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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Minyeong & Lee, Hyejin. “An Exploratory Study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Needs: 

Focusing on the Demographic Differences of University Faculty and Staff.”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103-123.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needs among university staff and faculty members to put forward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55 university staff and faculty members of a private, comprehensive 

university. The questionnaire mainly included demographic information, and questions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needs. The the survey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th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needs. The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vulg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age (β= .028, ρ< 

.001) and the explanation power of this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69.0%. Moreover, participants’ 

preferred modes of learning were also collected and most of them preferred online learning to 

conventional face-to-face instruction. Lastly, responses to the final open-ended survey question offered 

participants to elaborate on their English learning nee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some 

suggestions are made on institutional support required to improve the English proficiency of faculty 

members. This study hopes to make a practical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language learning (Wonkw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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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대학 입학 정원도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입학정원 미확보 문제에 직면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되

었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이 팽배해 지고 있는 가운데, 미충원율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대학들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율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주휘정, 2010). 

신 한류열풍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정원 감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적

으로 발 벗고 나선 결과로 보인다. 이런 국제화 시대에 꾸준히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직원의 영어 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 많은 직장에서는 특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장

인을 위한 영어 학습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고등교육 시장이 빠르게 형성

되면서 교육의 국제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해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행정업무 수행 중 영어사용 빈도는 더

욱더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상담뿐 아니라 

영어로 된 각종 증명서 및 공문서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고, 외국기관 및 대학

과의 교류로 외국어 서한, 공식적인 E-mail 회신 또는 해외 EMS 발송, MOU 체

결, 해외 출장, 외국인초청 등 영어를 사용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빈도수는 상당

하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학과 교

수들은 교수-학생 간의 언어장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용

어로서의 영어는 매우 중요하며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영어 능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이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폭은 점차 커질 것이고 외국 기관 및 대학들과의 학술교류

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는 

대학 교직원에게 영어학습 방안이나 제언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차에 따른 다양

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학 교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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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에 따른 영어학습의 동기 및 필요성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

로 교육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1. 대학 교직원의 영어학습 동기와 필요성은 인적사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

는가?

2. 대학 교직원들의 인적사항은 영어학습 동기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3. 대학 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 학습유형은 무엇인가?

II. 연구의 배경 및 선행문헌 고찰   

2.1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국제화 

우리나라 초저출산 상황이 15년째 계속되고 있어 인구 급감 추세는 계속될 것

으로 예상되고 학령인구 절벽의 파장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질 것이다. 2015년 대

학 진학자 수는 63만여 명이었는데 이에 반해 2023년에는 대학 진학자 수가 40

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입학정원 10만 명 감

축하는 것을 방침으로 세우고 있다. 입학생 수급이 여의치 않게 되면서 상대적으

로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과는 달리 지방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과 예 체능

계열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학과 통폐합이 진행되며 대학에서는 심각한 어려

움을 겪고 있다(성태수, 2019).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해 교육부에서는 매년 입학

정원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대학구조개혁 평가

를 통해 입학정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반상진, 2016).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많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해외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국제 교류, 

교환학생 및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통

계서비스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4년까지 8만 명대에서 2018년에는 14

만 2,205명, 그리고 2019년에는 19만 165명으로 가파른 추세로 증가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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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한국어를 배우는 단순 어학 과정, 교환교류 학생 등을 제외하고 정규 

학위 과정만 살펴봐도 8만 6,036명이다. 이러한 국제화 추세는 국내 대학 현장

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대학 현장

에서는 국제공용어로 통용되는 영어 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

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사 지

도 및 연구, 논문발표 등에 교직원과 학생 사이 언어 소통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

이 생기는 등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있어 미흡한 점을 보

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 교직원의 국제어로서의 영어 구사 능력은 외국인 유

학생 유치 및 유학생 관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덧붙여 글로벌 시대에서 대

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영어 능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2.2 학습 동기와 학습자 변인 

필요(needs)란 어떤 것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충족되지 않아 요구되는 상태

로, 박수진, 이동주(2015)는 필요를 “동기적 측면의 관여도”로 간주하였다(p. 

94). 이 연구에서는 필요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동기가 달라지고, 이는 관여도수

준(involvement load)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동기(Motive)란 단어는 

라틴어 ‘movere(to move)’에서 유래된 말로, 어원에서 내포하듯이 사람을 움직

이게 하거나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힘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유지하는 힘을 동기라 한다면, 인간의 다양한 활동 

영역 중 학습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 동기이다. 학습 동기

(Motivation to learn)는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게 하는 동력으로 그 중요성

이 강조됨으로 인해 국내외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제 2언어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으로 다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태

영, 2018). 학습 동기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로 작용하며 다양한 연구들에서 논의가 되어왔다.

특히, 집단적 획일교육에서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습자 변인(individual differences)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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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variables)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

로 수행되어 왔다. 외국어 학습 동기 변인 중 성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Muchnick와 Wolfe(1982)의 연구에서 학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외국어로서 스

페인어를 학습하는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효웅

(1996)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영어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

로써 여학생이 더 높은 영어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양희(2004)의 

연구 역시 외적 동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동기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동기가 

더 높다고 하였다. 황은혜(2012)의 연구에서도 역시 모든 동기 유형에서 여성학

습자가 남성학습자에 비해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내적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학습자 변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연령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혹은 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동기는 낮아

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김인옥(2009)은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습 동기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한 Ghenghesh(2010) 역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인해 학습동기

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황은혜(2012)의 연령과 학습동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30대, 2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대에서 동기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승진이나 더 좋은 직장 등 실질적 

이득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배태일(2016)은 전공계열이 영어를 배우고

자하는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자연계열 전공 학생

들의 학습 동기가 다른 전공들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하였다. 이처

럼 학습동기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 본고는 대학 교직원들의 영어 학습동기에 영향을 주는 관련 인적 변인들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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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3.1 연구 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2019학년도 1학기에 한 지방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인 대학에는 2019년 4월 1

일을 기준으로 일반대학원 재학생 전체 1,056명 중 41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체 대학원생의 39.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체 413명의 

외국인 대학원생은 총 46개 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그중 재학 인원이 가장 많

은 상위 4개 학과에만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51.3%에 해당하는 212명이 재학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7개 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영

학과가 107명으로 전체 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형미술학과 48

명(11.6%), 체육학과 38명(9.2%), 교육학과 19명(4.6%), 의학과 18명(4.4%), 귀

금속보석디자인학과 15명(3.6%), 국악학과 13명(3.1%)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본 대학에는 756명의 전임교원과 175명의 정규직

원이 재직 중이다. 연구자의 수는 G 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하였고, 검

정력(β) 95%, 유의수준(α) 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는 120

명이었다.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적으

로 155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 교직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징

N %

성별
남

여

86

69

55.5

44.5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5

40

36

54

16.1

25.8

23.2

34.8

신분
교수

직원

65

90

41.9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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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영어학습 동기,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 영어의 중

요성, 직장인의 영어학습에 대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

(김병삼, 2006; 마수연, 2009; 박혜선, 정보라, 2006; 정보라, 2006; 조혜영, 

2015; 현주은, 2012)에서 사용하였던 설문 도구를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성

하였다. 특히, 대학원 교직원들의 영어학습 동기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Tsai와

Chang(2013)이 사용한 외국어 학습 동기 질문지 영어버전 16가지 문항의 척도

를 번역하고 본 연구에 맞게 단어 및 표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성별, 전공, 

재직기간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6개 문항, 두 번째 영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

성된 영어학습 동기에 관한 16문항, 세 번째 영역은 영어의 필요성을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는 문항,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

우와 관련하여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3 분석 및 처리 

수집된 설문 응답 자료는 SPSS WIN/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 및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유의미한 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

계를 거쳐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제

시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영어학습 동기 및 영어교육 필요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63

38

54

40.6

24.5

34.8

전공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62

61

32

40.0

39.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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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 동기 및 영어교육 필요성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 one-way ANOVA로 차이를 알아보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시 사후검정(Tukey's HSD)을 이용하여 다중비교를 하였다. 셋째, 영어학습 동

기를 설명하는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

시하였는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 및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을 나타내는 공차와 VIF 지

수를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비율변수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더미처리

분석을 수행하여 독립변인인 대학 교직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넷째, 이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로부터의 지원은 어떠한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대학 교직원

의 인적사항별 영어학습 동기 및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려는 것이 본 논

문의 목적이므로 인적사항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분석 및 결과 

4.1 성별에 따른 영어 학습동기 및 필요성 인식

아래 표는 성별에 따라 영어교육 동기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표이다. 성별에 따른 영어교육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

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 

N M t p

동기
여 자 86 2.82

-1.245 .215
남 자 69 2.90

필요성
여 자 86 2.13

-.323 .747
남 자 69 2.1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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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학습동기 및 필요성 인식의 차이를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설

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중간 값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수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영어학습 동기 및 필요성 모두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시행한 결과 성별에 따른 영어학습 동기와 필요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기존의 남녀 성별에 따른 학습 동기를 보고한 연구들(예, 이양희, 

2004, 이효웅,1996, 황은혜, 2012)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학습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이효웅

(199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영어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고 여학생이 더 높은 영어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온 점은 직장인의 특성상 

성적을 내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상황과 차이가 있어 성별

에 따른 성향, 관심 영역 차이의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4.2 신분에 따른 영어 학습동기 및 필요성 인식 차이

아래 표는 신분(교수, 직원)에 따라 영어교육 동기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

이를 분석한 것이다. 신분에 따른 영어교육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3> 신분에 따른 영어학습 인식의 차이

N M t p

동기
교수 65 2.68

-4.664 .000*
직원 90 2.99

필요성
교수 65 2.28

3.194 .000*
직원 90 2.04

*p<.05

영어학습 동기를 느끼는 정도는 직원(M=2.99)이 교수(M=2.68)보다 높게 나

타났고, 이는 유의한 수준(t=-4.664, p=.0000)이었다. 영어학습의 필요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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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M=2.28)가 직원(M=2.04)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이었다(p<.05). 다시 말하면,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영어학습 동기는 

직원들이 더 높게 느끼고 있으며, 필요성은 교수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연령에 따른 영어 학습동기 및 필요성 인식 차이 

아래 표는 연령에 따른 영어교육 동기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나이에 따른 영어교육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고, Tukey 사후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에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 연령에 따른 영어학습 인식의 차이

M SD F p Tukey's HSD 

동기

1. 20대 3.28 .22

167.190 .000*

1>3, 1>4, 

2>3, 

2>4,3>4,

3>5

2. 30대 3.15 .22

3. 40대 2.89 .31

4. 50대 2.46 .24

5. 60대 2.34 .32

필요성

1. 20대 1.91 .44

6.973 .000*
1<4, 1<5, 

2<5, 3<5, 

2. 30대 2.09 .39

3. 40대 2.02 .36

4. 50대 2.30 .53

5. 60대 2.63 .47

*p<.05

연령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20대의 학습동기(M=3.28)가 가장 높았고, 60대

(M=2.34)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성은 60대(M=2.63)가 가장 

높았고, 20대(M=1.9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어학습 동기

를 느끼는 정도는 연령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F=35.943, P=0.000)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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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필요성도 연령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F=6.973, p=0.000)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간 차이를 사후검정(Tukey HSD) 결과 20대가 30대와 40

대, 30대가 40대와 50대, 40대가 50대와 60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직

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전공에 따른 영어 학습동기 및 필요성 인식 차이 

아래 표는 전공에 따라 영어교육 동기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전공에 따른 영어교육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

하여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5> 전공에 따른 영어학습 인식의 차이

M SD F P

동기

1. 인문 2.87 .42

.164 .8492. 자연 2.84 .44

3. 예체능 2.89 .38

필요성

1. 인문 2.16 .47

.260 .7712. 자연 2.14 .49

3. 예체능 2.08 .47

*p<.05

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공에 따른 영어교육 동기(F=.164 p=.849)와 필요

성 인식(F=.260, p=.771)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이공계 전공자들보다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더 높고, 영어학습 동기 및 필요성도 더 높다

고 하였다(홍영지, 이정민, 2011). 특히, 배태일(2016)의 연구에서는 전공계열별 

영어 학습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배태일은 이 결과를 

전공 분야와 향후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는 반대로 본 연구의 참여한 대학 교직원의 모두 경우 이미 취업을 한 직장인 상

태이기 때문에 통계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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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직기간에 따른 영어 학습동기 및 필요성 인식 차이 

아래 표는 재직기간에 따라 영어교육 동기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

석한 것이다. 재직기간에 따른 영어교육의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

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6> 재직 기간에 따른 영어학습 인식의 차이

M SD F P 사후검증

동기

1. 5년 미만 3.28 .23

6.121 .000

1>3, 1>4,

1>5, 2>3, 

2>4,2>5,

3>4,3>5

2. 10년 미만 3.17 .25

3. 15년 미만 2.76 .38

4. 20년 미만 2.53 .26

5. 20년 이상 2.56 .39

필요성

1. 5년 미만 1.93 .49

2.727 .031

2. 10년 미만 2.03 .40

3. 15년 미만 2.15 .49

4. 20년 미만 2.29 .51

5. 20년 이상 2.26 .43

*p<.05

재직기간에 따른 영어교육 동기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동기에서는 5년 미만의 

평균값(M=3.28)이 가장 높았고, 20년 미만이 (M=2.53) 가장 낮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필요성은 20년 미만이 (M=2.29)으로 가장 높았고, 5년 

미만이 (M=1.93)로 가장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재직기간

이 길수록 대체로 현재 주어진 상황이나 위치에 만족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4.6 대학 교직원의 인적 사항이 영어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대학 교직원의 인적 사항이 영어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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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강하게 존재한다면 다중공선성

(multi-co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인

들인 대학 교직원의 인적 사항이 영어학습 동기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먼저 확인하였다. 우선, 대학 교직원의 인적 사항과 영어 학습 동기간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7> 대학교직원 인적사항 간 상관관계 분석

동기 성별 신분 나이 전공 재직지간

동기 1

성별
.100

(.100)
1

신분
.367**

(.000)

-.081

(.319)
1

나이
-.781**

(.000)

-.092

(.255)

-.438**

(.000)
1

전공
.007

(.930)

.230**

(.004)

-.287**

(.000)

-.029

(.720)
1

재직기간
-.662**

(.000)

-.068

(.403)

-.364**

(.000)

.793**

(.000)

-.037

(.643)
1

**p<.01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신분(r=.367)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이

(r=-.781), 재직기간(r=-.662), 의사소통능력(r=-.462)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영어학습 동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반 직원 보다

는 교수들이 영어학습 동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회귀식에 포함될 각 변수들 간의 상관 계수를 확인한 결과, 나이

(r=-.781), 재직기간(r=-.662)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음으로는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아래 표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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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학교직원 인적사항에 따른 영어 학습동기의 회귀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t 공차한계 VIF

B SE B Beta

상수 3.990 .076 52.229***

성별 -.013 .039 -.015 -.324 .969 1.082

신분 -.109 .046 -.129 -2.396* .722 1.599

나이 -.195 .028 -.554 -6.881*** .321 3.165

재직기간 -.039 .027 -.108 -1.439 .371 2.699 

R²= .690   F = 66.369  Durbin-Watson = 1.997  p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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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직원의 인적 사항이 영어교육 동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인 대학 교직원의 인적사항들이 종속변수

인 영어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회귀모형은 F=66.369, p=.000이며 

R²=.690로 설명력은 69.0%로 나타났다. 한편 오차의 독립성 검증에서 

Durbin-Watson값은 1.997로 나타났고, 모든 독립변수에서 공차 한계도 0.1이

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도 모두 1에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이(β=-.554), 의사소통(β

=-.298), 신분(β=-.129) 순으로 영어교육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Rich, Lepine와 Crawford(2010)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증

가할수록 일반적으로 수령 임금이 높지만, 이와 비례하여 직무 열의도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설문지에 응답한 교직원의 재직기간이 길어질

수록 영어학습의 동기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직원의 경우 근속이 오

래될수록 실무보다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영어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4.7 대학 교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   

대학 교직원들이 실제 근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어학습에 대한 

서술형 응답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마지막 서술형 문항은 대부분 무응답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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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을 유사한 내용끼리 상위 항목으로 구분 지은 것은 표로 제시하였다. 

<표 9> 대학 교직원 서술형 문항 응답 

서술형 문항 응답 

직원 

대학 내 업무관련   

“외국인 학사상담”

“외국인 방문시 업무진행 더딤”

“외국인학생 장학상담 어려움”

“외국인학생 장학프로그램 문의 시 상담불가”

“외국인 학생 입시서류 작성시 어려움”

“실무회화부족”

대학 외 업무관련   

“해외출장 및 외국계기업 방문시 의사소통 문제 발생”

“공식적인 외국문서 작성시 전문성 부족”

“해외 입학박람회(설명회) 출장시 어려움”

“교환/교류 프로그램 진행시 부족함”

“해외 대학간 교류 및 홍보시 어려움”

“MOU 체결시 영문문서 작성시 어려움”

“외국대학 귀빈 초청시 의사소통 어려움(현재 국제교류과 직원 도움)”

“외국문서 작성시 어려움(편지, 초청장, 요청서, 답회신 등)”

“해외출장시 자유로운 의사소통 스킬 부

교수

논문지도 관련  

“논문지도시 어려움”

“학생 논문지도”

“외국인학생 논문지도”

“논문작성 지도시 어려움”

학업지도 관련

“학업지도 어려움”

“외국인학생 지도(생활상담, 유학생활 적응지도)시 의사소통 한계”

“외국인 상담, 졸업가능여부, 학사지도시 어려움”

“의사소통 문제로 논문뿐 아니라 생활지도 어려움”

수업진행 관련 

“대학원 수업시 한국어 수준에 따른 수업진행의 어려움”

“영어강의/원어강의 부담”

“전공수업 중 한국학생들과 함께 수업함에 따른 진행어려움”

“전공지식전달 부족함(외국인)”

“전문적인 용어 및 학과 특수용어 사용시 의사소통 어려움 발생”



118 강민영·이혜진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설문 응답에 따르면 교원과 직원의 대학 내 서로 다른 역할을 확인할 수가 있는

데, 교수의 경우 외국인 학생 수업 및 논문지도에서 어려움이 발생된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전공지식을 영어로 전달하는 수업(English-Mediated Instruction, 

EMI) 에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대학 강의 현장에서 교수가 수업 

진행 시 외국인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 학생을 수업 통역을 위해 세

워두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석 박사과정에서 더 두드러져 나타난다. 가장 많

이 발생하는 문제는 대학원 과정 중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논문 작성이다. 영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지도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한국

어로 논문 쓰기를 강요하면서 갈등이 빚어진다. 또한,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도 원어 강좌 비율이 평가항목에 포함되고 있어서 논문 지도 및 수

업에 필요한 특수목적영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직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을 안내 및 상담하거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MOU 

체결, 학교 홍보와 공식문서를 작성할 때 영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 모두 영어의 기능적, 실질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

는 세분화된 영어교육이 권장된다. 

4.8 대학교직원들이 선호하는 학습양식  

대학 교직원들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양식을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0> 인적사항에 따른 선호하는 학습양식 

오프라인 온라인 그룹 기타 x² p

성별
남

여

12(14.0)

12(17.4)

52(60.5)

31(44.9)

13(15.1)

19(27.5)

9(10.5)

7(10.1)
4.882 .181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8.0)

8(20.0)

5(13.9)

9(16.7)

16(64.0)

14(35.0)

21(58.3)

32(59.3)

4(16.0)

12(30.0)

8(22.2)

8(14.8)

3(12.0)

6(15.0)

2(5.6)

5(9.3)

9.759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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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성별, 연령, 전공, 재직기간 모두 온라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신분에 

따른 선호하는 학습 방법은 카이제곱 결과 검정통계량이 8.180, 유의확률 값이 

0.042로 유의수준보다 작으므로(p<.05) 교수와 직원 간에 선호하는 학습양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주은(2012)은 직장인의 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직장인의 특성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정보라(2006)는 학습자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교

육 컨텐츠를 활용한 학습 방안이 직장인들에게 효과적,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직

장인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영어 학습을 하는 것

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시간과 공간제약이 없는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 콘텐츠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 교직원 및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영어 

학습동기와 필요성 인식정도를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고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영어 학습동기 영역에서는 대학 교직원의 인적사항 중 참가자

들의 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

재직기

간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9(14.3)

5(13.2)

10(18.5)

34(54.0)

20(52.6)

29(53.7)

12(19.0)

12(31.6)

8(14.8)

8(12.7)

1(2.6)

8(14.8)

6.575 .362

신분
교수

직원

13(20.0)

11(12.2)

36(55.4)

47(52.2)

7(10.8)

25(27.8)

9(13.8)

7(7.8)
8.180

.042

*

전공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9(14.5)

12(19.7)

3(9.4)

33(53.2)

33(54.1)

17(53.1)

14(22.6)

10(16.4)

8(25.0)

6(9.7)

6(9.8)

4(12.5)

2.632 .853

전체 N(%) 24(15.5) 83(53.5) 32(20.6) 1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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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학에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학습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적 사항별로 영어 학습동기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전공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

어교육 동기에 대한 인식에서는 교수보다 직원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

이 낮을수록,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에서는 일반 직원보다 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셋째, 대학 교원과 직원의 업무 형태와 요구되는 직무의 근원적

인 차이로 두 집단 간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의 형태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

는 특수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대학 

교직원들의 영어 회화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일상 영어 회화가 아닌 입시, 

학사, 장학, 외국인 손님 접대, 대학 간 교류 등 특수한 용어의 사용이 많다. 또

한, 전공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 강의, 전공지식전달, 학업 지도, 논문지도 등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의 사용 빈도수가 높다. 따라서 대학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율성 높은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실제 대학교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영어와 관

련된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학습 양식은 온라인 

학습을 가장 선호하는 교직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 공간 제약을 덜 받는 매

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컨대 온라인 강좌, 전화 영어, 화상채팅 

등의 학습 콘텐츠 제공은 학습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라 능동

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종래의 학생 위주의 영어학습

동기 연구에서 벗어나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의 동기 및 필요성을 연

구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교직원의 재직 기간, 성별, 연령, 전공 등 인적사항의 

변인들에 따라 영어학습 동기 및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의 교육학적 의의로는 직장인의 영어 학습에 대한 특수한 요

구를 다양한 인적사항을 고려하며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영어 실력을 갖춘 교직원들을 국제교류처, 입학처, 홍보처, 대회협력처 등 실

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해외 출장 지원, 외국

대학과의 교환교류 교수(직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영어학습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성장 동력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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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대학 구조개혁은 필수가 되었다. 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대학이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대학 교직원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한국의 세계화와 해외 

유학생 증가,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와 맞물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직원들의 영어 학습동기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

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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