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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변화의 잠재 로 일 분류  향요인 검증

최      주†
                  조   민   희

고려 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 변화의 잠재 로 일에 따

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을 결정하는 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한국교

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패 자료를 활용하여 2와 고2 두 시  

모두에서 자기결정성 동기 설문에 응답한 5,459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 동기유형

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해 SPSS 17.0을 이용하여 표 화된 잔차를 산출하 고, M-Plus를 사

용하여 잠재 로 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으로 동기 변화량의 로 일에 따른 잠

재계층을 분류하 다. 분석결과, 동기변화의 잠재 로 일에 따라 분류된 집단은 ‘자기결정성 

증가, 자기결정성유지,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자기결정성 혼돈,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으로 

총 다섯 가지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 다섯 개 집단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부모의 통제. 

학업  자기개념, 교사-학생 계, 시험불안, 회피 지향, 성별, 부 학력, 소득의 향력이 각 집

단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

탕으로 하여 청소년 상담 개입 략에 한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   후속연구에 한 제

안 등을 논의하 다.

주요어 : 자기결정성 동기, 잠재 로 일분석(LPA), 종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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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목 과 필요성

동기(motivation)란 행동과 에 지의 방향을 

제공하는 욕구, 인지, 정서의 내 과정으로 외

 사건인 환경에 따른 유인물을 의미한다. 

학습동기는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하며 목표를 

유도하여 학습결과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

문에 교육학의 오랜 심 주제가 되어 왔다. 

통 으로 학습동기는 학습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있는지, 개인 

내부에 있는지에 따라 외재  동기(extrinsic 

motivation)와 내재  동기(intrinsic motivation)로 

나 어졌다. 이 두 가지 동기 유형의 계에 

해 학자들의 입장은 두 갈래로 나 어지는

데, 하나는 내  흥미가 있는데 외  보상이 

제시되면 내  흥미가 감된다는 상호 립

 견해(Deci, 1971; Lepper, Greene, & Nisbett, 

1973)이고, 다른 하나는 내  흥미가 있는 상

태에서 외  보상이 주어지면 동기유발에 

한 정  효과가 증가한다는 상호보완  견

해(Harackiewicz, 1979; Kruglanski, Riter, Amitai, 

Margolin, Shabtai, & Zaksh, 1975)이다. 양쪽의 

주장은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

으나, 메타분석에서조차 각각을 지지하는 결

과가 발표되어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의 

계에 한 단을 어렵게 했다(김아 , 오순

애, 2001). 그런데 1989년 Ryan과 Connell은 내

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이분법 으로 바

라보는 기존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기 

연구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 다. 즉,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는 그 경계가 분명하다기

보다는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의 연속선

상에 자기조 (self-regulation)의 형태로 존재한

다는 것이다.

기존의 자기결정성 연구들은 련 변인들과

의 계에 을 두는 변인- 심 근(variable- 

centered approach)이 주를 이루었다(서은희, 김

은경, 2013). 그러나 자기결정성 이론이 개인 

내에 여러 유형의 동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이러

한 다양한 동기들이 어떠한 양상을 지니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를 들어, 부분의 사람들이 자율

성과 통제성 동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때, 두 동기 유형이 모두 높은 집단, 높은 자

율성과 낮은 통제성을 지닌 집단, 낮은 자율

성과 높은 통제성을 가진 집단, 그리고 두 동

기 유형이 모두 낮은 집단과 같은 4개의 집단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서 직 으로 드러나지 않는 집단 내의 이질

성에 심을 갖는 사람- 심(person-centered) 

근의 하나인 잠재 로 일 분석은 동기유형의 

조합들을 구별할 수 있고, 체계 이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  집단을 요약할 

수 있는 에서 유용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결정성의 자율

성과 통제성 동기 유형의 분류를 기본으로 다

면  동기 로 일 분석을 수행했다(서은희, 

김은경, 2013; Murica, Gimeno, & Coll, 2007; 

Ratelle, Guay, Vallerand, Larose, & Senecal,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횡단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자기결정성은 학생의 성장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종단  에서 자기결

정성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자기결정성 여러 동기유형들의 변화가 지

니는 특성을 로 일로 규명하여 각 집단의 

분류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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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자기결정성 성장을 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동기 변

화의 잠재 로 일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2005)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한 경험연구에서 자

기결정성 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유형은 무

동기-타율조 -자율조 의 3요인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5

가지 동기유형 가운데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에 을 맞추었다. 즉, 학교 2학년 때 

측정한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가 고 2때 

어떻게 변화하 는지 각각의 변화량을 이용하

여 잠재 로 일 분류를 시도하 다. 한, 잠

재 로 일 분류를 통해 도출된 집단에 향

을 미치는 변인을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

탕으로 하여 자기결정성 기본 심리욕구 요인, 

인지/정서 요인, 그리고 인구사회학  요인으

로 나 어 살펴보았다. 즉, 기본 심리욕구 요

인은 Ryan과 Deci(2000)가 강조한 자율성, 유능

성, 계성의 3가지 변인에 을 두어 자율

성은 부모의 통제, 유능감은 학업  자기개념, 

계성은 교사-학생 계 변수로 살펴보았다. 

인지/정서 요인은 학생이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부정정서가 자기결정성에 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한익, 황정은, 

2012)를 바탕으로 하여 시험불안과 회피지향 

태도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  요인으로는 

성별, 경제수 , 아버지 학력에 따라 자기결정

성 기본 심리욕구에 다른 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 결과( 성희, 신미, 유미숙, 2011)를 토

로 성별, 부학력, 소득이 포함되었다. 본 연

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 유형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계층은 몇 개가 존재하며, 그 형태는 각

각 어떠한가?

둘째, 성별, 부학력, 소득, 부모의 통제, 학

업  자기개념, 교사-학생 계, 시험불안, 회피

지향  잠재계층의 결정요인으로 유의한 변

인은 무엇인가?

이론  배경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 이론은 Hayamizu(1997)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Hayamizu에 따르면, 학습동기

는 학습행동을 하려는 아무런 의도나 의지가 

없는 무동기(amotivation), 교사나 부모와 같은 

권 자들의 제시를 강요받기 때문에 행동하는 

외  조 (external regulation), 타인으로부터 인

정받거나 비난을 피하기 해 행동하는 부과

된 조  혹은 주입된 조 (introjected regulation), 

부여된 목표나 개인  요성 때문에 행동하

는 확인된 조 (identified regulation), 그리고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행동하는 내  조

(internal regulation)의 다섯 종류로 나 어진다. 

즉, 개인이 자신의 행 에 통제감과 조 감을 

가질 때, 보다 높은 수 의 자기결정성을 지

니게 된다. 높은 자기결정성은 자기조  학

습 략의 사용(이은주a, 2001; 한순미 2004; 

Vansteenkiste, Zhou, Lens, & Soenens, 2005), 노력

(Ryan & Connell, 1989), 좋은 성 (조한익, 권혜

연, 2010; 최병연, 유경훈, 2010; Soenens & 

Vansteenkiste, 2005)을 언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자기결정성 변화의 향 요인

자기결정성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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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과 Deci(2000)는 자기결정성에 향을 미치

는 기본 심리욕구로 자율성, 유능성, 계성의 

세 가지 변인을 제시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행 를 스스로 결정했

다고 느끼면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어 자발

인 과제 여가 활발해지고 학업 집 도가 

높아지며 능동 인 정보처리, 장기  지 

등과 같은 정  변화가 나타난다(김은주, 

2007; Chirkov & Ryan, 2001; Vallerand, Fortier, 

& Guay, 1997). 한, 행동을 통해 자신감과 효

율성을 느껴 유능감 욕구가 충족되면, 동기의 

내재화가 진되고 외 으로 동기화된 행동

의 자기조  수 이 높아진다(이명희, 김아

, 2008; Miserandino, 1996; Ryan & Deci, 

2002). 마지막으로 부모, 교사와 같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격려는 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는 내재  동기와 만족

도를 증가시킨다(김민성, 신택수, 허유성, 2012; 

김은주, 2007; 김은주, 도승이, 2009; Frodi, 

Bridges, & Grolnick, 1985). 즉, 자율성, 유능성, 

계성은 학생의 자기결정성의 변화에도 향

을 미칠 것임을 측해 볼 수 있다.

자기결정성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다

른 요인으로 인지, 정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김아 과 오순애(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결정성은 능동  처와 정 인 계를, 

부 응 처와 부 인 계를 지닌다. 한, 

정  사고(조윤정, 2010)나 낙 성(김동 , 

2006)과 같은 정정서는 자기결정성에 정  

향을 미치고, 스트 스(하정희, 2007),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정서(조한익, 황정은, 2012)는 

자기결정성에 부  향을 미친다. 선행연구

들로부터 학습상황에서 불안이나 실패에 한 

공포를 많이 느끼는 학생은 자기결정성이 증

가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측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안, 공포의 정서

는 학생이 낮은 능력의 확인을 회피하는 데에

만 목표를 두는 회피-지향  태도와 련이 

깊으므로(조 철, 2011), 학습에 있어서 회피-

지향  태도 역시 자기결정성의 변화에 향

을 미칠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성의 변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  변인들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성희, 신미, 유미숙(2011)

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율

성, 유능성, 계성에서 높은 잠재평균을 보

다. 경제수 은 여학생의 유능성, 남학생의 자

율성, 유능성, 계성에 정 인 향을 미쳤다. 

그리고 아버지 학력은 남학생의 자율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경제수 ,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자기

결정성의 변화에도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결정성 잠재 로 일 연구

잠재 로 일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재까지 자기결정성을 주제로 진행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학업동기의 다

른 유형인 성취동기를 잠재 로 일로 분석

한 연구는 진행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손원숙(2013)의 연구에서 고1, 고2 학생의 성

취동기의 잠재 로 일로 두 시 의 변화를 

탐색한 결과, 고1에서는 무 심형, 회피형, 

실형의 3개의 성취목표지향성 로 일이 나

타났고, 고2의 경우, 숙달형, 수행형의 응  

로 일과 회피형, 비참여형의 비 응 인 

로 일이 각각 2개씩 도출되었다. 한, 

Pastor와 그의 동료들(2007)은 성취동기는 다

차원 인 요인들로 이루어진 변인이므로 LPA

의 분석방법이 하다고 강조하 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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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성취동기와 특성이 

유사한 자기결정성 동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도 LPA의 분석방법이 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패  자료를 활

용하 다. KELS는 2005년 150개의 학교 1학

년 6,908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이 학생

들이 만 30세가 되는 2023년까지의 성장과 발

달, 학교 경험, 그리고 기 직업의 획득 과정

을 추 하도록 설계된 종단조사이다(임 정, 

김양분, 김성식, 이규민, 2009). KELS에서 자기

결정성 동기의 경우 2차, 3차, 5차에 걸쳐 3회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이 올라감

에 따라 청소년 자기결정성 동기가 어떻게 변

화하는지 알아보기 해 학생들이 학교 2학

년이었던 2차년도 자료와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한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 다. 해당 자

료는 표본의 크기가 5,000명 이상으로 충분히 

크고, 체  9.6%가 결측으로 나타나 이를 

완  제거하여도 결과에 큰 향이 없을 것으

로 단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5,459명을 분석

에 사용하 다.

측정도구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자기결정성 체 

동기유형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를 사

용하 으며, 각각의 동기를 두 시 (T1, T2)으

로 측정하 다. 무동기 척도는 4문항, 외 , 

내 동기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척도는 4  리커트 척도(1=  아니다, 

4=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 무동기 문항의 

한 로는 ‘학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가 

있고, 외 동기 문항의 는 ‘부모님이 화내시

기 때문에 공부한다.’를 들 수 있으며, 내 동

기 문항의 로는 ‘어려운 도 으로부터 기쁨

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가 있다. 본 연구

에서의 내  합치도 계수는 무동기의 경우, 

T1= .71, T2= .85, 외 동기는 T1= .84, T2= 

.81, 내 동기는 T1= .84, T2=.76으로 나타났

다.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통제, 학업  

자기개념, 교사-학생 계, 시험불안, 회피지향, 

인구학  변인(성별, 부학력, 소득)으로 이루어

졌다. 부모의 통제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 부모의 통제에 

한 문항의 로는 ‘부모님은 모든 생활을 

확인하신다.’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81로 나타났다. 학업  자기개념의 경우,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생 계를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6문항으로 구성된 질문

지를 사용하 으며, 문항의 한 로는 ‘선생님

은 학생 입장에서 이해해 주신다.’를 들 수 있

다. 교사-학생 계는 5  리커트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구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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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계수는 .85로 나타

났다. 시험불안 질문지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 다. ‘시험 수 걱

정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등의 문항을 포함

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한, 회피지향 질문지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로는 ‘수업에서 다

른 학생보다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부한다.’ 등이 있다. 5  리커트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3이다. 

인구학  변인으로 성별, 부학력, 소득이 사용

되었는데, 그 , 부학력의 범 는 1= 등학

교 졸업이하, 2= 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

업, 4=2년제 학 졸업, 5=4년제 학 졸업, 

6= 학원 석사과정 졸업, 7= 학원 박사과정 

졸업으로 구성되었다. 소득은 주 식으로 물

어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분석방법

종속변수의 변화량 산출

본 연구는 동기유형의 변화량을 알아보기 

해 SPSS 17.0 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의 T1→T2로의 회귀모형

으로부터 표 화된 잔차(standardized residual)를 

산출하 다. Smith와 Beaton(2008)에 따르면, 

회귀모형으로부터 산출된 표 화된 잔차는 

두 시 의 단순 차이값(T1-T2)으로서의 의미

를 지닐 뿐 아니라 개개인이 기 선(baseline)

으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는 데 

효율 인 방법이다. 즉, 2 시 (T1)의 동기

수 을 독립변수로, 고2 시 (T2)의 동기수

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수립하고, 개

인의 변화량과 평균 인 변화량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잔차를 산출하여 이를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 각각의 변화량으로 간주하

다.

잠재 로 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앞서 산출된 동기유형의 변화량에 해 무

동기 변화량, 외 동기 변화량, 내 동기 변화

량의 로 일이 구성하는 잠재계층을 분류하

기 해 잠재 로 일 분석(이하 LPA)을 실시

하 다. LPA는 직 으로 드러나지 않는 집

단 내의 이질성에 심을 갖는 사람- 심

(person-centered) 근의 하나로,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할 수 있고, 체

계 이며 의미 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  

집단을 요약할 수 있는 에서 변인들 간의 

계에 을 두는 다 회귀, 구조방정식 등

의 변인- 심(variable-centered) 근과 차별성을 

지닌다(Morin, Madore, Morizot, Boudrias, & 

Tremblay, 2009). LPA는 심변인들에 있어 유

사한 수 의 값을 지니는 연구 상의 유형을 

분류한다는 에서 군집분석과 목 을 같이 

하나, 통 인 군집분석에 비해 방법론상

으로 몇 가지 장 을 지닌다(Miller, Turner& 

Henderson, 2009). 우선 LPA는 최 우도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각 

유형에 속한 모든 개인의 추정된 확률값을 설

명하는 계층 소속 확률(probabilities of class 

membership)을 제시한다. 한 잠재변인을 사용

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최

의 잠재유형 모델을 결정하기 해 합도 지

수를 사용할 수 있다.

LPA에서 잠재계층(latent class) 수를 결정하

기 해서는 합도 지수, 통계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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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1 2 3 4 5 M SD

1. 무동기 (T=1) 1 - - - - 2.00 0.65

2. 외 동기 (T=1) .299** 1 - - - 2.09 0.52

3. 내 동기 (T=1) -.120** .026 1 - - 2.38 0.55

4. 무동기 (T=2) .273** .112** -.123** 1 - 2.16 0.66

5. 외 동기 (T=2) .115** .257** -.041** .269** 1 1.92 0.56

6. 내 동기 (T=2) -.115** -.048** .334** -.273** .029* 2.37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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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종속변수 상   기술통계

Entropy 지수 등이 사용된다. 합도 지수에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SABIC(Sample-Size 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 등이 있다. 이 지수들은 

값이 작을수록 더 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Muthén & Muthén, 2006; Stoolmiller, Kim, & 

Capaldi, 2005). 한편, 통계  유의도 검증에는 

잠재계층 수가 k인 모형과 k-1인 모형의 비교

를 의미하는 LRT(Likelihood Ratio Test, or LMR: 

Lo, Mendel, & Robin, 2001)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McLachlan & Peel, 2000)를 

사용한다. LRT와 BLRT는 통계 으로 유의할 

때 k-1 모형이 기각되고, k 모형이 지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Entropy는 추출된 

잠재 로 일에 할당된 사례의 정확성을 나

타내는 지수로서,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오류

가 음을 의미한다(Muthén, 2004). 그러나 이

러한 기 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합성을 

단할 수 없으며, 이들 기 과 함께 집단별 사

례수의 비율과 해석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

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 모

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McCrae, 

Champman, & Christ, 2006).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질 변수 일 때 용된다. 다항 로지

스틱 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분석이 확장된 형

태이나 승산을 정의할 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특정 사건(기 집단, reference group)과 

비시킨다는 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의 의미는 다른 

독립변인들의 값을 통제했을 때, 해당 독립변

인의 값이 1단  증가하면 기 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자연상수 e(약 2.718)

의 B제곱(=Exp(B))배 만큼 증가한다는 의미

이다. 의 값이 1보다 크다면 독립변인이 증

가할수록 기 집단 보다는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  과

기술통계

LPA 분석에 앞서, 자료의 기본  구조와 속

성을 알아보기 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표 1에서 T1에서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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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n 최소 최 M SD 왜도(SE) 첨도(SE)

부모통제 5459 1.00 5.00 3.17 0.82 .171(.033) .102(.066)

학업 자기개념 5423 1.00 5.00 3.29 0.73 -.070(.033) .117(.066)

교사-학생 계 5459 1.00 5.00 2.89 0.72 -.183(.033) .436(.066)

시험불안 5459 1.00 5.00 2.95 1.02 -.037(.033) -.417(.066)

회피지향 5459 1.00 4.00 2.39 0.66 .075(.033) .102(.066)

성별(여=0) 5459 0 1 0.52 0.50 -.084(.033) -1.994(.066)

부학력 5208 1 7 3.67 1.16 .352(.034) -.361(.068)

Ln(소득) 4976 3.22 8.01 5.69 0.58 -.458(.035) .957(.069)

소득 4986 0 3000 348.21 212.14 2.720(.035) 18.074(.069)

표 2. 독립변수 기술통계

변인명 1 2 3 4 5 6 7

1. 부모통제 1 - - - - - -

2. 학업 자기개념 .098** 1 - - - - -

3. 교사-학생 계 .054** .101** 1 - - - -

4. 시험불안 .177** -.034* .030* 1 - - -

5. 회피지향 .128** .043** .039** .314** 1 - -

6. 성별(여=0) .182**  .024 .123** .028* .008 1 -

7. 부학력 .077** .209** -.047**  -.007 .044** -.001 1

8. Ln(소득) .047** .165** -.049**  -.014 .037** .028*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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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독립변수 상

로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동기의 평균은 다소 

증가하 고, 외 동기는 감소하 다. 내 동기

는 비슷한 수 이었다. 무동기와 외 동기는 

정 인 상 을, 무동기와 내 동기는 부 인 

상 을 보 으나, 외 동기와 내 동기는 일

된 상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 개

인 내에서 외 동기와 내 동기가 동시에 존

재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

입되기에 한지 알아보기 해 기술통계 

실시한 결과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

우, 왜도 2.720, 첨도 18.074의 정 편포를 이

루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교정하기 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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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
잠재 로 일 수

2 3 4 5 6 7 8

정보지수

AIC 46117.87 45675.73 45341.42 45149.98 45106.56 45019.60 44871.74 

BIC 46183.92 45768.20 45460.31 45295.29 45278.29 45217.75 45096.31 

SABIC 46152.15 45723.72 45403.11 45225.38 45195.67 45122.42 44988.27

 검증
LMR p<.001 p<.001 p<.001 p<.05 p<.05 p<.01 p>.05

BLRT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p<.001

분류의 질 Entropy  0.541 0.722 0.782 0.818 0.815 0.807 0.815

분류율(%)

1 88.4 18.0 19.1 18.2  3.5 14.9 59.4

2 16.6 10.1  6.4 69.5 74.2  1.9  2.1

3 71.9 65.1  3.4  3.2  2.9  3.1

4  9.4  2.2  1.7 65.9 10.0

5  6.6 14.3  3.7  2.8

6  3.1  6.4 14.7

7  4.3  0.4

8  7.5

표 4. 잠재 로 일 수에 따른 합도 비교

연로그(Ln)을 취하 다. 자연로그를 취한 소득

의 분포는 정상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52%, 여자가 4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

의 상 을 살펴보면, 부학력과 소득이 .413, 

시험불안과 회피지향이 .314로 간 수 의 

정  상 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0.2 이하의 낮은 상  수 을 

보 다. 아울러, 변수들 간 선형성 가정을 검

토하기 해 산 도로 확인한 결과, 변수들 

간 선형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로 일 분석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의 표 화 잔차

를 이용하여 동기유형별 변화량에 존재하는 

상이한 하  집단을 확인하고자 잠재 로

일 분석을 실시하 다. 최 의 집단 수를 결

정하기 하여 모형의 합도와 간명성 지표, 

집단의 동질성 등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표 6

에 제시하 다.

우선 표 4에서 AIC, BIC, SABIC를 살펴보면, 

잠재 로 일이 8개일 때의 합도가 가장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된 모형(nested model) 

비교에서 BIC는 두 모형 간 차이가 6 미만일 

때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Raftery, 1995). 그러나 표본크

기가 매우 큰 자료에서는 복잡한 모형에서 

AIC와 BIC가 지속 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

에 스크리 도표를 활용하여 잠재 로 일의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노언경, 홍세희, 2012; 

Jedidi, Jagpal, DeSarbo, 1997). 그림 1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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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잠재 로 일 수에 따른 합도의 변화

면, 잠재 로 일 수가 5개일 때까지 합도

의 수치가 격하게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

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ntropy 역시 잠재 로 일 5개가 0.818로 가

장 높았다. 한편 LMR에서는 잠재 로 일 8개

일 때 유의하지 않아 7개가 합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BLRT는 잠재 로 일 개수를 8개로 

증가시켜도 계속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집단을 효율 으로 표하는 로

일을 찾기 해 분류율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아직까지 잠재 로 일의 개수를 결정하

는 분류율의 기 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5% 미만이 속하는 집단이 포함되

는 로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

은주b, 2013). 통계  에서는 5% 미만인 

집단이 포함된 로 일은 보통 무 많은 

로 일 수를 추출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

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Hipp & Bauer, 2006; 

Merz & Roesch, 2011). 그러나 인간 행동의 특

수한 측면을 연구하는 상담  임상 분야에서

는 1% 정도의 소수 집단에도 심을 둔다(김

동일, 이윤희, 김 근, 강민철, 2013; 이주 , 

오경자, 2010). 본 연구에서는 학업동기 변화 

로 일의 일반  형태 뿐 아니라 학업에 있

어 어려움을 겪는 소수의 학생들에 해서도 

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 으로 다른 

로 일과 구분되는 집단이 나타나는지에 주의

를 기울 다(강민철, 조 주, 이종선, 2013). 그 

결과, 잠재 로 일 6개 이후부터 새로운 특

징을 지니는 하 집단이 등장하지 않고, 기존 

집단과 유사한 패턴의 로 일이 그 수치만 

약간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것이확인되었다.

이에 여러 합도 지수  통계  유의도 

검증 결과와 잠재 로 일의 분류율, 그리고 

고유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 로 일 존재 여

부에 기반한 해석 가능성을 종합 으로 단

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합당한 잠재

로 일의 수를 5개로 정하 다.

이상에서 결정된 잠재 로 일 수에 따라 

동기유형 변화의 양상은 5개 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해, 

각 집단에 속한다고 분류된 각 응답자들이 실

제로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을 평균 으로 산

출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류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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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비율 (%)
사후 평균 확률

1 2 3 4 5

1 18.2 0.789 0.196 0.016 0.000 0.000

2 69.5 0.078 0.872 0.014 0.010 0.026

3 3.4 0.046 0.165 0.761 0.000 0.028

4 2.2 0.001 0.165 0.000 0.805 0.029

5 6.6 0.000 0.144 0.012 0.014 0.829

표 5. 잠재 로 일 할당 확률 평균

집단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

집단명칭(%)
추정평균 의미 추정평균 의미 추정평균 의미

1 -1.097 감소 -0.682 다소 감소 0.702 증가 자기결정성증가(18.2%)

2 0.092 유지 0.178 유지 -0.026 유지 자기결정성 유지(69.5%)

3 -0.515 다소 감소 -1.23 감소 -1.779 매우 감소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3.4%)

4 1.427 증가 1.94 매우 증가 1.169 증가 자기결정성 혼돈(2.2%)

5 1.848 매우 증가 -0.016 유지 -1.14 감소 자기결정성감소(6.6%)

표 6. 집단별 추정평균  집단 명칭

각선에 해당하는 값이 클수록 각 사례별 

분류의 정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Pastor, 

Barron, Miller & Davis, 2007). 를 들어, 집단 

1에 배정된 사람들이 집단 1에 속할 평균 확

률은 .789, 집단 2에 속할 평균 확률은 .078, 

집단 3에 속할 평균 확률은 .046, 집단 4에 속

할 확률은 .001, 집단 5에 속할 확률은 .000이

다. 체 으로 어떤 집단에 분류된 개인이 

실제 그 집단에 속할 확률은 76%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잠재 로 일 5개 집단의 잠재평균 추정치

를 바탕으로 각 집단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추정

평균은 표 화된 잔차가 사용되었으므로 +1

은 ‘증가’, +2는 ‘매우 증가’, -1은 ‘감소’, -2는 

‘매우 감소’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집단 

1의 경우, 무동기는 -1.01로 감소했고, 외 동

기는 -0.68로 다소 감소했으며, 내 동기는 

0.79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 집단은 

학업에 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외부의 

조건보다는 내면의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려는 

변화를 보 으므로 ‘자기결정성 증가’ 집단으

로 명명하 다. 집단 2는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 모두 ±0.1 내외의 추정평균을 보여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 다. 집단 

3은 무동기가 -0.52로 다소 감소하고, 외 동

기는 -1.23으로 감소했으며, 내 동기는 -1.78

로 매우 감소하여, 모든 집단  외 동기와 

내 동기 가장 감소하는 형태를 보 다. 이 

집단은 학업에 한 통제성과 자율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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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 로 일의 형태

떨어진 특성을 보여 학업에 한 열의가 매우 

감소했음을 암시하므로 ‘자기결정성 발달 정

체’ 집단으로 명명하 다. 집단 4의 경우, 무

동기는 1.43으로 증가하고, 외 동기는 1.94로 

매우 증가했으며, 내 동기는 1.1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 일반 으로 무동기는 내 동

기와 부 인 상 을 갖기 때문에 두 유형의 

동기가 모두 증가한 것은 모순 인 상으로 

보인다. 이 집단의 학생들은 학업에 한 의

미와 가치를 잃으면서도, 동시에 통제감과 자

율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연구자는 집단 4를 학업에 한 모순된 태

도를 지닌 ‘자기결정성 혼돈’ 집단으로 명명하

다. 집단 5는 무동기가 1.85로 매우 증가하

고, 외 동기가 -0.02로 유지되었으며, 내 동

기는 -1.14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 다. 이는 

학업에 한 의미와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흥

미와 재미마  잃은 상태에서 외부의 통제에 

따라 공부하려는 태도만 유지가 되었으므로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 다. 각 

집단의 로 일 특징을 한 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한 자료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잠재 로 일 향요인 검증

LPA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모형의 집단 

분류 결과에 해, 부모의 통제, 학업  자기

개념, 교사-학생 계, 시험불안, 회피 지향, 성

별, 부학력, 소득이 미치는 향력을 알아보기 

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다

항 로지스틱 분석은 기 집단을 어떻게 설정

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본 연구는 

동기 유형이 유지된 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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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기결정성 증가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자기결정성 혼돈 자기결정성 감소

Exp(B) p Exp(B) p Exp(B) p Exp(B) p

부모의 통제 1.064 0.226 0.948 0.634 1.159 0.310 1.198 0.023

학업  자기개념 1.606 0.000 0.596 0.000 1.087 0.615 0.710 0.000

교사학생 계 1.136 0.025 0.720 0.008 0.899 0.505 0.623 0.000

시험불안 0.872 0.001 0.745 0.001 1.040 0.744 0.938 0.336

회피 지향 0.920 0.196 1.431 0.012 0.852 0.381 1.063 0.552

성별(여자) 0.996 0.962 0.407 0.000 0.408 0.001 0.757 0.037

부학력 1.031 0.425 0.932 0.421 1.103 0.367 0.959 0.504

소득 1.019 0.811 0.887 0.478 0.840 0.429 1.088 0.505

표 7.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 집단=자기결정성 유지)

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해, 기

집단을 ‘자기결정성 유지’로 하여 분석을 실시

하 다.

표 7을 살펴보면,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에 

비해 학업  자기개념이 더 높고, 교사-학생 

계가 더 좋으며, 시험불안이 더 낮을 때 ‘자

기결정성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

에 비해 학업  자기개념이 더 낮고, 교사-학

생 계가 좋지 않으며, 시험불안이 낮고, 회피 

지향이 많을수록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더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과 ‘자

기결정성 혼돈’ 집단을 통계 으로 유의하게 

구별하는 요인은 성별이 유일했다. 남학생일

수록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 보다는 ‘자기결

정성 혼돈’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자기

결정성 감소’ 집단의 경우, 부모의 통제가 많

을수록, 학업  자기개념이 낮을수록, 교사-학

생 계가 좋지 않을수록 ‘자기결정성 유지’ 집

단 보다는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역시 남학생이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감

소’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논  의

자기결정성은 학습자 개인의 고유 속성과 

그가 처해있는 상황  맥락 간의 상호작용으

로 만들어진다. 특히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학생의 경우, 무동기와 외재

 동기를 지닌 학생들이 가장 많고, 고등학

교로 진학하면서 무동기군이 증가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김아 , 2003). 학교 이 높아질수록 

입시에 한 부담감과 경쟁이 가 되면서, 변

화된 환경에 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업수

행에 해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동기 유형을 이

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발달을 

진시키고 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학업상담을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생물학 으로 동일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266 -

발달단계에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도 동기 

유형에 따라 자기결정성의 변화에 향을 미

치는 변인들의 종류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동기 유

형(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을 함께 고려하

여 잠재 로 일 분석을 실시하고 더불어, 분

류된 로 일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련 

변인들의 향력을 알아보았다. 동기 유형별 

변화량은 2 시 의 동기 수 과 고2 시 의 

동기 수 을 투입한 회귀분석의 잔차를 활용

함으로써 평균 인 성장으로부터 각 개인이 

갖는 고유 변량을 고려하고자 하 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로 일 분석 결과, 다섯 가지 

집단이 나타났다. 집단 1은 무동기와 외 동

기는 감소하 으나 내 동기는 증가해 학업에 

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외부의 조건보

다는 내면의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려는 변화

를 지닌 ‘자기결정성 증가’ 집단, 집단 2는 무

동기, 외 동기, 내 동기에서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은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 집단 3은 

체 집단  외 동기와 내 동기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여 학업에 한 열의가 하되었

음을 나타낸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으로 

볼 수 있었다. 집단 4는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가 모두 증가하여 학업에 한 의미와 

가치를 잃으면서도, 동시에 통제감과 자율성

을 증가시킨 ‘자기결정성 혼돈’ 집단으로 명명

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무동기는 증가, 

외 동기는 유지되었으며, 내 동기는 감소하

여 학업에 한 의미와 가치는 감소되고 외부

의 통제에 따라 공부하려는 태도만 유지된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으로 보았다.

집단 3(‘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과 집

단 5(‘자기결정성 감소’ 집단)는 ‘무동기 변화

량 > 외 동기 변화량 > 내 동기 변화량’의 

순서로 무동기가 증가하고, 내 동기는 감소

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 다. 그러나 집단 3은 

무동기가 유지되는 반면 집단 5는 무동기가 

증가했고, 집단 5보다 집단 3의 외 동기, 내

동기의 감소 수 이 훨씬 크다는 에서 두 

집단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집단 3은 

2 시 에 비해 고2 시 에서 학업에 한 

통제성과 자율성이 모두 떨어진 특성을 지니

며, 집단 5는 통제성은 유지되었으나 자율성

은 떨어진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4(‘자기결정성 혼돈’ 집단)

의 경우,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가 모두 

증가하는 모순된 형태의 로 일을 보 는데, 

이는 다양한 동기 유형이 연속선상에 존재한

다는 자기결정성 이론(Deci & Ryan, 2002)을 지

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섯 개 집단으로 나 어진 로 일

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부모의 통제, 학업

 자기개념, 교사-학생 계, 시험불안, 회피 

지향, 성별, 부학력, 소득의 향력을 분석하

다. 우선, 자기결정성의 기본심리 욕구 요인

과 련된 변수인 부모의 통제, 학업  자기

개념, 교사-학생 계는 비교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는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과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을 결정하는 변수 으

나, 다른 집단 간 차이를 변별하지는 않았다. 

이는 부모의 일상통제가 외 조 에는 정 인 

향을, 내재  동기에는 부 인 향을 미친

다고 보고한 신종호, 진성조, 김연제(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통제가 심할

수록 동기 수 이 유지되기 보다는, 무동기가 

증가하고 내 동기가 감소하며 외 동기만 유

지되는 변화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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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의 경우 내  동

기가 감소하 으나, 외 동기도 함께 감소했

기 때문에 부모의 통제가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업  자기개념은 가장 많은 집단 간 차이

를 결정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학업  자기개

념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증가’ 집단에,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와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보다는 ‘자기

결정성 유지’ 집단에,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혼돈’ 집단에 속할 확

률이 높았다. 그러나 학업  자기개념이 ‘자기

결정성 유지’와 ‘자기결정성 혼돈’ 집단, 그리

고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와 ‘자기결정성 감

소’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을 다루는 선행연구

에서 학업  자기개념은 학업성취도와 함께 

빈번하게 연구되는 변수이다(Fortier, Vallerand, 

& Guay, 1995; Guay & Vallerand, 1997; Guay, 

Ratelle, Roy, & Litalien, 2010; Marsh, 2007). 이들

은 횡단 ,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결정

성이 학업  자기개념과 학업성취도를 매개함

을 경험 으로 증명하 다. 본 연구와 선행연

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업  자기개념은 

동기 유형의 정  변화, 즉, 내 동기가 증

가하고 무동기가 감소하는 데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어도 동기 수 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가 유지되지 않고 모두 증

가하는 변화 상이나 내 동기가 떨어지는 

학생 , 외 동기도 함께 떨어질 것인지(‘자

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 외 동기는 유지

되고 무동기가 증가할 것인지(‘자기결정성 감

소’ 집단) 여부를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학생 계 역시 학업  자기개념과 유

사하게 집단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

다. 즉, 교사-학생 계가 좋을수록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증가’ 집단에,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와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에 속할 확

률이 높았다. 그러나 교사-학생 계가 ‘자기결

정성 발달 정체’와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교사의 자

율성지지 유형이 학생의 내재  동기에 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eci, Connell, Ryan, 1989; 

Rigby, Deci, Patrick, & Ryan, 1992; Reeve & 

Jang, 2006)와 일치한다. 교사가 학생의 욕구나 

감정을 이해하고 존 해  때, 학생은 스스

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주도 인 행동을 진하는 것이

다. 한편, 김민성, 신택수, 허유성(2012)에 따르

면 교사-학생 계의 기값과 변화량은 외  

조 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내재  조

에는 정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을 

종합해 보면, 교사-학생 계는 학업  자기개

념과 마찬가지로 동기 유형의 정  변화를 

이끌거나 어도 동기 수 을 유지시키는 역

할은 하지만, 내 동기가 감소하는 집단에 

해 외 동기도 함께 감소할지(‘자기결정성 발

달 정체’ 집단), 외 동기는 유지되고 무동기

가 증가할지(‘자기결정성 감소’ 집단)를 별하

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지/정서  요인인 시험불안과 

회피 지향의 향력을 살펴보면, 시험불안의 

경우 시험불안이 낮을수록 ‘자기결정성 증가’ 

집단 혹은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에 속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 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보면, 높은 학업

 자기개념과 좋은 교사-학생 계가 담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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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낮은 시험불안은 ‘자기결정성 증가’ 집단

에 속할 확률을 높이지만, 그 지 못한 상태

에서 시험불안만 낮다면 ‘자기결정성 발달 정

체’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

다. 좋은 성 을 거두고자 하는 욕구가 시험

불안을 높인다는 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욕구가 하된 학생들은 학업에 한 무 심

으로 외 동기와 내 동기가 모두 감소하는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의 로 일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회피 지향 변수는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과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을 제외한 나머

지 집단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회피 지향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결정

성 증가’, ‘자기결정성 유지’, ‘자기결정성 혼

돈’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회피 지향은 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와 련이 깊다는 을 고

려해 볼 때, 실패에 한 두려움이 학업에 

한 열의를 차 어들게 하고, 나아가 외

인 보상과 내 인 보상에 한 가치를 모두 

하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  요인인 성별, 부

학력, 소득 에서는 성별만이 유일하게 집단

을 변별하는 향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자기결정성 

증가 집단,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보다는 자기결정성 발달 정체 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외 동기와 내 동기의 격한 하

락으로 인해 학업에 흥미나 열의를 잃을 가능

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

정성의 하 요인(자율성, 유능성, 계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

은 평균을 지닌다고 보고한 성희, 신미, 유

미숙(201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한, 성별의 차이가 청소년기 

자기결정성 수  뿐 아니라 동기유형의 변화 

로 일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장과 청소년 상담의 

개입 략에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한다. 우선 

세 가지 동기유형의 수 에 변화가 비교  

었던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은 개인  환경  

역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집단은 

체의 약 70%를 차지하므로 한국 청소년의 

형 인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내 동기를 증가시키고, 무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학업상담 

로그램을 통해 정 인 학업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시험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도울 필

요가 있다. 한, 좋은 교사-학생 계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지지하는 교사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외

동기와 내 동기가 모두 하된 ‘자기결정

성 발달 정체’ 집단은 3.3%로 소수를 차지하

지만, 학업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정서

으로도 탈진하며, 학업  무능감을 느끼는 학

업소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에서 

기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더 

이상 학업동기를 잃지 않게 하기 해서는 실

패를 두려워하는 회피 지향  태도를 다룰 필

요가 있다. 교실에서는 다양한 성공경험을 통

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제

공된다면 유익할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는 학

생이 외 인 평가나 최종 결과보다는 내 인 

기 과 과정에 을 맞추는 방향으로 인지

인 도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 내 동기가 감소하고 무동기가 증가

한 ‘자기결정성 감소’ 집단 역시 6.6%의 소수 



최 주․조민희 /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변화의 잠재 로 일 분류  향요인 검증

- 269 -

집단이지만 학업에 한 가치를 외 인 보상

에서만 찾는다는 에서 향후 ‘자기결정성 발

달 정체’ 집단으로 이동할 잠재 인 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해서는 

보다 거시 인 근과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

이다. 를 들어, 부모교육이나 교사 교육, 연

수 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의 통제나 교사-학

생 계가 학생의 자율성 미치는 향력에 

한 인식을 확 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가 모두 증가한 

‘자기결정성 혼돈’ 집단의 경우 보다 섬세하고 

개인 인 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에 남학생이 많다는 을 

제외하고는 ‘자기결정성 유지’ 집단과의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동기와 내 동기가 동

시에 증가하는 모순 인 상을 경험하고 있

으므로, 학생 내면에 심리 인 갈등이 존재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개인상담이나 면  

등을 통해 구체 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 알아보고,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

기 유형  무동기, 외 동기, 내 동기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기결정성 동기의 체유형

을 바탕으로 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동기의 

다섯 가지 유형을 모두 다루어 각 집단의 특

성을 구체 으로 악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

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2와 고2의 

두 시 만을 찰하 는데 추후에는 여러 시

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여 학생들의 동기유

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해 확인해볼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

로 사용한 회귀 잔차의 정확도는 회귀식의 설

명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의 회귀식은 

설명력이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

한 경우, 회귀 잔차의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

문에 LPA 분석 시 정확하지 않은 모형이 산출

될 험이 있다.

학업은 청소년 시기의 가장 요한 발달과

제로 생활의 심이 된다. 학업에 한 가치

를 발견하고 외 , 내  보상을 히 획득

하며 생활하는 것은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로 일에서 필요

한 개입 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 

수 을 정 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학생

들의 삶의 만족도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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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Testing Determinants of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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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classified groups based on latent profile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amotivation, 

external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and examined the determinants for each group.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panel data of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 total 5,459 participants who 

answered questionnaire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f two times both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and second grade of high school. To identify the change motivational type, standardized residual was 

conducted using SPSS 17.0., and the latent classes for the change of motivational type was investigated 

using M-Plus in the frame work of Latent Profile Analysis(LPA).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ve 

groups(increase of self-determination, self-determination maintenance, self-determination developmental delay, 

elf-determination confusion, decrease of self-determination group) were classified based on latent profile. In 

addition, parental control, academic self-concept,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est anxiety, avoidance 

orientation, gender, father's education,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ch group. Lastly, the 

implications for directions of the adolescent counseling,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 Latent Profile Analysis (LPA), longitudinal stu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