줌으로써 수

업참여 의지를 높이고 학습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확

인함으로써 교육 분야에서 벌점제도 이외에 새로운 접

근법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학문적인 체계성을 바탕으로 논리를 검증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설문조사를 통한 종단조사의 한

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을 초·중·고 등

다양한 학교 급으로 확대하여 학업동기와 성취도의 종

단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후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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