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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ngbok & Ju, Daehwan.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of English
Learning Beliefs and Strategies Based on TOEIC Achievement.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7 (2020): 175-19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s’ beliefs and strategies based on
TOEIC achievements. There are two groups of students. The first group consists
of 35 students out of 67, who acquire relatively lower academic achievements than
those students whose TOEIC scores improved more than overall average. For this
purpose, the study focuses on (1) the aspect of the correlation of learning beliefs
and strategies between the two groups, (2) the aspect of the correlation among the
subcategories of the variables between the groups, (3) the aspect of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 among the subcategories in each group.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arning beliefs and strategies correlate with each other in both
groups. Second, correlation among subcategories in the high achievement group is
slightly larger than the one in the low achievement group. Third,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 indicates that every subcategory in students’ beliefs on learning increases
the use of learning strategies in both groups. (Mokw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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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접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
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역량을 평가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토익 집중학습의 수요를 인식한 대학들에서 자체적
으로 토익 집중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효과적인 토익 수업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남정
미와 김성애 2009, 주미진 2009, 이준의 2011, 김지나 2014).
학업 성취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학
습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은 영어교육 관련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신수
정 2006).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게 하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 중 하나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신
념(beliefs) 이다(박찬규 2005). 외국어 학습에서 신념의 중요성이 다른 요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교수자의 중재
로 개선의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Ambraham &
Vann, 1987; Horwitz, 1987).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신념이 학습전략 사용에 큰 영향을 주고 성공
적인 언어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익
집중과정에 참여한 참가자를 큰폭상승집단과 소폭상승집단으로 구분하여
토익성적 향상에 따른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의 관계를 비교 · 분석하고
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과 대학 졸업 인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익점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 혹은 비교과 과
정의 설계 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상승집단과 큰폭상승집단의 학습신
념과 학습전략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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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상승집단과 큰폭상승집단의 학습신
념과 학습전략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양상은 어떠한가?
(3)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상승집단과 큰폭상승집단의 학습신
념과 학습전략 하위영역 간 인과관계 양상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학습전략
학습전략이란 학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학습자의 편에서 의도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다(Weinstien & Mayer, 1986). 학습전략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몇몇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Rubin(1981)은 학습 전략을 언어 학습과 직접 관련되는 직접적인 언어
학습 전략과 전반적인 학습전략 혹은 목표언어에 노출되는 기회의 증대
등으로 언어학습에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언어학습 전략으로 구분하고 각
각의 범주에 속하는 하위전략을 분류하였다. 한편, O’Malley 와 Chamot
(1990)은 학습전략을 상위인지전략(Metacognitive Strategy), 인지 전략
(Cognitive Strategy), 그리고 사회 정의적 전략(Socioaffective Strategy)으
로 분류하였다. 학습전략 중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분류
는 Oxford(1990)에 의한 것으로 전략을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으로 분류하
고 각각의 전략에 세 개씩의 하위전략을 포함시켰다. 직접전략은 언어학
습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것으로 기억전략(Memory Strategies), 인지 전략
(Cognitive Strategies), 보상전략(Compensatory Strategies)이 포함된다.
기억 전략은 새로운 정보를 분류하고, 기존 알고 있는 개념과 연관하기,
문맥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와 같이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저
장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략이고, 인지 전략은 연역적인 추론이
나 대조 분석과 같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전략이다. 보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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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은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적 실마리를 찾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려
는 전략이다. 한편, 간접전략에는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ies),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ies),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ies)이 포함
된다. 상위인지전략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조직하거나 조정,
평가하는 전략이고, 정의적 전략은 심호흡이나 명상과 같이 학습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스스로 조절하고
학습 태도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 전략은 자신의 학습에 타인과
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 전략의 분류는 O’Malley 와 Chamot
(1990)의 분류와 Oxford(1990)에 의한 분류로 양분되어 있으나 EFL 환경
에서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Oxford의 전략 분류를 따르고 있
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또한 Oxford의 전략분류를 기반으로 제작
되었다.

2.2 외국어 학습 신념
최근 제2 언어습득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학습 과정에서 학
습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
하고 이것을 학습 과정에 적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신념(beliefs)에 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아 왔는데 이것은 신념이 학습자 행동의 기초
가 된다(Dornyei, 2005; Kalaja & Barcelos, 2006)는 사실뿐 아니라 학습
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학습전략, 학습동기, 숙련도, 학습 불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Mori, 1999; Yang, 1999, Kalaja &
Barcelos, 2006). 학습자의 신념이 성공적인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Abraham와 V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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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Wenden, 1987; Horwitz, 1987; Oxford, 1990). Abraham과 Vann
(1987)은 학습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기술할 수 있고 이러한
신념들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수법에 대한 학습자의 반
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Wenden(1987)은 학습자의 신념은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
실을 증명하였다. Puchta(1999)는 학습신념이 학습자의 행동에 대한 원인
과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학습자의 내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갖는 신념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학습자의 신념을 측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는 Horwitz
(1985, 1988)가 개발한 BALLI(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Inventory)
설문지이다. BALLI는 세부적으로 영어학습의 어려움, 외국어 적성, 영어
학습의 본질,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 그리고 영어 학습 동기 및 기대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내 · 외적 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
인을 한두 가지로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밝
혀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
는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간 관계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외국어 프로그램
설계 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
구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3 선행연구
Pintrich(1989)는 외국어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더 생각하고 조절하는 인지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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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Yang(1992)은 학부 과정의 영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습신념과 학습책
략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에 관한 신
념이 SILL(The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으로 측정한 6
개의 모든 전략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박찬규(2005)는 학습 신념과 학습 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고등학생 600명과 대학생 300명 총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
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신념 측정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의 하위 영역에서 동기 및 영어형식에 대한 신념, 자신의 능력 및 사
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신념, 의사전달과 학습의 본질에 대한 신념, 외국어
학습 자질에 대한 신념 그리고 실용 영어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도록 설계
되었다. 한편, 학습전략 측정 도구는 상호작용전략, 메타 인지전략, 기억
전략, 보상 전략 그리고 인지 전략 등 총 5개의 하위영역을 측정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신념요인들이 학습전략사용에 영향을 미
친다는 기존의 주장을 입증하였고, 특히 동기 및 영어형식에 대한 신념,
자신의 능력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신념은 모든 전략사용과 상관관
계가 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이 두 요인의 증가함에 따라 전략 사용도
증가하는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박찬규(2005)는 성공적인 학습자가 학습전략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주장
을 받아들인다면 학습 전략 훈련은 학습신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희정(2009)은 고등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학습전략과 학습신념이 학
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찬규(2005)와 마찬가지로 SILL
과 BALLI를 사용하여 학습전략과 학습신념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2008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표준변환 점수를 학업성취도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영어 학습 전략 및 동기에 관한 신념과 영어학습의 자기효능 및 자

토익성적 향상에 나타난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 관계 분석 181

신감에 관한 신념이 학습전략 하위요소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
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학습전략에 관한 기존 연구가 학습신
념을 비롯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을 학습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보고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
학습전략과 학습신념을 고려한 교수법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 관계성을 입증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의 토익
성취 따른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 관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소재한 두 대학에서 2020년도 여름 방
학 기간을 활용하여 4주간 시행한 토익 집중 과정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 연구 대상자는 78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로그램
의 시작과 종료 시점에 2회에 걸쳐 모의 토익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학습
신념과 학습전략에 대한 설문지는 참여자의 설문 응답에 대한 피로감을
낮추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날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 중 개
인적인 사정으로 최종 모의 토익 시험을 치르지 못한 6명과 설문지 코딩
후 이상치로 판단된 5명을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 인원은 67명이다. 이
중 참가자의 기초점수와 최종점수를 비교하여 전체 점수 향상 150점을 기
준으로 소폭상승집단은 35명 큰폭상승집단은 32명으로 나누었으며 각 그
룹의 토익 성적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는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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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 참가자들의 토익성적 변화
평균
기초점수

최종점수

향상점수

인원

소폭상승집단

402.86

493.14

90.29

35

큰폭상승집단

352.22

562.19

209.97

32

전체

378.67

526.12

147.45

67

<표1>을 살펴보면, 기초점수 평균은 378.67, 최종점수는 526.12로
147.45의 상승을 보였다. 향상점수 150점을 기준으로 소폭상승집단 35명
으로 402.86의 기초점수에서 493.14로 최종 90.29의 향상을 보인 반면,
큰폭상승집단 참가자는 32명으로 최초 352.22점에서 562.19점으로 평균
209.97점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점수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그룹별 t-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소폭상승집단 토익집중 과정 전 · 후 토익점수 차이
기술통계량

구 분

N

평균(M)

표준편차(SD)

토익집중

기초점수

35

402.86

153.078

과정

최종점수

35

493.14

143.091

*

p<.05,

**

p<.01,

***

t(p)
-13.281(0.000)***

p<.001

소폭상승집단의 교육 전 · 후의 토익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13.281, p=0.000으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폭상승집단의 교육 전 · 후의 토익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큰폭상승집단의 t-값
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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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큰폭상승집단 토익집중 과정 전 · 후 토익점수 차이
기술통계량

구 분
토익집중
과정
*

p<.05,

N

평균(M)

기초점수

32

352.22

138.435

최종점수

32

562.19

149.731

**

p<.01,

***

t(p)

표준편차(SD)

-18.826(0.000)***

p<.001

큰폭상승집단의 교육 전 · 후 토익점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t=-18.826, p=0.000으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큰폭상승집단의 프로그램 전 · 후 토익점수 차이 역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영어학습신념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Horwitz(1988)
가 개발한 BALLI를 번역하여 선행연구에서 BALLI을 사용한 박찬규
(2005), 유진영(2010)이 번역한 설문지와 비교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five-point likert scale)를 사용하였고, 설문지 하위범주에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 외국어 적성, 영어학습의 본질,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 그리고 영
어학습 동기 및 기대 등이 있다. 본 설문지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4> 학습신념 설문지 하위영역별 분석
하위영역
영어학습의 어려움
외국어 적성
영어학습 본질
학습 및 의사소통
학습 동기 · 기대
전체

문항수
4
5
4
5
3
21

평균
2.62
3.00
2.33
2.19
2.35
2.50

표준편차
0.60
0.57
0.54
0.50
0.78
0.41

신뢰도
0.42
0.55
0.35
0.43
0.60
0.64

184

이 종 복 ․ 주 대 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신념 설문지의 하위영역 전체 평균은 2.50으로
외국어적성 신념이 3.00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하위영역별 신뢰
도를 측정한 결과 영어 학습 동기 및 기대 신념을 제외한 하위 영역에서
0.60 이하로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지만, 설문지 전체의 신뢰도가 0.64로
기존 선행연구 박찬규(2005)의 0.61, 유진영(2010)의 0.65, 김남순 · 이광
수(2011)의 0.64와 유사한 신뢰도를 보여 설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
타난 9문항은 제외하고 21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어 학습 전략 설문지는 Oxford(1990) SILL을 번역하여 이옥주
(1999), 위혜정(2010)의 설문지와 비교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제작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학습신념 설
문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의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학습전략 하위영역별 분석
하위영역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초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전체

문항수
5
9
4
7
6
5
36

평균
2.63
2.88
2.34
2.81
3.23
2.97
2.81

표준편차
0.65
0.54
0.64
0.54
0.60
0.68
0.42

신뢰도
0.60
0.66
0.60
0.62
0.63
0.64
0.87

학습 전략 하위영역 전체 평균은 2.81이며 정의적 전략의 평균값이
3.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신뢰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
든 영역에서 신뢰도가 0.6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체문항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값 역시 0.87로 본 설문지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 문항 중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4개 문항은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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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방학 중 토익 집중과정에 참가한 67명이 프
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점에 모의 토익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향
상점수 150점 이상인 집단 32명과 150점 미만인 집단 35명으로 나누고
프로그램 중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집중 토익 과정
성적향상에 따른 두 집단 간의 학습신념과 전략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
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통계분
석은 SPSS Windows 14.0버전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의 모든 질문 항
목에 대하여 기술 통계를 수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집단 간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상관관계 분석
먼저, 소폭향상집단의 토익 성적 향상에 따른 전체 설문 문항의 학습전
략과 학습신념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소폭향상집단의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간 상관관계
학습전략

*

p<.05,

학습전략

1

학습신념

0.699***

**

p<.01,

학습신념
1

***

p<.001

<표6>는 소폭향상집단의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간 상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r=0.699, p=0.000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큰폭향상집단에서 두 요인 간
의 상관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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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큰폭향상집단의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간 상관관계
학습전략

*

p<.05,

학습전략

1

학습신념

0.702***

**

p<.01,

***

학습신념
1

p<.001

<표7>은 큰폭향상집단의 학습전략과 신념 간 상관분석 결과이다. 그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r=0.702, p=0.000으로 소폭향상집단과 마찬
가지로 토익 성적 향상에 따른 두 변수 강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전략과 학습신념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
계를 살펴보자.
<표8> 소폭향상집단의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영어학습
어려움

외국어
적성

영어학습
본질

학습 및
의사소통

학습동기
및 기대

.003

.151

.142

.125

.112

.244

.073

.274

.341*

.255

.210

.177

.402*

*

.493**

.560

**

.310

초인지 전략

.584

**

.190

.188

.408

정의적 전략

.395*

.315

.383*

.541**

.563**

사회적 전략

.505**

.179

.357*

.417**

.620**

*

p<.05,

**

p<.01

<표8>은 소폭향상집단의 학습 전략과 학습 신념의 하위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그 결과, 영어학습의 어려움과 학습동기 및 기대에 대한 학
습자의 신념이 학습전략과 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에
서도 학습동기 및 기대 신념과 사회적 전략의 상관관계는 r=0.620, p=0.000
으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특정 집단의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을 더 잘 것이라는 외국어 적성신념

토익성적 향상에 나타난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 관계 분석 187

과 학습전략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9> 큰폭향상집단의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영어학습
어려움

외국어
적성

영어학습
본질

학습 및
의사소통

.099

학습동기
및 기대

.106

.523**

.443*

.287

인지 전략

.518

**

.248

**

.424*

.618**

보상 전략

.467**

.129

.166

.467**

.382*

초인지 전략

.442*

.340

.533**

.231

.503**

.177

*

.282

.302

**

.326

.486**

기억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
*

p<.05,

.095
.276

.072

.492

.392
.600

**

p<.01

<표9>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은 점수향상이 높은 집단에서 학습자
가 자신의 학습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지전략과 초인지 전략이
외국어 적성 신념과 주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소폭향상집단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던 학습전략과 영어학습의 본질
신념과의 상관관계가 큰폭향상집단에서는 상승했는데 이것은 큰폭향상집
단의 학습자는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위해 영어권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
다거나, 어휘나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중요하다는
신념이 있는 경우 학습전략 사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신념은 소폭향상집단에서는 간
접 학습전략과, 큰폭향상집단에서는 직접 학습전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2 집단 간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인과관계 분석
앞서 토익 집중과정 성적 향상에 따른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간에 상
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학습신념과 학습전략의 상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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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전략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학습신념의 5개 영역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시된 회귀분석표는 하나의 독립변인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따로 실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하나의 표에 작성하였으며 집
단 간 구분은 독립변인 뒤에 S(소폭상승집단)와 B(큰폭상승집단)로 표시
하였다.
<표10> 영어 학습 어려움신념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변수

B

SE

(상수)

1.783

0.260

영어학습어려움S

0.409

0.096

1.981

0.320

0.299

0.120

영어학습어려움B
*

p<.05,

**

p<.01,

표준화
계수



t(p)
6.871***

0.597

4.273***
6.195***

0.414

2.489**

F(p)



18.263***

0.356

6.197**

0.171

***

p<.001

두 집단 간의 영어 학습 어려움 신념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그룹의 F값이 각각18.263
(p<.001) 와 6.197(p<.01)로 모두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소폭상승집단 집단의   값은 0.356으로 35.6%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큰폭상승집단 집단의   값은 0.171로 17.1%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소폭
상승집단의 영어 학습에 대한 신념은  =0.409(p<.001), 큰폭상승집단의

 값은 0.299(p<.01)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학습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부호가 정(+)적이므로 영어 학습 어려움 신념이
증가하면 학습 전략사용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두 집
단 간 학습전략과 외국어 적성 신념 간 상호연관성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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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외국어 적성 신념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변수

B

SE

(상수)

2.221

0.314

외국어적성S

0.221

0.105

2.137

0.461

0.201

0.148

외국어적성B
*

p<.05,

**

p<.01,

표준화
계수



t(p)
7.084***

0.345

2.113*
4.632***

0.240

1.353

F(p)



4.463*

0.119

1.831

0.058

***

p<.001

두 집단 간의 외국어적성 신념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폭상승그룹은 F=4.463(p<.05)로 본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값은 0.119로 11.9%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폭상승집단의 외국어 적성 신념  값은 0.221
(p<.05)로 나타나 학습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부호가 정(+)적이므로 외국어적성 신념이 증가하면 학습 전략사용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큰폭상승집단의  값은 0.343(p>.05)으
로 나타나 학습 전략사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영어학습 본질신념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변수

B

SE

(상수)

2.326

0.254

영어학습본질S

0.241

0.109

1.459

0.315

0.538

0.128

영어학습본질B
*

p<.05,

**

p<.01,

표준화
계수



t(p)
9.173***

0.360

2.213*
4.627***

0.609

4.200**

F(p)



4.899*

0.129

17.643**

0.370

***

p<.001

두 집단에서 영어학습 본질 신념이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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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분석 결과, 소폭 상승그룹의 F값은 4.899(p<.05), 큰폭상증집단 F
값은 17.643(p<.01)로 모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값은 0.129와 0.370으로 각각 12.9%와 37.0%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값
은 0.241(p<.05)와 0.538(p<.001)로 두 집단 모두 영어 학습 본질에 대한
신념이 학습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부호가 정(+)적이므로 독립변인의 증가에 따라 종속 변인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신념
과 학습전략간 회귀분석 결과 분석이다.
<표13> 의사소통전략 신념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변수

B

SE

(상수)

2.047

0.246

학습 · 의사소통S

0.368

0.107

1.775

0.330

0.457

0.150

학습 · 의사소통B
*

p<.05,

**

p<.01,

표준화
계수



t(p)
8.306***

0.512

3.428**
5.381***

0.486

3.044**

F(p)



11.752**

0.263

9.266**

0.236

***

p<.001

두 집단에서 영어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 신념과 학습전략 간 회귀분석
분석 결과, 소폭상승그룹의 F값은 11.752(p<.01), 큰폭상승집단 F값은
9.266(p<.01)로 모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값은
각각 0.263과 0.236으로 26.3%와 23.6%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집단 간 
값은 0.368(p<.01)와 0.457(p<.01)로 두 집단 모두 영어 학습 및 의사소
통 전략 신념이 학습 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두 집
단 모두  부호가 정(+)적이므로 영어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 신념 증가
하면 학습 전략사용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어 학습
동기 및 기대에 관한 신념과 학습전략간 회귀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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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영어학습 동기 및 기대 신념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변수

B

SE

(상수)

2.073

0.166

학습동기 · 기대S

0.348

0.069

1.991

0.213

0.313

0.082

학습동기 · 기대B
*

p<.05,

**

p<.01,

표준화
계수



t(p)
12.525***

0.659

5.029***
9.358***

0.570

3.801**

F(p)



25.290***

0.434

14.449**

0.325

***

p<.001

영어 학습 동기 및 기대 신념이 두 집단의 학습전략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소폭 상승그룹은 F값은 25.290
(p<.001)로 하위영역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큰폭상승집단
의 F값은 14.449(p<.01)로 두 집단 모두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각 그룹의   값은 0.434와 0.325로 각각 43.4%와 32.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영어 학습 동기 및 기대 신념의  값은 소폭향상집단에서
0.348(p<.001)로 나타났고 큰폭향상집단에서 0.313(p<.01)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에서 영어 학습 동기 및 기대신념이 학습자의 학습 전략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두 그룹 모두  부호가 정(+)적이므로
영어 학습 어려움 신념 증가하면 학습 전략사용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토익 집중과정에 참여한 학습자의 성적향상에 따른 학습신념
과 학습전략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시한 연구 과제는 첫째,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
상승집단과 큰폭상승집단의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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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째,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상승집단과 큰폭상승집단의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상승집단과 큰폭상승집단의 학습신념과 학습
전략 하위영역 간 인과관계 양상은 어떠한가? 이었다.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폭향상집단의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상
관관계 r=0.699, p=0.000이고, 큰폭향상집단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r=0.702, p=0.000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학습전략과 학습신념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Yang(1992), 박찬규(2005), 김희정(200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성공
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신념과 학습전략의 사용이 매우 밀접
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상승그룹과 큰폭상승그룹의 학
습신념과 학습전략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상관
양상은 두 집단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소폭향상집단은 영어학습의
어려움, 학습 및 의사소통의 간접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동기 및 기대에
대한 신념이 학습전략과 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큰폭
향상집단은 영어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신념은 인지, 보상, 초인지 전략과,
영어학습 본질 신념은 기억, 인지, 초인지, 정의적, 사회적 전략과, 학습
및 의사소통 신념은 기억, 인지, 보상 전략과 그리고 학습동기 및 기대에
대한 신념은 인지, 보상, 초인지, 사회적 전략과 각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두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주목할 만할 것은
두 집단 모두에서 외국어 적성 신념은 모든 학습 전략 하위요소와 관련성
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토익 집중프로그램에 참가한 소폭상승그룹과 큰폭상승그룹의 학
습신념과 학습전략 하위영역 간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학
습전략과 영어 학습 어려움 신념 간 회귀 분석에서 두 집단 모두 영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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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어려움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사용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 학습의 소질, 적성 그리고 능력에 관한 외국
어 적성 신념과 학습전략간 분석에서 소폭향상집단에서는 인과관계가 발
견되었으나 큰폭향상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국어 학습의 본질과
관련된 문화, 영어권 국가에서 직접 영어 학습, 어휘나 문법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증가하면 두 그룹 모두에서 학습전략 사용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반복과 연습 그리고
외국인과 말하기 연습과 같은 영어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신념의
증가 또한 모든 그룹에서 학습 전략사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신념과 학습전략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영어 학습 동기 및
기대에 관한 신념과 학습전략 간 분석 결과에서도 영어 학습 동기 및 기
대 신념이 증가하면 학습 전략사용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학습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친해지기를 원하
거나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습
자가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집단 간 학습신념과 학습전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토익집중 프로그램 설계 시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제언해본다.
먼저, 영어 학습 신념과 영어 학습전략 간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학습의
본질에 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에게 인지, 보상, 그리고 초인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학습의
본질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위해 기억, 인지, 초인지, 정의
적, 사회적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 수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 및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
를 위해 언어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억, 인지, 보상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학습동기 및 기대에 대한 신념을 있는 학습자에게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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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상, 초인지 그리고 사회적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
어야 할 것이다.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서는 학습신념과 학습전략이라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비교 ·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본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모든 토익 학습자에게 적용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영어 학
습 신념과 학습 전략 간의 상호보완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으며 추후 이
루어질 성공적인 영어 학습 방안의 모색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 학습신
념과 학습전략 간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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