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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for many foreign language instructors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enjoyable, interesting, and meaningful classroom environment

that can richly support their learning and autonomous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provides a framework for how foreign

language instructors can do this,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overview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n to provide specific examples

of how this theory can be implemented in a foreign language course. In

so doing, the article seeks to help foreign language instructors connect

with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o put its principals into effective

classroom practice.

Ⅰ. 서론

동기(motivation)는 행동에 활력(energy)과 방향(direction), 지속성(persistence)

을 제공하는 내적 과정으로 학습자의 학업 몰입, 노력 투입,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예측한다(Dörnyei, 1998, 2001). 낯선 어휘와 언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생소한

외국어 문법 및 문장 구조를 꾸준히 익혀야 하는 외국어 학습의 특성상 학습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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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외국어 교육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크다(Dörnyei, 2001; Dörnyei & Csizér,

1998; Oxford & Shearin, 1994).

제2언어(외국어)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간 다양한 접근으로 제2언어(외국

어) 교육에서의 동기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확장해 왔다. 제2언어(외국어) 학습 동

기와 관련하여, 1950년대 캐나다의 사회심리학자 Gardner와 Lambert(1959)가 연구

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외국어 학습 동기의 선행 요인을 해당 언어를 사용

하는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그 사회와 융화하고자 하는 통합적 지향성(integrative

orientation), 직업적 성취나 학점 취득과 같은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적 지향성(instrumental orientation)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Gardner(1985)

의 사회 교육적 모형(Socio-educational Model)에서는 통합성(통합적 지향성, 외국

어에 대한 흥미, 제2언어 공동체에 대한 태도), 학습 상황에 대한 태도(교사와 교

육 과정에 대한 태도), 동기(동기 강도, 언어 학습에 대한 욕구와 태도)로 구분되

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라는 넓은 개념으로 제시하

였다. 그러나 사회 교육적 모형에서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모든 언어 학습 상황

에 일관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Crookes & Schmidt, 1991). 특히 통합

적 지향성은 학습자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그 영향력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의 노력이나 성과를 잘 예측해 내지 못하였고(Oxford &

Shearin, 1994), 사회 교육적 모형은 심리측정적인 연구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이면서 교육 중심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Dörnyei, 1994).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2언어(외국어) 연구자들은 기존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

계를 인식하면서 언어 학습과 관련한 동기의 본질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고민하

였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동기 모형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Dörnyei(2009)는 Gardner(1985)가 제시한 통합성의 개념을 자아와 정체성으로

재해석하면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system)를 제안하

였다. 이 이론은 동기를 학습자 스스로 설정한 바람직한 미래상인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 실패했을 때의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성취해야

만 하는 미래상인 ‘필연적 제2언어 자아(ought-to L2 self)’, 제2언어 학습경험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였다(Dörnyei, 2009).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기존의

이론과 방법들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었지만(Boo, Dörnyei & Ryan, 2015), 자기(self)라는 개념의 광범위함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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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함 때문에 명확한 개념화가 어려웠다(Maclntyre, MacKinnon & Clément, 2009).

제2언어(외국어) 학습 동기의 또 다른 대안적 모형을 찾던 연구자들은 학습에

대한 접근(예: 나는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다)과 회피(예: 나는 외국어를 잘 배우

지 못할 것 같다)라는 동기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이

론(Self-efficacy theory)을 외국어 학습 동기에 적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이론은 인

지적으로 지각된 외국어에 대한 효능감 수준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정서적 반응,

인지적 탄력성, 그리고 노력 투입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외국어 학습자의 동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제2언어(외국어) 연구자들은 외국어 학습자의 동기를 설명하는 또 하나

의 개념으로,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주목한다. 내재 동기는 인간의 내

면에 존재하는 호기심, 흥미, 즐거움 등을 기반으로 활동 그 자체가 이미 보상으로

작용하는 동기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2).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유능성

을 향상시키며, 결과보다는 도전 자체에 흥미를 보이는 내재 동기는 자기결정성

동기(self-determined motivation)의 원형이 된다(Ryan & Deci, 2002). 이와 더불

어 외재 동기이지만 학습의 가치와 중요성이 학습자의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통합

되어 발달과 성장 그리고 안녕감 및 성취로 이어지는, 즉 동일시 조절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학습자의 자율성 동기(autonomous motivation)가 주목을 받는다.

자율성 동기는 높은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수준을 나타내므로 자기결정

성이론 및 관련 문헌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Ryan & Deci, 2000a)은 자기결정성

동기의 원형인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이지만 높은 자기결정성 수준을 보이는 동

일시 조절을 통합하여 자율성 동기(autonomous motivation)로 분류한다. 한편, 자

기결정성의 부재를 보이는 외적 조절(예: 외부의 보상과 처벌 때문에 행동하는)과

낮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보이는 내사 조절(예: 죄책감이나 수치심 때문에 외부

의 요구에 의해 행동하는)을 통합해서 통제된 동기(controlled motivation)로 분류

한다. 자기결정성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통제된 동기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자율성

동기에 근거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자율성 동기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주목한다. 자율성 동기인지 통제된 동기인지의 여부는 인간의

성장, 발달, 번영 및 안녕감에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차이를 예견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제2언어(외국어) 수업 역시, 높은 자기결정성(자율성)을 지닌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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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동기와 이를 촉진하는 수업 환경의 성공적인 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기결정성이론의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동기 개념과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들은

제2언어(외국어) 교육에서 주목할 만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매크로이론(macro-theory)인 자기결정성이론의 대전제를 요약하고 제2언어

(외국어)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몇몇의 미니이론들(mini-theories)의 핵심

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기결정성이론의 원리가 제2언어(외국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실천적 방법들을 살펴보고 수업 모형을 통해 이를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자기결정성이론 개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며(자율성 욕구),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

서 유능성을 발휘하고(유능성 욕구), 타인과 따뜻하고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관계성 욕구)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를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마음의 영양소로서 개인의 성장과 번영

그리고 안녕감을 가져오고, 기본심리욕구의 좌절은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

다고 설명한다(Ryan & Deci, 2002). 따라서 자기결정성이론은 자율성 동기의 원천

인 내재 동기를 촉진하고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지지하는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

한다. 환경은 그 맥락 속에 있는 개인의 내재 동기 및 기본심리욕구를 지지하거나

또는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2). 자기결정성이론의 특징으

로, Ryan과 Deci(2017)는 이 이론이 실천적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이론적 측면에서

비판적이라고 말한다. 즉, 가정, 교실, 스포츠, 의료,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적용되어 어떠한 환경적 조건이 자율성 동기를 촉진하는 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실

용적이며, 부모-자녀, 학교나 직장에서의 관계성과 같은 근접 사회적 맥락

(proximal social contexts)에서 인간의 번영을 촉진하거나 좌절시키는 환경에 대

해 그 적절성을 탐색하고 비교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여섯 개의 미니이론(mini-theory)인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유기체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인과지향성이

론(causality orientation theory),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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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목표내용이론(goal contents theory), 관계동기이론(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으로 구성된 매크로이론(macro-theory)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의

핵심 원리는 삶의 다양한 영역(학교와 학습, 직무동기, 스포츠와 운동, 헬스케어와

심리치료, 문화와 종교적 사회화, 가상세계 등)에 고루 적용되며, 각각의 미니이론

은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동기 현상들에 대해 보다 세밀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적 틀로 기능한다(Ryan & Deci, 2017).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외국어 학습자 동기 및 수업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니이론으로 인지평가이론,

유기체통합이론, 기본심리욕구이론, 관계동기이론에 주목하였다.

먼저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외적 사건

(예: 칭찬, 평가, 비판, 성적, 마감일 등)이 통제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 모두를 지닌

다고 전제한다. 개인이 외적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재 동기 및 자율

성, 유능성 수준은 달라진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17). 학습자가

외적 사건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각하면,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학습자의 내재 동기 및 자율성 욕구는 낮아진다. 반면 학습자가 외적 사건을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는 정보적 측면으로 지각하면, 외적 사건은 학습자의 내재

동기와 유능성 욕구의 만족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 이와 같은 인지평가이론의 원

리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칭찬이나 보너스 점수를 주는 등의 외적 사건을 제시할

때 특히 유의하다. 일례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행동에 대해 통제 의도(예: 칭찬받

을 행동을 요구)를 지니고 ‘잘했다’고 칭찬할 경우 학습자는 이를 통제적으로 지각

할 확률이 높다. 반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정보 제공의

의도로 ‘잘했다’고 칭찬할 경우 학습자는 이를 정보적으로 지각할 확률이 더 높다.

유기체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은 동기를 무동기, 외재 동기(자

기결정성 수준에 차이를 보임), 내재 동기(완전한 자기결정성)의 세 유형으로 구분

한다. 더 나아가 외부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가치와 중요성이 개인의 내면에 어느

정도로 내재화되고(internalized), 자신의 가치와 통합되었는지(integrated)에 따라

외재 동기 유형을 그림 1.과 같이 외적 조절(자기결정성 부재), 내사 조절(낮은 자

기결정성), 동일시 조절(높은 자기결정성), 통합 조절(매우 높은 자기결정성)로 세

밀하게 분류한다.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일수록 학습자는 더 많은 자발적 노력을

투입하고 난관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양질의 학습 성과

등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 동기 유형의 확인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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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 Deci, 2000b). 유기체통합이론은 교수자에게 어떤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

율성 동기가 촉진되는지 또는 통제된 동기가 촉진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행동
비자기

결정적
자기결정적

동기유형 무동기 외재 동기 내재 동기

조절유형 무조절
외적

조절

내사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

조절

내적

조절

지각된

인과소재
비개인적 외적

어느 정도

외적

어느 정도

내적
내적 내적

관련된

조절과정

무의도

무가치

통제결여

명령

외적보상

처벌

죄의식

수치심

자아관여

개인적

중요성,

가치

관련성

조화

가치와의

통합, 일치

흥미

즐거움

호기심

그림 1.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른 동기 유형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은, 인간은 본래 활동적인

존재이며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 전제한다(Ryan & Deci,

2017). 특히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로서 이들 욕구의 만족

은 성장과 안녕감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Deci & Ryan, 1985).

자율성은 행동을 시작하고 조절함에 있어 자기 지시와 개인적 승인을 경험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행동의 근간(소재)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임을 온전히 지각할 때 자율성 욕구의 만족을 경험한다.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자율성 욕구는 교수자가 학습자의 선택을 존중하

고 내적 동기 자원(흥미, 선호, 가치 등)을 활성화시킬 때 충족된다. 유능성 욕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역량 증진과 기술의 발달, 최적의 도전 추구 및 숙

달과 관련된다. 교수자의 잘 구조화된 수업, 건설적 피드백, 적정 수준의 과제 제

공 등은 학습자의 유능성 욕구를 충족시킨다. 관계성은 타인과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상호배려와 수용, 그리고 존중이 수반되는 관계

속에서 학습자의 관계성 욕구는 충족된다. 학습 환경이 자기 주도적(self-directive)

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에 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지지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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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의 만족은 높아진다(Ryan & Deci, 2017).

관계동기이론(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다.

관계동기이론은 따뜻하고 배려적이며 육성(nurturing)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과 정

서적 유대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형성하려는, 관계성 욕구가 지닌 고유의 동기적

힘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관계성 욕구는 사회적 결속, 좋아함, 상호호혜성, 진정성

있는 자기 노출 및 이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관계 속에서 충족되며 관계성 욕구의

만족 또한 더 큰 활력, 발달, 성장, 안녕감을 예측한다(Ryan & Deci, 2017). 대인

관계 속에서 관계성 욕구의 지지는 학습자로 하여금 난관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풍부한 정서적 자산으로 기

능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부모-학습자, 교사-학습자, 또래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

호 배려, 관심, 감사 표현, 학습 자원의 공유,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한 관계성 욕구

충족이 중도 탈락이나 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유의미한 함의를 갖는

다.

Ⅲ. 자기결정성 동기와 외국어 교육

외국어 능력은 세계화 시대에, 의사소통능력과 해당 언어권의 문화적 이해를 통

한 세계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동기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저조

한 상태이다. 일찍이 김아영(2008)의 연구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외국어 학습에

대한 무동기가 증가하고 의무감과 죄책감을 기반으로 하는 내사 동기가 높게 나타

나며, 외국어 학습에서의 흥미나 만족감을 보여 주는 내재 동기는 매우 낮게 관찰

됨을 보고한다. 영어 학습 탈동기(demotivation) 요인을 분석한 최덕인과 김태영

(2013)의 연구는 하위권 학습자들이 상위권 학습자들에 비해 영어 수업 활동에서

더 큰 강제성을 느끼고 낮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며 영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

여하려는 동기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또 다른 연구는 흥미를 촉진하고 학

습 자체의 가치를 알려주기보다는, 시험 위주의 수업과 평가가 주를 이루는 외국

어 수업 방식이 학습 동기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Kim, 2009).

전선영(2015)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한국인 영어 교사의 수업에 대해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과 엄격한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자유롭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원하고



236 김수진․장형심

있음을 보고한다.

국내에서 제2언어(외국어) 학습과 자기결정성 동기를 연결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소수의 연구들이지만 이들 연구는 제2언어(외국어) 학습에서의 자기

결정성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관망하게 한다. Kim과 Kim(2016)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작문 주제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작문의 질적인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참가

자들의 작문이 어휘적 정교함과 응집성 측면에서 더 우수했으며 과제에 대한 동기

수준에서 인식된 선택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Chon과 Shin(2019)의

연구는 메타인지능력과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군집 중, ‘높은 자

율성 동기-성취전략가(High Autonomous Motivation-Achievement Strategists)’

집단이 가장 높은 듣기 능력을 보인 것으로 보고한다.

제2언어(외국어) 학습과 자기결정성이론을 연결한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

자의 자율성 욕구의 충족은 외국어 학습 태도, 학습 참여와 지속성, 창의성, 학업

성공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해준다(Noels, 2009). Hu와 Zhang(2017)의

학술적 글 읽기 연구에서는 각 단계마다 학생들에게 과제 선택의 기회 제공, 학습

전략과 기술의 훈련, 학습 그룹 구성 등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자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영어 유창성이 대조군 학습자들에 비해 유

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들의 흥미가 촉진되자 이들은 학습

활동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선택권이 주어지자 더 큰 학습 잠재력을 발휘

한 것으로 나타났다. O'Reilly(2014)의 외국어 프로그램(8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재 연구에서도 교사가 학습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자 내재 동기 수

준이 높아졌고, 성취도(GPA)에도 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보고한다. 상기에서 관찰

된 국·내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외국어 학습 장면에서 학습자의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자는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며 학습, 수행, 성취에서 더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함을 파악할 수 있다(Ryan & Connell, 1989).

1. 외국어 학습에서의 자율적 외재 동기의 증진과 내재화(internalization)

자기결정성이론 중 유기체통합이론은 동기를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의 이분법

적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기결정성 수준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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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한다(Deci & Ryan, 2000; Ryan & Connell, 1989). Noels, Clément와

Pelletier(1999, 2001)는 외국어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기결정성이론의 관

점에서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내재 동기를 과제 자체에 대한 흥미와 즐거

움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지식(knowledge), 성취

(accomplishment), 자극(stimulation)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외재 동기 유형

에서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을 지닌 학습자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보상이나

이익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므로 이러한 이유가 사라지면 외국어 학습 동기 또한

감소됨을 보여준다. 내사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사회적 가치 조건의 투사

에 의한 내적 강요와 압박감(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피하려

는)에 근간을 둔 동기 조절이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이 사회적 가치 조건에 부합

되려는 압박감에 근거하고 있을 때 외국어 학습자는 낮은 자율성 동기 수준을 보

인다.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을 지닌 외국어 학습자는 학습의 가치와

유용성을 승인하고 이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외국어 학습의 가치와 자기 내

면의 가치를 동일시한다. 외국어 학습에서의 동일시 조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성질을 보인다.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은 외

부의 규율, 가치, 중요성을 자신의 가치 체계와 온전히 통합한 조절로, 외재 동기

중에서 가장 높은 자기결정성 동기 수준을 보인다. 외국어 학습자는 더 이상 왜

외국어를 학습해야 하는지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어 학습은 자신에게 굳

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무동기는

외국어를 공부하려는 동기 자체가 없는 것으로 외국어 학습에 굳이 노력과 에너지

를 투자할 이유조차 부재한 상태를 보여준다.

동기유형 예

내재

동기

지식 “외국어에서 새로운 원리나 규칙을 발견할 때 흥미와 만족감을 느낀다.”

성취 “외국어의 어려운 구조를 이해 할 때 즐거움을 경험한다.”

자극 “외국어를 구사하는 동안 몰입을 경험한다.”

외재

동기

통합된 조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동일시 조절 “외국어는 나의 개인적인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사 조절 “외국어를 모르면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적 조절 “나중에 유명한 직업을 갖거나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 외국어를 공부 한다”

무동기 “외국어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표 1. 자기결정성이론 관점의 외국어 학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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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 동기는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라, 외적 조절과 내사 조절은 통제된 동기

(controlled motivation)로 통합되고, 동일시 조절과 내재 동기는 자율성 동기

(autonomous motivation)로 통합된다. 선행 연구들은 통제된 동기를 지닌 학습자

는 과제 참여 시 도전을 회피하거나(Shapira, 1976), 낮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이거

나(Amabile, 1985), 낮은 수준의 인내심(Vallerand, Fortier, & Guay, 1997)을 보이

는 등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동기를 보임을 보고한다. 반면, 자율성 동기를 지닌

학습자는 도전적 상황에서 적극적인 학습 역량을 보이고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

며, 보다 잘 적응하는(Ryan & Connell, 1989) 등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론적 틀은 외국어 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외국어 학

습의 동기적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통제된 동기를 지닌 학습자를 능동적이고

적극적 태도의 자율성 동기를 지닌 학습자로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

고 이러한 과정은 내재화(internalization)와 관련된다. 내재화는 외재적으로 부여된

조절과 행동, 가치를 내재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Ryan, Connell, & Deci, 1985). 따라서 동기의 소재가 외부에서 시작되었다 하더

라도 동일시 조절 과정을 통해 학습의 가치와 중요성이 내면으로 수용되며 자신의

가치로 동일시 될 수 있다. 즉, 과제 자체에 흥미가 없거나 즐겁지 않게 보였던 공

부도 동일시 조절 과정을 통해 높은 자기결정성을 지닌 동기로 변화된다.

동일시 조절의 성공적인 내재화 과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필요하

다. 첫 번째는 흥미롭지 않은 활동이 왜 유용하고 가치 있으며 개인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습

자가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만족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자율성 지지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Vansteenkiste,

Aelterman, De Muynck, Haerens, Patall, & Reeve, 2018). 이를 구체화하면 내재

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전략은 학생들에게 특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왜 중

요하고, 학습자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 지, 설명적 근거(rationale)를 제공하

는 방법이다(Ryan & Deci, 2000a). 설명적 근거 제공은 학습자로 하여금 재미없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한 내재화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Reeve, Jang, Hardre & Omura, 2002; Jang,

2008).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일은 흥미롭거나 재미있는 일이니 열심히 배

우라는 말만으로는 설명적 근거 제공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설명적 근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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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정보적이고 순화된 언어로 외국어 학습이 학생들의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어떻게 유용한지를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제공할 때 활

성화된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마침내 동일시 조절과 내재

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Noels, Pelletier, Clément, & Vallerand, 2000). 대

부분의 학생들은 학습 활동이 개인적 중요성과 관련성을 지닌다고 인식하게 될 때

더 노력하고 성취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다(Wigfield & Eccles, 2000).

2. 외국어 학습자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촉진하는 교육 환경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전

략은 바로 자율성 동기(내재 동기와 동일시 조절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Crookes & Schmidt, 1991; Deci & Ryan, 1985). 인간은 심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자연스럽게 자율성 동기를 경험하게 된다. 즉,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가 만족되면 최적의 발달, 통합, 안녕감을 이루며, 좌절되면 이러한 기능이 낮

아지게 된다(Ryan & Deci, 2017). 따라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자(instructor)는

학생들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 환경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학생의 기

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적 조건으로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가 있

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 또한 충족시킨다는 점

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 장에서는 자율성 지지를 중심으로 유능성을 촉진하는 구

조(structure)제공과 피드백(feedback), 관계성을 촉진하는 관여(involvement)에 대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

표 2.는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적 수업 행동과 통제적 수업 행동을 정리한 것이

다(Reeve, 2009; Reeve, Jang, Carrell, Jeon, & Barch, 2004). 두 가지 대조되는 수

업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외국어 교수자에게 자신의 수업 방식을

성찰하게 하고 학생을 어떤 식으로 동기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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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 수업 행동 자율성 지지적 수업 행동
·외부 환경적 동기 자원에 의존하기

·설명적 근거를 무시하기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언어 사용하기

·인내심을 갖기보다 정답을 유도하기 위해

몰아붙이기

·학생의 불평과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기 위

해 권한을 행사하기

·내적 동기 자원을 육성하기

·설명적 근거를 제공하기

· 비통제적이고 정보적인 언어 사용하기

·학생이 학습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

심을 갖고 기다리기

·학생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인정하고 수용

하기

표 2. 외국어 교육에서의 통제적, 자율성 지지적 수업 행동

Reeve(2016)는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적 행동의 기본 틀을 도입, 전개, 정리 단계

로 구분하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들을 표 3.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수업

을 계획할 때 학생들이 어떤 수업 방식을 좋아하는지 미리 파악한다. 학생의 관점

을 수용하여 학습자가 흥미로워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의 자율성, 수업

참여, 학습은 증진된다(Jang, Reeve, & Halusic, 2016).

수업단계 자율성지지 주요유형 교수-학습 활동(교사)

도입
내적 동기자원 촉진

설명적 근거 제공

·학생의 흥미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예: 동영상 자료

를 활용하여 학습할 회화 내용을 보여 주고 상황 예측해 보기).

·적절한 수준의 도전 과제를 제시 한다.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활동들이 왜 중요한지 학습의 유

용성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전개

비통제적 언어 사용

인내심

부정적 정서 수용

·본격적으로 학습을 이끌며 통제적인 언어를 피하고, 학생 스스

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이 어려움, 지루함을 보이면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다른

좋은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

정리
설명적 근거 제공

학생의 관점 수용

·학습한 내용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연습(복습)을 유도한다.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표 3. 수업에서 자율성지지 방법의 기본 틀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내적 동기 자원(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호기심,

흥미, 내적 목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어 회화 수업이라면

학습 내용을 가르치기 전, 학습자들의 흥미를 촉진하는 장치로 그날 배울 회화 내

용과 관련한 동영상을 미리 보여 주고 상황을 예측해보게 한다거나, 도전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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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주제를 선택하여 자유롭

게 토론하게 하면서 목표 언어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내적 동기 자원 중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된다(Davis & Bolwles, 2018). 학습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흥미롭

지 않은 학습 활동일수록 학습의 가치와 유용성을 설명해 주면, 학습자들은 좀 더

노력을 투입하고 학습에 상대적으로 보다 성실하게 참여하게 된다(Ryan & Deci,

2000a). 설명적 근거(rationale)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교수자 스스로 활동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학습자의 관점에서 미리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설명적 근거 제시는 비통제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학습

의 가치를 설명한 후, 필요한 학습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Jang, 2008).

수업이 본격화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학습자의 동기가 저하되고 학습자들은 지

루해하거나 수동적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이때 교수자는 일단 학생의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 학습에서

단어나 회화 연습 등 반복적인 학습 활동에 지루함을 보이는 학생에게 “그래. 같

은 방식으로 회화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좀 지루했구나.” 라며 학습자가 충분

히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음을 수용하고,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다르게 해볼

까? 혹시 좋은 생각이 있니?” 라며 학습자와 함께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

다. 또한 외국어 말하기나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 틀린 부분을 지적하며 학습자를 위축시키는 통제적인 언어(예: 강압적이고 비

판적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외국어 학습에서 너무나 자연

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다(Hendrick, 1978).

자율성 지지적인 수업 방식은 교사 대상의 다양한 중재(intervention)프로그램에

서 학습자의 자율성 동기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르는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성공적

으로 예측한다(Cheon & Reeve, 2015; Cheon, Reeve, & Ntoumanis, 2018; Cheon,

Reeve, & Song, 2019). 선행 연구 결과들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외국어 학습 맥락

에 적용한다면 외국어 학습자의 자율성 동기, 학습 참여, 발달, 몰입, 수행, 안녕감

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는 자율성 지지적 수업 방식을 외국어(중국어)

교수-학습 지도안에 적용시킨 것이다. 본 모형은 실제 수업에서 자율성 지지가 구

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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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수-학습 활동(예시)
자율성 지지적 수업 방식

주요유형 언어표현

도입

Ÿ 전시 학습 내용 확인(질문)
Ÿ 학습 내용 동영상으로 보여주
고 예측해 보게 하기

Ÿ 학습목표 / 도전과제 제시
주제: 第五课。今天星期几?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내적동기자원 촉진

(수업목표 관련)
설명적 근거 제공

학생의 관점 수용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영상
을 한편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숫자, 날짜, 요일 등의
표현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중요할까요?”

“지난번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
영해서 오늘 수업은 ○○ 활동을 중
심으로 진행됩니다.”

⇓

전개

Ÿ 본문연습(단어, 주요문장 따
라 읽고 해석) / 오류 교정

Ÿ 표현, 어휘, 문법 설명
天, 月, 号, 日/两과 二/想, 把

Ÿ 응용연습 1)내 친구 인터뷰
(생일, 전화번호, 좋아하는 숫자
등 묻고답하기/활동지작성/발표)
你的生日是几月几号?
你的电话号码是多少?

Ÿ 응용연습 2) 일정, 약속잡기
明天你做什么?
我想去公园玩儿。
我们一起去把。

Ÿ 문화: 중국의 명절, 손가락 숫
자 세는 법(동영상, 게임)

정보적/비통제적
언어사용

(수업활동 관련)
설명적 근거 제공

부정적 정서수용

인내심 보여주기

“(학생을 지목하여) 본문을 한번 읽
어볼까요?” (발음상의 오류 발견 시)
그럼 이번에는 다른 친구의 발음, 원
어민 녹음을 들어볼게요. 어떤 차이
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잘한 학생을 칭찬할 때) 지난번 보
다 ○○부분이 훨씬 좋아졌네요.”

“내 친구 인터뷰 활동은 회화, 작문
연습과 함께, 친구와 정보를 교환하
면서 더 친밀해 질 수 있는 활동입니
다. 중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에도 이
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지요?”

“(문법 설명에 지루함을 보이는 학생
들을 확인) 그래요,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 설명이 좀 지루했나보네
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한
번 해볼까요? 좋은 생각 있나요?”

⇓

정리

Ÿ 학습정리/평가(퀴즈)
Ÿ 1 분 페이퍼 작성하게 하기
(무기명)

Ÿ 과제제시: 작문, 회화연습, 연
습문제 만들기 등(선택)

Ÿ 다음차시 예고

(정리활동 관련)
설명적 근거 제공

학생의 관점 수용
(다음 수업준비)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 번 연습하
고, 잘 익혀두면 중국인 친구와 약속
이나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데 유용
하게 쓰일 수 있겠지요?”

“나눠 드린 카드에 오늘 수업에서 배
운 것(핵심), 이해하지 못한 것, 수업
활동은 흥미로웠는지, 다음 수업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세요”

“과제는 오늘 배운 주제와 관련하여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범위 또는 자유
과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자율성 지지적 교수 방법 적용한 중국어 교수-학습 지도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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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능성을 촉진하는 구조(structure)와 피드백(feedback)제공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회화, 독해, 작문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실

력을 갖기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는 자기결정성이론에서 말

하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 욕구에 해당한다. 유능성 욕구가 활성화 되

면, 외국어 학습자는 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도전을 추

구하고, 또 그것을 숙달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낸다(Deci & Ryan, 1985). 학습자

의 유능성은 건설적이고 정보적인 피드백과 실패 후 격려, 분명한 목표와 잘 구조

화된 안내를 통해서 촉진된다(Ryan & Deci, 2000a; Vansteenkiste, Sierens,

Soenens, Luyckx, & Lens, 2009). 외국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의 유능성 욕구를

활성화시키고,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며,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

로 성취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학습자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Deci &

Ryan, 2000; Skinner & Belmont, 1993). 유능성 촉진에는 잘 구조화된

(well-structured) 수업의 제공이 특히 중요하다. 교사가 (1)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

표와 지침을 지니고 (2)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 안내와 멘토링으로 (3) 건설적이

고 정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학습자의 유능성 욕구는 보다 쉽게 만족되기 때

문이다(Jang, Reeve & Deci, 2010; Skinner & Belmont, 1993). Sierens, Vansteenkiste,

Goossens, Soenens와 Dochy(2009)의 연구는 교사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학습 구

조 내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했을 때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짐을

확인해준다.

외국어 교육에서 교수자의 피드백과 학습자 발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Lochtman, 2002). 수업에서 피드백과

관련하여 학습자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적(grading)과 평가(evaluation)

가 있다(Ryan & Deci, 2017). 자기결정성이론의 미니이론인 인지평가이론은 성적

평가 피드백을 주는 교수자의 태도가 자율성 동기의 원형인 학습자의 내재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적 명확한 관점으로 구분한다. 학습자의 수행 정도

를 알려주는 정보적 차원의 긍정적 피드백은 학습자의 유능성 및 내재 동기를 증

가시키고, 학습자의 태도나 행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피드백은 학습자의 자

율성 및 내재 동기를 감소시킨다. 또한 건설적인 성과 피드백은 유능성 욕구를 활

성화시키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과 피드백은 내재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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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1991; Kage & Namiki, 1990). 예를

들어 학생이 영어 시험에서 낮은 성취를 보였을 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시험 볼 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게 해준다. 그리고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는 점수 자체보다는 향상과 진전에 초점을 두고 피드백

을 준다면 정보적 기능이 더해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국어 교수자가 학습자

에게 성적이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때, 통제적 측면을 지양하고 정보적

인 측면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어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의 자신감과 유능성 촉진을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

의 오류에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외국어 발음이나 문장

구성 등 오류를 범하는 것은 언어 학습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간 외

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교사의 교정(corrective) 피드백이 과연 학습

을 지속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방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

다(Guènette, 2007). Davis와 Bowles(2018)는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외국어

를 배우는 학생의 유능성을 촉진시키려면 교사는 문법과 형식에 치우치는 과제 및

평가적 피드백을 피하고, 건설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보 제공적인 피드백과 학생

스스로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Kirk(2011)의 실행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교사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해주는 것보다 오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보고한다. Lochtman(2002)

의 연구는 교사의 시기적절한 도움(scaffolding) 제공을 통해 학습자가 알아차림

(noticing)의 효과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유능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Noels(2001)의 연구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수

를 지적하고 성취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노력에 대한 정보적인 칭찬과 격려를

제공할수록 학생들은 스페인어 학습에서 유능성을 느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

라 학습자의 유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학습자들은 지루한 외국어 학습조차도 즐겁

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수에 관대하기보다는 성취

결과에 집중하는 외국어 교육 장면에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자기결정성이론의 외국어 교육 적용 방안에 대한 탐색과 고찰 245

3) 관계성 촉진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생 간 관계성의 수준은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다르

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Furrer & Skinner, 2003; Moller, Deci &

Elliot, 2010). 관계성 욕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Ryan &

Deci , 2017).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와의 관계가 단순히 안면이 있는 사람 사이인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가 아니라, 교수자-학습자 또는 학습자-학습자 간

에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고 안녕을 지지하는, 즉 신뢰에 기반을 둔 공유관계

(communal relationship)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들의 관계성 욕구가 충족된다

(Mills & Clark, 1982). 외국어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특히 언어 불안

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수정, 2007; Young, 1990). Muñoz와 Ramirez(2015)의 외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학습자의 자율성과 유능성 촉진에는 교사와 학생 간 의미 있는 관

계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학습 상황 조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

다. 수업에서 관계성 욕구 만족을 느끼는 학습자들은 난이도가 높은 학습 과제에

대해서 동일시와 통합된 조절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교사와의 관계에서 관계성

욕구 수준이 낮게 측정된 학습자들은 외부의 우연성과 외적 통제가 있을 때에만

교사에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Niemiec & Ryan, 2009).

관계성을 촉진시키는 교수자의 행동은 관여(involvement)라는 개념으로 연결된

다. 관여는 개인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며 소외당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거부가 아닌 존재 자체가 인정된다는 느낌과 관련된다

(Baumeister & Leary, 1995; Ryan & Deci, 2000a). 이를 외국어 학습 장면에 적용

해보면, 교수자는 학습자를 향한 진정한 관여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불안감을 낮

춰주고 학생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더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

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관계성 욕구 만족과 자율성 동기를 높여줄 수 있

다(Furrer & Skinner 2003). 실제로 Cheng과 Dörnyei(2007)의 연구에서 영어 교사

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외국어 동기 전략은 ‘학생들에게 당신이 관심이 있다는 것

을 보여줘라’, ‘학생과의 좋은 공감대를 형성해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전략

모두 관계성 촉진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Davis와 Bowles(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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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 정확성에 치우친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에게 불안과 실패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외국어 교수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대신 외국어 학습은

자유롭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학습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화

적 다양성을 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관계성 지지가 외국어 학습 동기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지 주목하게 한다.

Ⅳ. 결론 및 제언

자율적이고 즐겁고 의미 있는 수업 환경의 조성은 거의 모든 교수자들에게 어

렵고 도전적인 일이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이와 같은 수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기결정성이론을 외국어 교육과 접목시켜 개관하고 실천적 적용 방안을

논의한 국내·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Boo 외 2인, 2015).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에 주목하여, 자기결정성이론의 동기 원리가 어떻게 외

국어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론적 개관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탐색하고

외국어 수업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방법과 구체적 예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동기 이론들 중 본 연구가 자기결정성이론에 특히 주목한 이유는, 자기

결정성이론의 원리가 국내에서 쉽게 관찰되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자격증 또는 시

험 성적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어 학습 동기의 한계에 새로운 관점 및 유의미한 통

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성

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평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

만 필요한 점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외국어 학습 동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

다. 외국어 교육의 가치는 단지 외국어 점수라는 성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닐 것

이다. 외국어에 대한 학습자 개인의 흥미를 촉진시키고 성장과 발달을 이끌며 학

습자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때, 외국어 학습에서의 교육적 성과

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가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지속적으

로 노력하며 학습에 몰입하는 데 필요한 자기결정성 동기의 활성화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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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외국어 교육의 가치는 단순히

언어적 성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

성)를 만족시키는 환경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15 학생 웰빙(well-being)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고 학교 공부에 대

한 압박감과 시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7). 외국어 학습도

마찬가지로 시험과 평가에 의한 결과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심리적 욕

구나 안녕감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통제적인 환경에서 타율적으로 획득한 외국어 성취로는 학습 동기를 꾸준히 유지

하기 어렵고 뛰어난 성과를 이루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외적 요인에 의

해 시작한 외국어 학습은 그 이유가 사라지면 학습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외국어 학습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McEown, Noels, &

Chaffee, 2014). 즉, 내재 동기의 심리적 자원인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 만족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

국어 학습자의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만족과 자기결정성 동기의

활성화에 기반한 외국어 학습의 성취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심리적 안

녕감과 함께 더 큰 교육적 가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어 학습자의 내재 동기(자기결정성 동기의 원형)와, 외재 동기 중에서

도 높은 자율성 수준을 보이는 동일시 조절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자율성 지지적

교수 방법을 외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자율성 동기를 지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내적 동기 자원 육성,

설명적 근거 제공, 비통제적, 정보적 언어 사용, 인내심, 부정적 정서표현 수용 등

을 제시한다. 또한 정보적 피드백과 잘 구조화된 수업 환경은 학습자의 유능성 욕

구를 만족시킴을 강조한다. 교수자의 학습자에 대한 관여적 행동(따뜻함, 지원, 신

뢰, 배려 등)은 학습자의 관계성 욕구를 만족시키며 학업탄력성과 학습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줌을 설명한다.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하는 자율성 지지적 교수 방

법을 실제 외국어 교실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으려면 적정한 수준

의 교육 훈련이 큰 도움이 된다. 자기결정성이론의 교육적 적용 및 자율성 지지적

교수 방법 중재연구의 대가인 Reeve(2009)는, 자율성 지지적인 교수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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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적이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교수자 자신이 자율성 지지적이기 원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자율성 지지적 교수 방법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수의 선행 연구

들은 자율성 지지적 교수 방법을 훈련 받은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

을 때, 실제로 더욱 학습자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수업 행동을 보이고 또한 교수

활동에서도 스스로 높은 만족도를 경험함을 보고한다(Cheon 외 2인, 2019; Reeve

외 4인, 2004).

자기결정성이론은 자기결정성 동기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을 폭넓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동기 이론이다. 지금까지 자기결정성

이론은 조직, 경영, 보건, 의료, 학교, 스포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성공적으로 설명해왔다.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의 유용성에 주목하여

외국어 교육에 자기결정성이론이 어떻게 적용 가능한 지 살펴본 후, 학습자의 자

율성 동기가 실제 외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본 논문

이 기존의 외국어 학습 관련 동기 이론을 다룬 문헌들을 확장하며 외국어 학습 동

기 문헌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

의 자율성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외국어 교수자들에게 실제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도움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결정성이론의 외국어 교육 적용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고 고찰하는 개념적 연구이기에 실증적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

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향후 제안된 부분이 국내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 상황을 중심으

로, 외국어 교수자가 자율성 지지적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한계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에서 외국어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니이론(인지평가이론,

유기체통합이론, 기본심리욕구이론, 관계동기이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인과지향

성이론과 목표내용이론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향후 후속 연구

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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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김수진·장형심, (2019). 자기결정성이론의 외국어 교육 적용 방안에 대한 탐색과 고찰. 외
국어교육연구, 33(2), 229-256.

학생들의 학습 및 학습동기를 촉진시키는 자율적이고 즐겁고 의미 있는

교실 환경의 조성은, 거의 모든 교수자들에게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다.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이와 같은 수업 환경 조성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주목하여, 자기결정성이론의 원리가 어떻게 외국어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결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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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핵심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서의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자율적 외재 동기(autonomous extrinsic motivation) 및 내

재화(internalization)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학습자의 자

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를 촉진하는 외국어 수업 환경 조성에 방향성

을 구체화한 실천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이론의 핵심 원리와 방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보다 자율적

이고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동기의 활성화 및 외국어 수업 환경의 조성

에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 words: Self-Determination Theory, Foreign Language Education, Autonomy

support, Basic psychological need / 자기결정성이론, 외국어 교육, 자율성지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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