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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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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4주간의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도에 위치한 2개 대학 체육계열 학과를 편의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하여 각각 실험집단(37명)과 통제집단(29명)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
시하였다. 학습동기 척도는 외적동기, 내적동기로 분류하였고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대음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동기를 분석한 결과 외적동기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집단내 비교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집단내 비교에서 실험집단의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t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of learning motivation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a motivational program for university freshman studying physical education. A total
of 66 university freshman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and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efore and after motivational program.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descriptive analysis, paired t-test, ANOVA, and ANCOVA. The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ternal motivation variable of learning motiva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confidence variable of self-efficacy. positive attitude influenced on leisur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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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학교소개 및 학과소개 등으로 학

1. 서 론

생들이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신입생들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은 지원한 전공분야에 대하여 비전을 가지고 학과를 선

대학생활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택하여 지원하지만 전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

전공분야에 대하여 학습하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사회성

는 많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 입학식 이후에 학교에서 배

을 함양시키는 장소다.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정해 놓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 및 전공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므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곧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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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응에 들어가게 된다. 지원한 학과에 대하여 소신을

공하고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학습할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도 있지만 학과에 대하여 잘 모르

수 있는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

는 상태에서 수능성적에 맞추거나 인기학과에 지원하여

차원에서 전체 신입생들을 위해 동기유발학기를 운영하

학과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다. 특히 체육계열에 지원한

고 대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학과별로 내용을 구성

학생들 중 운동선수 출신들은 초·중·고 시절에 수업결손

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계열 신입생

이 많아 학교생활에서 학업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학

들을 대상으로 동기유발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생들이 많고 또래집단의 형성이 자연스럽게 운동선수들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입생에 동기

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

를 부여하고자 한다.

생들을 위한 학습동기의 강화는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들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자신이 선택한 분야와 진로에 대

위한 동기유발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동기를 높여주고

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공에

신입생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통해 자신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

의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한 동기유발이

록 도와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필요하다.
학습이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능동

1.2 연구 문제 및 가설

적인 과정이며[1], 동기(motivation)란 어떤 목표를 향하

이 연구에서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동기

여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고 유지하는 힘의 총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합으로써 움직인다는 의미의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되

가설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었으며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이라 할 수

가설 1.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학습동기에

있다[2]. Deci[3]는 행동유발 근원에 대해 행동 그 자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서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만족을 내적동기(intrinsic

가설 2.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motivation),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보상을 외적동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extrinsic motivation)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학습동
기란 학습을 위한 의식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힘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 연구방법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Bloom[4]은 학생들이 학습
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는 커다란

2.1 연구대상

개인차가 있으며, 그 수준에 따라 학습 결과에 상당히 영

본 연구는 대학 체육계열에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

의 학습동기를 높여 주고 학생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방

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충청권의 대학 2곳을 임으로

향을 잡아주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 동기

선정하여

유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편의표본

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에 의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동기유발 프로그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

램의 운영상 1개 대학의 1개 학과는 실험집단으로 분류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자 개

하여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4주간 참여하였고 사전검사와

인의 신념을 의미한다[5].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학과

사후검사에 참여하였으며, 남은 1개 학과는 통제집단으

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이에 대

로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 없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만

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은 장애에 직면할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실험의 목적에 대하여 각 대학의

경우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가 등에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신입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영향을 미치므로[6]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난관에 부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체육계열학과의 특성

딪쳤을 경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상 전국체전 준비로 수업결손이 많은 학생과 불성실하게

현재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응답한 설문지 제외한 결과 90부 중 72부를 회수하였고

통해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66부를 최종적으로 자료처리에 사용하였다.

있지만 2~4일 정도에 불과하여 단순히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소개정도에 만족해야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되어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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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자기효능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n(%)
특성
집단
성별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남
여

합계

빈도(명)
37
29
50
16
66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Kim[8]이 개발한

비율(%)
56.1
43.9
75.8
24.2
100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
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3개 하위영역, 6점 Likert
Scale으로 제작되었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은 자
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5문
항)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
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

2.2 연구설계

2

=.123, GFI=.988, AGFI=.987, NFI=.988, RMR=.008로

본 연구는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동기유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신뢰도 측

발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정은 Cronbach's α로 측정되었으며, <Table 3>에서 보는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봐와 같이 신뢰도 계수가 .566에서 .883로 비교적 신뢰할

위해 동기유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 모든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비교를 위해
동기유발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self-efficacy

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은 4주간의 동기
유발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운영
하는 프로그램과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2

구분

x

df

GFI

AGFI

NFI

RMR

자기효능감

.123

1

.988

.987

.988

.008

되었다. 동기유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동기척
도와 자기효능감척도 측정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of learning motivation and

은 비동질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nonequivalent
구분

control group design with pretest-posttest) 실험설계에 의
해 모두 동기유발프로그램 운영 전에 사전검사를 운영

학습동기

후에 사후검사에 참여하였다<Fig. 1>.

자기효능감

O1

X

O3

O2

self-efficacy
요인

문항 수

신뢰도 계수

외적동기

3

.802

내적동기

4

.761

자신감

7

.566

자기조절효능감

12

.883

과제난이도

5

.770

O4

2.4 동기유발 프로그램

X: 실험처치,
O1:실험집단 사전측정, O2:실험집단 사후측정
O3:통제집단 사정측정, O4:통제집단 사후측정

본 연구에서는 대학차원에서 전체 신입생들을 위해 동
기유발학기를 운영하고 대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Fig. 1] Research Design

학과별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동기유발 프로그

2.3 측정도구 및 방법

램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강 1주일 전부터 시작하여 4

2.3.1 학습동기

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1일 6시간-7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입생들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Lee[7]의 연구에 사용된

은 학과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동기유발 프로그램에 먼저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습동기 설문지

4주간 참여한 후에 15주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수업을 들

는 총 7문항, 6점 Likert Scale으로 제작되었다. 학습동기

었다. 동기유발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자기주

척도는 외적학습동기(3문항), 내적학습동기(4문항)로 구

도적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성하였다. 영역별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신뢰
도 측정은 Cronbach' α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가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학교차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

.761에서 .802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램과 학과차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동기유발학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교양 3학점과

<Table 3>.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구성타당도 검사

전공 1학점이 부여되었다.

결과 외적동기유발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668~.931, 내적

학과차원에서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Zimmerman

동기유발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697~.794의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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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artinez-Pons[9]의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인 인지

(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내 비교를 위하여 대응

조절요인, 동기조절요인, 행동조절요인으로 3가지 요인

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가설 수락을 위

중 동기조절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동기조절

한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전략은 Zimmerman과 Martinez-Pons의 연구에서는 숙달
목표, 내재적동기, 자기효능감, 과제가치에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적동기,내적동기, 자신감, 자기조절효능

3. 결 과

감, 과제난이도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일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입교식과 수료식을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프로그램

통하여 학교소개, 전공소개,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등을

의 적용에 따른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

포함하여 내적동기 프로그램은 전공몰입교육, 미래비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특강, 앉아서하는 여행, 전문인특강, 사회봉사로 구성되
었고 자신감 프로그램은 도서관투어, 미래직장방문, 멘토

3.1 학습동기

를 찾아서, 리더십캠프, 동기유발경진대회, 평생패밀리활

학습동기의 사전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5,

동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조절효능감 프로그램은 성격검

외적동기는 사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사, 내인생의 로드맵으로 구성되었고 과제난이도 프로그

나 Table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

램으로 PBL-Project, 윈윈윈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동

이를 보였다(p<.01). 내적동기는 Table 5에 제시된 것과

기유발 프로그램에 대한 주별 내용은 Table 4에 제시되었

같이 사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공분산 분석을

으며 같은 주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표에 한 번만 제시

실시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표로

하였다.

제시하지 않았다.

[Table 4] Weekly motivational program
구
분
1
주
차
2
주
차
3
주
차
4
주
차

학교프로그램

[Table 5] Pretest ANOVA analysis of learning

학과프로그램

motivation for between groups
구분

입교식, 미래비전 전공몰입교육, PBL project, 평생 family
특강, 성격검사, 활동, 도서관투어, 전공몰입교육

외적동기
미래비전특강,

전공몰입교육, 앉아서하는 여행, 미래직
장방문, 전문인특강, 멘토를 찾아서

내적동기

미래비전특강 , 사회봉사, 앉아서하는 여행, 전공몰입교
육, PBL project,
리더십캠프

수료식

N

M

SD

실험집단

37

4.86

1.00

통계집단

29

4.47

.90

실험집단

37

5.18

.63

통계집단

29

4.53

.74

F - value
2.78
14.60 **

**

p<.01

윈윈윈(뉴스포츠체험), 평생 family 활
동, 동기유발경진대회, 전문인특강, 내
인생의 로드맵 작성,

[Table 6] Posttest ANOVA analysis of external
motivation for between groups
구분

2.5 자료처리 방법

외적동기

본 연구에서는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기

N

M

SD

실험집단

37

5.09

.89

통계집단

29

4.22

1.12

F - value
**

12.22

**

유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차

p<.01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하기 위해 SPSS 17.0 version
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다. 먼저 설문지 문항에 대

학습동기에 대한 실험집단의 집단내 분석결과 외적동

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기와 내적동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Table 7, 통제집단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일반사항

<Table 8>. 집단내 평균분석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외적동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기의 평균이 4.56±1.31에서 4.77±1.27로 조금 올랐으나 통

을 실시하였다.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 분석은 집단간 비

제집단의 경우 외적 동기의 경우 4.47±.90에서 4.22± 1.12로

교를

조금 감소하였다.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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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for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통제집단의 집단

learning motivation of experimental groups

내 분석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사전검사

사후검사

종속변인

N

M

SD

외적동기

37

4.56

1.31

내적동기

37

5.18

.63

M

SD

t value

37

4.77

1.27

-1.09

37

5.14

.84

.36

N

다<Table 12>.

[Table 11]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for
self-efficacy of experimental groups
사전검사
N

M

SD

N

M

SD

t value

자신감

37

4.16

.53

37

4.40

.65

-2.43

자기조절효능감 37

3.79

.71

37

3.73

.63

.63

3.72

.81

37

3.65

.69

.63

[Table 8]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for
learning motivation of control groups
사전검사
종속변인

N

M

사후검사

SD

N

M

SD

t value

사후검사

종속변인

과제난이도

37

*

*

외적동기

29

4.47

.90

29

4.22

1.12

1.33

내적동기

29

4.53

.74

29

4.35

.91

1.13

p<.05,

[Table 12]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for
learning motivation of control groups

3.2 자기효능감

사전검사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9> 사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의 사후검사에 대한 집
단간의 차이 분석에서도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

M

SD

t value

29

4.15 .62

29

4.26

.73

-.78

자기조절효능감

29

3.59 .76

29

3.60

.92

-.06

과제난이도

29

3.63 .76

29

3.70

.63

-.62

N

자신감

[Table 9] Pretest ANOVA analysis of self-efficacy for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N

M

SD

실험집단

37

4.16

.53

통계집단

29

4.15

.62

실험집단

37

3.79

.71

통계집단

29

3.59

.76

실험집단

37

3.72

.81

통계집단

29

3.63

.76

M

4. 논 의

between groups
구분

사후검사

SD

종속변인

F - value

4.1 학습동기
.01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4주간의 동기유발
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학습동기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

1.11

한 결과 외적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동기에
대한 집단내 분석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한

.25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학습동기는 학습과제에 대한 동기로 개인이 그 학습과
제 속에 가지고 들어오는 지속력, 즉 과제를 달성하기 위

[Table 10] Posttest ANOVA analysis of self-efficacy

하여 스스로 투입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였다[10]. 즉

for between groups
구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N

M

SD

실험집단

37

4.39

.65

통계집단

29

4.26

.73

실험집단

37

3.60

.92

통계집단

29

3.68

.76

실험집단

37

3.65

.69

통계집단

29

3.70

.63

학습이 일어나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동기

F - value

가 반드시 필요하며 학습자들의 학습동기는 성공을 결정하
.63

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유발 프
로그램이 학습동기 중 외적동기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

.47

이를 나타내었다. 신입생들을 위한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미

.11

장방문 등과 같은 외적인 동기유발을 위한 내용들을 많이 포

래직장방문, 멘토를 찾아서와 같은 미래 직장방문, 미래직
함하고 있어 내적동기유발 보다는 재미와 흥미를 더해주는
외적동기 향상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고 관심이 높았다고 생

Table 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

각된다. 구자언[11]의 연구에서도 직접체험활동의 자율적

집단의 집단내 분석결과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결정정도가 높을수록 체육수업에 대한 내적동기가 높아진

으나(p<.05),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에서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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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보고하여 신입생들이 직접 체험한 활동들이 내적

내 분석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동기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외적동

다. 비록 자신감 영역에서 집단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기와 내적동기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적동기는

보였지만, 집단간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해

어떤 동기가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

자신감에서도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말하며[3], 본 연구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자신감척도는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 또는 믿음

살펴보면 동기유발 프로그램은 신입생 모두가 참여해야하

이라 할 수 있다. 자신감에 대한 평균을 볼 때 4주간의 동기

는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에게

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은 자신의 학과 및 진로에 대

교양3학점과 전공1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학점이 외적동

한 자신감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기의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보이지 못해 반복측정에 의한 효과가 개입이 되었다고 판단
된다.

학습동기 중 내적동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집단간 비교와
집단내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적동기는 자기

동기유발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은 어떤 목표에 대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즐거움으로, 외적 강

한 도전의 수준을 결정한다. So와 Kim[17]의 연구에서

압 없이 스스로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라 하였으며[12], 내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소집단활동에서 어려운 과제

동기와 대학운동선수들을 분석한 연구[13]에서는 운동선

에만 흥미가 높았고 낮은 사람은 쉬운 과제에서 흥미가

수들은 기술습득, 과제에 대한 흥미와 재미, 도전 등의 내적

높았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고 경쟁 과제선택에

요인에 의해 스포츠에 참여하고 내적동기가 스포츠참가에

대한 흥미가 높은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저 경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

쟁 과제선택에 대한 흥미가 높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소

수들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지만 내적동기에서 유의한 차이

집단활동에 대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내

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동기유발 프로그램이 대학의 체

용 중 PBL-project, 동기유발경진대회, 평생 family 활동

육계열에 입학한 신입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

등은 팀 소집단 활동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과제에 도전

그램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활동이라고는 볼 수

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회성과

없기에 내적동기의 향상에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성 수준이 높은 집단

내적동기 향상에 대하여 연구한 박종태[14]의 연구에서는

보다 사회성 수준이 낮은 집단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량이

성취목표성향에 따라 내적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더 높게 나타났다[17]. 온라인게임을 통한 사회성과 자기

본 연구에서는 4주간의 동기유발프로그램이 내적동기를 향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Hyun[18]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성취목표를 향상시키

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습자들은 사회성 수준이 높은 집

는데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순미[15]의 연구

단의 학습자들보다 학습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의 향상

에서 보면 몇 주나 단기의 실험적 중재 프로그램으로는

을 경험하고 학업성취도 역시 향상되었다. 4주간의 동기

자기조절학습에 중요한 인지 및 메타인지 전략, 동기유발

유발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전략, 행동조절 전략을 가르치기 어려울 것으로 얘기하였

과제난이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는 프

고, Pressley와 Woloshyn[16]도 인지전략 교수는 복잡하

로그램의 구성이 외적동기와 향상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교수과제며 몇 주나 몇 달 내에

주어진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효과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요구되는 자기조절효능감을 향상시키기에는 프로그램의

보듯이 자기주도적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내적동기의 향

적용기간이 짧았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하여 차후에는

상에는 기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프로그램을 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한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되는 점으로 보아 본 연구
는 학생들의 외적동기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
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4.2 자기효능감

본 연구는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4주간의

대학 체육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기유발 프로그램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적용에 따른 학습동기와 자기효능

의 적용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

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첫째,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동기를 분

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집단의 집단내 분석결

석한 결과 외적동기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의 집단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대한 집단내 비교에서는 실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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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q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단과 통제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esearch Journal, Vol.23, pp.614-628., 1986.

둘째, 동기유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DOI: http://dx.doi.org/10.2307/1163093

분석한 결과 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10] Carroll, J. B., "A model of school learning", Teachers

나 실험집단의 집단내 비교에서는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

College Record, Vo.64, pp.723-733, 1963.

가 있었다.

[11] Gu, J. E., "Activity participation motivation as a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function of the degree of students' self-determination in

첫째, 신입생을 위한 동기유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

physical education cla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구가 미흡한 실정인데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능력과 동기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0.

유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체

[12] Deci, E. L., & Ryan, R. M., "Intrinsic motivation and

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self determinatio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둘째, 본 연구에서 4주간의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운영

Publishing Co., 1985.

하고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

[13] Vallerand, R. J., Deci, E. L., & Ryan, R. M., "Intrinsic

나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들과 프로그램별 적용시간

motivation in sport", Exercise and Sport Sciences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은 하지 못하였

Review, Vol.15, pp.369-425, 1967.
[14] Park, J. T., "Gymnastics class state anxiety and goal

다. 따라서 프로그램운영의 적정기간과 세부적인 프로그

orientation on intrinsic motivation of physical education

램의 효율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less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Vol.16,
No.2, pp.71-8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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