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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change in faculty-student and peer students interaction cluster type and
their differences i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with the panel data from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in 2011 and 2012. This was accomplished by the sequence of ward method
and K-means cluster analy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with a college student sample (N=2,677) suggested the
presence of three clusters for 2011 and two clusters for 2012. As time passed, student clusters
divided by main interaction parties such as faulty, peer students, or both turned into two groups:
high-level and low-level of interaction with both parties. Students reporting more interaction with
faculty and peer students in the following year presented a higher score on self-determination.
Also, students who experienced balanced interaction with faculty and other students in
freshman year indicated higher intrinsic regulation and lower non regulation than students who
concentrated on one-sided interaction with faculty or peer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n college freshmen had an interactional pattern by
particular members in campus. These biased interaction experiences of first year students hinder
positive development of self-determination. Thus, we need to watch how college students have
relationships with the important agents of campus with time and support them to have rich
experiences with faculty and peer students at institutional level.
Key words: student-faculty interaction, peer student interactio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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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7~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유형 및 변화를 살펴보고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의 차이에 대
해 분석하였다.
7차년도와 8차년도 대학생 설문을 모두 완료한 총 2,677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대학 내 구
성원간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군집분석을, 분류된 상호작용 집단에 따라 자기결
정성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7차년도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대학생 집단은 3개의 군집으로 분류
되어 대학 1학년 학생이 주요 구성원과 동일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8차년도
동일 학생들의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집단을 분류한 결과 2개 군집으로 나타났다. 이
전에 교수 또는 동료 학생에 치우친 상호작용이 사라지고 교수와 동료학생 모두와 전체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교
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높아진 학생들의 외적 조절 동기 2, 부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된 조절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넷째, 1학년 때 교수 및 동료학생 모두와 균
형 잡힌 상호작용을 경험한 학생들이 한 집단에 편중되어 상호작용을 한 학생들보다 내재적 동기가
높고 무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
호작용 변화와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관계를 토대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교수-학생 상호작용, 동료 학생 상호작용, 자기결정성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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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상호작용이란 개인과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적 활동 혹은 관계맺음이다. 대학에
서의 상호작용은 주로 교수와 학생, 동료학생 간의 만남이 전제가 되며, 이러한 만남은 개인 간
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개인 내의 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이성호,
2003). 지난 40여년 동안 많은 선행 연구들은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다양
한 인지적 정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왔다(Astin, 1993; Kuh & Hu,
2001; Kuh et al., 2006; Pascarella & Terenzini, 1991, 2005). 즉, 학생들은 교수 및 동료학생의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긴밀한 관계를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교수-학생 그리고 동료학생 간 상호작용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해왔지만 대
학생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먼저 교육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온
대학생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학생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의 기저가 되는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실증적 정보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그 자체를 장려
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Cotten & Wilson, 2006; Kuh & Hu, 2001). 최
근 교육의 질과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생의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평생 지도 교수제, 학습 공동체, 멘토링, 튜터링 등의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40개 대학 학생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현숙 등(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업 중 학습활동은 여전
히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며, 학습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
료 학생간의 상호작용도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나 수업내용이나
수업을 제외한 개인생활, 진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의 정책과 현실의 차이는 학생들의 실제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 특히 주요 구성원들과의 관
계에 대한 실증적 정보가 부족한데 있다. 학생들이 교수들과 자주 만나는지 또는 동료학생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 특성에 적합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프로그램 답습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수와 학
생,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수준이 어떠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교수나 동료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일까?
Astin(1993)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의 변화는 학업을 포함하는 대학의 여러 활동에 얼마나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은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특히 대학생은 중 고등학교 때보다 학업과 다양한 활동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적인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교수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관계이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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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외적인 요인보다 상호작용의 주체인 학생의 의
지 및 동기가 중요하다. 최근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동기나 성격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관련지어 탐색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Conti, 2000). 이 중 동기는 과거에 내재적 또는 외재적 동기로 양분되어 이해되어왔지만,
Deci와 Ryan(1987)가 자기결정성 이론을 통해 동기를 자율성 정도에 따라 연속선 상에 존재하
는 다양한 자기조절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자기결정성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속의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과 연결하려는 기본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김아영, 2010). 선행연구들은 자기결정성 동기가 학습 참
여와 학업 몰입에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 왔다(이은철, 2013; 이지혜, 2010; 조현철, 2011).
그러므로 대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계성 즉 능동적인 상호작용과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교수 및 동료학생들과 맺는 상호작용이 어떠한 형
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대학생 집단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에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교육에서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그 대학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대학에 진학하여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은 학
생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개념적으로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 간 상호작용은
Asitn(1993), Tinto(1993), Kuh(1995) 등에 의해 학생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소속 대학의 학문
적⋅사회적 구조에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정의되어 왔다.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교
수와의 긍정적이고 긴밀한 상호작용은 학업 및 진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Pascarella & Terenzini, 2005; Pearson & Bowman, 2000), 동료학생과의 관계맺
음은 단순한 사회적 관계를 넘어 갈등과 협동을 통해 지적 발달에 기여한다(Kohlberg, 1963;
Vygotsky, 1978; 김지현, 2011 재인용). 또한 여러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학업 성취, 학업 활동, 만족도, 개인 발달, 리더십 그리고 학업을 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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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Astin, 1993; Kuh & Hu, 2001; Kuh et al.,
2006; Pascarella & Terenzini, 1991, 2005). Astin(1993)은 수업과 수업외 활동에서 교수와 접촉
횟수가 많을수록 학생의 발달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Pascarella과 Terenzini(2005)는
교수와 학생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학생의 학업적 기술, 사회적 자신감, 자기개
념, 리더십, 만족도, 학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Thompson(2001)은
학생들이 교수와의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커질수록 수업과 학업적 노력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
한다고 하였다. Whitt 등(1999)은 23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기간 내 동
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표준화된 시험과 자기보고식 성취로 측정되는 인지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1학년의 경우에 동료학생은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결과와는 달리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안나, 이병식, 2003; 이병식, 최정윤, 2008). Choi와
Rhee(2014)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의 독특성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비교적 짧
은 시간 내에 성장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 발달보다는 학문적 수월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풍부한 대학 경험과 교수와의 관계맺음 등에 대해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몇몇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은경(2005)은 인디애나 대학에서
개발된 College Student Experience Questionnaire을 번역하여 수도권 내의 4개 종합대학 학생
967명의 대학생활경험을 측정한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주로 수업이나 과제 등과 같은 수
업 활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연구인 유현숙 등(2013) 결과 역시 지난 3년간 우
리나라 4년제 대학 학생들의 학습과정 문제점으로 낮은 수준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지적하였
다. 구체적으로 40개 대학의 학생 28,095명을 조사한 2013년 자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을 묻는 질문에 교수와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4.4~70.6%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수강 신청: 70.6%, 수업 또는 진로 이외의 일(식사, 술자리, 취미 등)의 교류: 48.8%, 시험
및 성적: 42.2%, 진로: 41.5%, 수업 내용 및 과제: 34.4%).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작용 경험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동료학생 간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역시 학생의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숙원(2003)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성인학습자 역
시 동료학습자로부터 사회적, 학문적 지원을 받을 때(대학 내 특정 동료집단에 소속되거나 학생
문화를 경험,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참여 등)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습 참여가 지속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김안나와 이병식(2003)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의실 밖 학생간의 교류나
과외활동이 활발할수록 전공지식과 리더십을 비롯한 핵심능력이 개발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혔
으며, 고장완 외(2011)에서도 대학생의 동료학생과의 교류는 학문적 기술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도덕 및 가치태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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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학업적, 정서적 기능에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정철
외(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동아리에 많이 참여할수록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수업 안팎에서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 간 상호작용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학생 성
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학생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
보보다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학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형성되는지 또는 어떠한 원인
이 학생의 상호작용 관계 형성과 관련이 있는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2. 자기결정성 동기
일반적으로 동기는 크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나누어 이해되어 왔다. 외부의 보상과
상관없이 주어진 과제를 하거나 활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되는 동기인 내재적 동기와 외부로부터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인 외재적 동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Deci와 Ryan(1985)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이분법적 해석에서 내재적 동기의 연속선상의 개념으로서 자기결정성 동기
(self-determination motivation)를 제안한 이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자율성과 통제성
사이의 연속선상에 있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기결정성 동기는 개인의 행동조
절 유형을 자율성의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며, 내재적 동기의 결정요인이다. 즉 자기결정적 행동
일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
고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행동 주체의 내부에 있으며, 기본적인 심
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김아영, 2010; 조윤
정, 양명희, 2007; 조한익, 2014). 이러한 기본 욕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환경이 내재적 동기를 유
지시키고 외재적 동기를 보다 자기결정적인 형태로 변화하도록 촉진한다(김아영, 2010).
자기결정성 동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동기의 연속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Ryan과 Deci(2002)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동기유형과 조절양식을 설명하고 있다. 무동기는
행동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내재적 동기 즉, 흥미와 만족감을 동인으로 하는
자기결정적 행동 혹은 자율성의 프로토타입 유형과는 가장 멀다. 무동기와 내재적 동기 사이에
는 외재적 동기는 몇 가지 유형의 조절양식으로 분류되는데 각각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1)로 설명된다.
1) 외재적 동기는 외적 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로 설명되었으나 최근 Ryan과 Deci(2000)가 세 가
지 외재적 동기에 통합된 조절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통합된 조절은 외재적
으로 동기화된 행동 중에서 가장 자율적인 동기지만, 고유의 흥미와 즐거움보다는 개인적인 가치와 목
표, 성과를 얻고자 할 때 동기화되므로 내재적 동기와 구별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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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유형
조절 양식

무동기
무조절

행동의 질

비자기결정적

외적 조절

외재적 동기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그림 1] 연속선상에서의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과 조절 양식
출처: Ryan, R. M., & Deci, E. L. (2002)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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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동기
내재적 조절
자기결정적

자기결정성 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속선 상에 있는 동기의 유형에 따라 학습
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이러한 자기결정성 동기는 학습이나 학교 참여를 강
화하거나 효과를 높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Noels 등(2001)은
자기결정적 동기가 제2외국어 학습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lack과
Deci(2000)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어려운 유기화학수업을 오래 지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근 자기결정성 이론은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행동적
성과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Ryan & Deci, 2002; Vallernad et al., 1997).
국내문헌에서도 대학생들이 수업에서 지각한 자기조절동기 수준과 학업정서 및 인지적 자기
조절 학습전략 사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 수준이 높을수록 인지적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현진, 김현진, 2011). 자기결정성 동기
는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변인 중 하나이며, 이 중에서 무동기와 외적조절동기는 학업 태도와
행동, 성취 등에 있어 저조한 수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명 변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조현철,
2011).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성 동기는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몰입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이지혜,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
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성취를 얻는 데에 더 긍정적이라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유형 및 변화 유형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러한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설문이 포함된 7차년도와 8차년도 한국교육종단조사(KELS) 자료를 활용하였다. 7차년도와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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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학생 설문에 2년 모두 참여하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생 패널 2,679명이 분석대상
이 되었으며, 이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상호작용 및 자기결정성 동기 변수들의 결측치를 완전
제거(listwise deletion)한 2,67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변수
가. 교수와의 상호작용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수업 관련 상호작용과 수업 외 상호작용으로 나뉜다. 각 상호작용은 6점
척도(1=전혀 안함, 2=한 학기에 1~2회, 3=한 달에 1~2회, 4=일주일에 1회, 5=일주일에 2~3회, 6=거
의 매일)를 활용하여 상호작용 활동 빈도를 학생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은 수업시간 외에 수업내용에 대한 대화 또는 질의응답과 성적에 대한 문의의 빈도를 묻
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수-학생 수업 외 상호작용은 수업시간 이외에 교수와의 가벼운 인사,
간단한 대화, 수업내용 이외의 주제에 대한 대화, 개인적인 일에 대한 상담(학업, 진로 등) 빈도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과 같이 7차년도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평균은 2.71점
이었으나 8차년도에는 평균은 2.89점으로 조금 상승하였다. 교수-학생 수업 외 상호작용은 7차년도
3.21점, 8차년도 3.44점으로 수업 관련 상호작용보다 높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상승하였다.

<표 1> 교수-학생 상호작용 기술통계량
변인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상호작용

7차년도
Min Max M
1
6 2.71
1
6 3.21

SD
1.07
1.15

8차년도
Min Max M
1
6 2.89
1
6 3.44

SD
1.05
1.14

나. 동료학생 상호작용
동료학생 상호작용은 학업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뉘며 각 상호작용은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은 수업 시간 외에 친구
및 선후배와 수업 관련 학습활동과 수업 이외 학습활동을 한 빈도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은 수업시간 이외에 학과(학교)행사 또는 모임 참석, 동아리 또는 봉사
활동, 야외활동 또는 운동, 오락 활동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와 같이 동료학생 학
업적 상호작용의 7차년도 평균은 3.6점, 8차년도 평균은 3.56점이었다.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
은 7차년도 3.03점, 8차년도 3.04점으로 학업적 상호작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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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료학생 상호작용 기술통계량
변인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

7차년도
Min Max M
1
6 3.6
1
6 3.03

SD
1.48
1.22

8차년도
Min Max M
1
6 3.56
1
6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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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1.45
1.23

다.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결정성 동기는 한국교육종단자료에서 Ryan과 Connell(1989)이 개발한 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와 Kim(2002)이 제작한 한국형 학업적 지지조절 설문지를 우리나라
대학생 설정에 맞도록 문항수와 문항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외적 조절 동기(6문항), 부
과된 조절 동기(4문항), 확인된 조절 동기(4문항), 내재된 조절 동기(4문항), 무동기(4문항)로 구성
되며 모두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의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적 조절 동기가 2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외적 조절 동기 1’은 화나 꾸중을
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외적 조절 동기 2’는 학점이나 인정을 추구하는 것에 초
점이 있어 차이를 보였다.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들의 평균은 <표 3>과 같으며 ‘확인된 조절동
기’가 2.93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외적 조절 동기 1’이 1.6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외적 조절 동기 1
외적 조절 동기 2
부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된 조절 동기
무동기

<표 3>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 기술통계량
Min
1
1
1
1
1
1

Max
3.5
4
4
4
4
4

M
1.69
2.84
2.4
2.93
2.56
1.96

SD
0.54
0.65
0.61
0.47
0.52
0.65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 내 구성원 간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7차년도와 8차년도
에 학생들의 대학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상호작용 대상과 내용에
따른 4가지 상호작용 유형 간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
작용에 따라 각 연도별로 몇 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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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하고 국내에서는 김민선 등(2009)이 사용한 2단계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이 큰 사
례들이 군집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함께 실
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분류된 7차년도와 8차년도의 학생 군집의 변화를 확인하여 상호작
용 변화 유형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상호작용 변화 유형 집단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
기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7차년도와 8차년도에서 측정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평균, 그리고 표
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 7차년도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상호작용 유형
1
2
3
4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관련
.766**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 .26** .246**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 .193** .156** .521** 외적조절동기1
.02 .036 -.034 -.057**
외적조절동기2
부과된 조절동기

5

6

10

11

M

SD

3.029 1.221
2.886 1.053
.14**

1.694 0.535
-

.08**

.013 .354** .655**

2.843 0.652
-

확인된 조절동기 .139** .086** .083** .044* -.108** .372** .308**

2.403 0.608
-

내재된 조절동기 .183** .128** .113** .078** -.046* .267** .29** .658**
무동기

9

3.596 1.476

.023

.036

8

3.207 1.147

.11** .076** .046*
.034

7

2.933 0.468
-

-.145** -.114** -.111** -.12** .285** -.184** -.071** -0379** -.346**

2.560 0.520
-

1.956 0.647

*P<.05 **P<.01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표 5> 8차년도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상호작용 유형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관련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
외적조절동기1

1

2

3

4

5

6

7

8

9

10

-

11

M

39

SD

2.886 1.053

.786** -

3.438 1.143

.334** .326** -

3.564 1.454

.287** .234** .533** -

3.038 1.225

.052** .042* -.068** -.067** -

1.694 0.535

.148** .141** .134** .067** .140** -

2.843 0.652

부과된 조절 동기

.094** .066** .083** .038* .354** .655** -

2.403 0.608

확인된 조절 동기

.199** .189** .163** .106** -.108** .372** .308** -

2.933 0.468

내재된 조절 동기

.260** .220** .167** .145** -.046* .267** .290** .658** -

2.560 0.520

외적조절동기2

무동기

-.205** -.210** -.201** -.190** .285** -.184** -.071** -.379** -.346** -

1.956 0.647

*P<.05 **P<.01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활용된 7차년도와 8차년도의 교수 및 동료학생 상
호작용(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
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과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 동
기(외적 조절 동기 1, 외적 조절 동기 2, 부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된 조절 동
기, 무동기)과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과 수업 외 상호작용이 높
은 정적 상관(7차년도 r=.77, 8차년도 r=.79)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조절 동기 2
와 부과된 조절동기(r=.66), 그리고 확인된 조절 동기와 내재된 조절 동기(r=.66)간의 상관도 비
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무동기는 학생들의 상호작용 유형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 내 구성원인 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보일수록 학생들의 성과가 높다는 선행연구들(Astin, 1993; Pascarella & Terenzini, 1991; 김민
성 외, 2012; 김은경, 2005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유형이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
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누어 4개의 영역의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분석을 대학에 입학한 시점인 7차년도와 1년 후인 8차년도 모두
실시하여 학생들의 상호작용 변화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먼저 7차년도 학생자료의 군집분석을 위해 먼저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
시하고 군집화 정표 계수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3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군집변
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

40

교육학연구 제52권 제3호

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학생들은 3개의 군집에 배정되었다. 군집 1은 890명
(33.25%), 군집 2는 820명(30.63%), 그리고 군집 3은 967명(36.12%)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학생자
료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A는 1,324명(49.46%), 군집 B는 1,353명
(50.54%)으로 나타나 7차년도보다 학생집단이 단순화되었다. 각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군
집변인들의 표준화 점수를 생성하고 이를 <표 6>, <표 7>과 같이 확인하였다. 군집점수는 표준
화되었기 때문에 각각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 된다. 이를 그래프로 확인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6> 7차년도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변인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관련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

<표 7> 8차년도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변인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관련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

군집 1(N=890)
교수 및
동료학생 균형
상호작용 집단
1.077
1.054
0.946
0.917

군집 2(N=820)
동료학생 중심
상호작용 집단
-0.900
-0.936
0.101
0.149

군집 A(N=1,324)
상호작용 하집단
-0.707
-0.707
-0.707
-0.707

군집 3(N=967)
교수 중심
상호작용 집단
-0.177
-0.118
-1.046
-1.066
군집 B(N=1,353)
상호작용 상집단
0.707
0.707
0.707
0.707

[그림2]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7차년도와 8차년도 군집 프로파일

대학생의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용 유형 변화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분석

41

[그림 2]에 실선으로 표현된 7차년도 군집1은 교수와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모두 높은 학생들

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을 교수 및 동료학생 균형 상호작용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동
료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좋으나 교수와의 수업관련 및 수업 외 상호작용은 매우 낮은 수준인 학생
집단으로 동료학생 중심 상호작용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군집 3은 상호작용이 평균보다 낮
으나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높은 학생들로 교수 중심 상호작용 집단으로
명명할 수 있다. 점선으로 표현된 8차년도 군집은 두 개로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높은 수
준인 상호작용 상집단과 평균이하로 모두 낮은 수준이 상호작용 하집단으로 구분되었다. 7차년도와 8
차년도 교수 및 동료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류된 집단의 특징은 <표 8>과 같이 요약된다.
<표 8> 교수 및 동료학생의 상호작용 변화 유형 특징
설문년도
7차
8차

군집
1
2
3
A
B

교수
(+)
(-)
(+)
(-)
(+)

학생
(+)
(+)
(-)
(-)
(+)

집단 명
교수 및 동료학생 균형 상호작용집단
동료학생 중심 상호작용집단
교수중심 상호작용집단
교수 및 동료학생 상호작용 하집단
교수 및 동료학생 상호작용 상집단

이와 같이 7차년도와 8차년도에 학생들의 상호작용 현상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개별 학생들
의 상호작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차년도에는 교수 또는
동료학생집단 중 한 대상에만 집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학생집단이 있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특정 집단과는 평균 수준의 상호작용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과는 평균 이하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차년도에는 교수 및 동료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거나 혹
은 적게 하는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7차년도와 8차년도 상호작용 군집에 따른 변화 유형
은 총 6가지이며, 변화 유형별 학생 비중은 <표 9>와 같다. 또한 변화 유형별 교수-학생 수업관
련 상호작용, 교수학생 수업 외 관련 상호작용,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
작용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은 <표 10>과 같다.

<표9> 7차년도와 8차년도 상호작용 군집에 따른 상호작용 변화 유형 및 학생 비중

상호작용
변화 유형
1
2
3
4
5
6
합계

7차년도 군집 → 8차년도 군집
교수 및 동료학생 균형 상호작용 집단 → 상호작용 하집단
동료학생 중심 상호작용 집단 → 상호작용 하집단
교수 중심 상호작용 집단 → 상호작용 하집단
교수 및 동료학생 균형 상호작용 집단 → 상호작용 상집단
동료학생 중심 상호작용 집단 → 상호작용 상집단
교수 중심 상호작용 집단 → 상호작용 상집단

빈도

278
436
654
612
384
313
2,677

비율(%)
10.38
16.29
24.43
22.86
14.34
11.69
100.0

42

교육학연구 제52권 제3호

<표 10> 상호작용 변화 유형별 교수 및 동료학생 상호작용 평균 및 표준편차

7차년도
8차년도
상호
작용
S
F
C
I
S
F
O
I
PSA
I
PSS
I
S
F
C
I
S
F
O
I
PSAI
PSSI
N
변화
유형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3.57 0.71 4.21 0.63 4.36 0.97 3.34 1.08 2.76 0.83 3.41 1.02 2.37 0.92 2.38 0.91 278
2

1.97 0.63 2.35 0.71 4.18 0.97 3.39 1 2.19 0.72 2.61 0.85 2.74 1.03 2.67 0.93 436

3

2.22 0.85 2.7 1.02 2.07 0.81 2.02 0.76 2.32 0.81 2.81 0.98 2.42 1.04 2.12 0.9

4

3.76 0.85 4.33 0.74 4.74 1.01 3.77 1.12 3.75 0.95 4.4 0.83 4.7 0.97 3.83 1.07 612

5

2.15 0.62 2.56 0.68 4.34 1 3.66 1.02 2.99 0.91 3.48 0.92 4.67 0.87 3.86 1

6

2.65 0.96 3.19 0.99 2.15 0.83 2.14 0.81 3.35 1 4.01 0.97 4.6 0.89 3.5 1.08 313

654
384

주: 교수-학생 수업 관련 상호작용(SFCI, Student-Faculty Inclass Interaction), 교수-학생 수업 외 상
호작용(SFOI, Student-Faculty Outclass Interaction), 동료학생 학업적 상호작용(PSAI, Peer Student
Academic Interaction), 동료학생 사회적 상호작용(PSSI, Peer Student Social Interaction)

<표 9>와 <표 10>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든 학생집단이 유형
1,2,3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작용이 늘어난 학생집단이 유형 4,5,6으로 확인된다. 유형 1은 7
차년도에는 교수 및 동료학생 균형 상호작용 집단으로 4가지 상호작용이 모두 3~4점 정도였으나 8
차년도에 오히려 상호작용 수준이 평균 이하인 2~3점 정도로 낮아진 집단으로 전체 학생의 약
10.38% 정도였다. 유형 2는 7차년도에 동료학생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다가 전반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든 학생들로 16.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차년도에 교수 중심의 상호작용을 한 학생들
중 8차년도에는 모든 상호작용이 더욱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 유형 3이 2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형 4로 7차년도에도 평균 3~4점대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8차년도에도 이러한 특성을 유지하는 학생들로 22.86% 정도였다. 7차년도에
는 동료학생 중심 상호작용에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늘어난 유형 5의 학생들 역시 14.34%였으며,
교수 중심의 상호작용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늘어난 학생들은 11.6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6개의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 별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1>과
같다. 외적 조절 동기 1은 상호작용 변화 유형 1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외적 조절 동기 2, 부
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된 조절 동기는 모두 상호작용 변화 유형 4집단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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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다. 반면에 무동기는 상호작용 변화 유형 3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상호작용 변화 유형별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수
외적조절
동기1
외적조절
동기2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된
조절동기
무동기

M

1

SD

M

2

SD

M

상호작용 변화 유형
3
4

SD

M

SD

M

5

SD

M

6

SD

1.75

0.55

1.67

0.52

1.72

0.53

1.67

0.53

1.65

0.52

1.74

0.57

2.82

0.69

2.78

0.58

2.74

0.67

2.95

0.64

2.87

0.65

2.95

0.65

2.41

0.6

2.38

0.59

2.33

0.59

2.47

0.6

2.41

0.64

2.46

0.63

2.89

0.48

2.86

0.45

2.84

0.51

3.04

0.43

2.98

0.42

3

0.45

2.56
1.99

0.53
0.62

2.47
2.04

0.5
0.61

2.43
2.15

0.52
0.68

2.71
1.78

0.51
0.62

2.58
1.86

0.49
0.59

2.65
1.85

0.49
0.65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Box의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
이 위배되었기 때문에(F =2.079, p<.000), 본 연구에서는 Wilks의 람다 대신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0.081로 유의하였다(F =7.326, p<.000, η2=.016). 따라서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들의 평균에 차이가 있다. 상호작용 변화 유형별로 단일
변량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5에서 모든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에서 상호작용 변
화 유형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외적 조절 동기 2의 경우 유형 2, 3이 유형 4, 6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부과된 조
절 동기 역시 유형 3이 유형 4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조절 동기는 유형
1, 2, 3이 유형 4보다, 유형 2와 유형 3이 유형 5보다, 그리고 유형 2와 3이 유형 6보다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공통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보인 집단이 부정적 변화를 보인 집단에 비해 확
인된 조절 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내재된 조절 동기는 유형 1, 2, 3이 유형 4 보다 유의하
게 낮았으며, 유형 2가 유형 6보다 낮고, 유형 3이 유형 5와 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확인된
조절 동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유형 1이 유형 3 보다 그리고 유형 4가 유형 5 보다
내재된 동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동기의 경우 유형 1, 2, 3이 유형
4보다 높았으며, 유형 2, 3이 유형 5, 6 보다 높았다. 또한 유형 3이 유형 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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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수
상호
작용
변화
유형

<표 12> 상호작용 유형별 자기결정성 동기 하위요인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수
외적조절
동기1
외적조절
동기2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된
조절동기
무동기

Pillai 의
트레
이스

F

2.487
9.127

.081
(p=.000)

3.983
17.319
24.543
26.749

df

5/2,671
5/2,671
5/2,671
5/2,671
5/2,671
5/2,671

p

η2

.03

.005

사후
검정
-

.000

.017

2<4, 2<6, 3<4, 3<6

.001

.007

.000

.031

.000

.044

.000

.048

3<4
1<4, 2<4, 2<5, 2<6,
3<4, 3<5, 3<6
1>3, 1<4, 2<4, 2<6,
3<4, 3<5, 3<6, 4>5
1<3, 1>4, 2>4, 2>5,
2>6, 3>4, 3>5, 3>6

요약하면 8차년도에 높은 상호작용을 보인 유형 4, 5, 6이 8차년도에 낮은 상호작용을 보인 유형
1, 2, 3보다 외적 조절 동기 1, 부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된 조절 동기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대로 무동기는 유형 1, 2, 3이 유형 4, 5, 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차년도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낮은 유형 1과 유형 3은 독특한 결과를 보였다. 내재적 조절
동기는 유형 1이 유형 3 보다 높은 반면 무동기는 유형 1이 유형 3 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차년도 상호작용이 전반적으로 높은 유형 4와 유형 5에서도 내재된 조절 동기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형 4가 유형 5보다 내재된 조절 동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학생집단의 유형을 분류하고 1년
후 분류된 집단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라 자기결정성 동
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대학생들의 상호작용은 내용보다는 대상에 따라 다르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수와 동료학생에 상관없이 상호작용을 많이 혹은 적게 하느냐로 단순화된다. 먼저 7차년도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학생 집단은 3개의 독특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모든 대학 신입생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과 동일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작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학업적인지 사회적 내용인지와 관계없이 대학 신입생 중 일부
는 교수 및 동료학생 모두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상호작용 수준이 평균과 비슷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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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낮은 학생들은(약 66.8%) 교수 또는 동료학생 집단 중 하나의 집단에 편중되어 상호작용하
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평균 이상 상호작용하는 학생일수록 교수 및 동료학생 모두와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학생들의 8차년도 학생집단은 7차
년도와는 달리 2개의 군집(교수와 학생 두 집단 모두와 전체적으로 높거나 낮은 상호작용)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의 내용(수업 관련 또는 학
업적, 수업 외 관련 또는 사회적)이나 대상(교수 또는 동료학생)에 관계없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거나 반대로 적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작용이 늘어
난 집단이 약 48.9%, 줄어든 집단이 51.1%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24.4%) 교수
중심 상호작용을 하다가 8차년도에 교수와 동료학생 모두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든 집단에 포함되
었다. 반면에 교수 중심 상호작용을 하다가 8차년도에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이 늘어난 변화 유형
은 약 11.7%로 비교적 적었다. 이렇게 교수 중심 상호작용을 하던 학생들이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현상은 교수와 사회 정서적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 즉, 독립성을 침해받
거나 부담감, 의존감, 관계의 불공평함 등이 원인일 수 있다(La Gaipa, 1990; 고윤주 외, 2002 재
인용). 대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다룬 Cotten과 Wilson(2006)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교수의 무관심한 태도, 바빠 보이거나 권위적인 태도가 이후 교수와의 만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감정이 대학 구성원
과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질을 줄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추론할 수 있다.
셋째, 상호작용 변화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성 동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8차년도에 상호작
용이 높아진 유형 4,5,6이 8차년도에 상호작용이 모두 낮아지는 유형 1,2,3보다 외적 조절 동기
2, 부과된 조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된 조절 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
대로 무동기는 유형 1,2,3이 유형 4,5,6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차년도부터 8차
년도까지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이 모두 높은 유형 4는 외적 조절 동기 2, 부과된 조
절 동기, 확인된 조절 동기, 내재된 조절 동기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 내 외적으로 상당히 동
기화되어 있는 학생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상호작용 변화는 자기결정성
동기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수 및 동료학생 모두와 상호작용을 잘 유지하는 것은 학생 개인
의 높은 자기결정성 동기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소속 학생들의 학내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교수 및 동료학생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소극적
인 방법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대학교육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재된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교수 및 동료학생 모두와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한 집단에 치우친 상호작용
을 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 1과 유형 3은 8차년도
에 모두 상호작용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 1이 유형 3보다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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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유형 1은 7차년도에 교수 및 동료학생과 균형을 이루는 상호작용을 한 반면 유형 3은
교수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여 편중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8차년도에 상호작용이 높
아진 유형 4와 유형 5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유형 4가 유형 5보다 내재된 동기가 유의하
게 높았는데 유형 4는 7차년도에 교수 및 동료학생과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경험한 반면 유형
5는 동료학생 중심의 상호작용을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 1학년 때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
작용 경험은 학생들의 높은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현상은 무동기
에서도 나타난다. 비록 8차년도에 전반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었지만 7차년도에 교수 중심의
상호작용을 한 유형 3이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르게 한 유형 1보다 무동기
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대학 1학년 때 대인관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학
업적, 교실외적 경험에 통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Komarraju et al, 2010; Pascarella &
Terenzini, 2005). 최근 대학 1학년 교육은 학부대학 및 기초교육원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또한 평생지도교수제를 두어 1학년부터 교수와 학생이 상담활동을 하거나 RC 프
로그램(Residential College Program) 등을 통해 동료학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적응을 기
대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대학별로 기존의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에서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호작
용의 대상을 교수 및 동료학생으로 제한하고 상호작용의 빈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
라서 향후 대학 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의 과정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활용 가능한 2년간의
자료에 국한하여 대학생의 상호작용 변화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적될 자료를
활용하여 최소 세 시점의 종단분석을 통해 대학생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결정성 동기만을 논의
하였지만 추후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심리 변인과 대학생 상호작용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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