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  표현활동수업에  수행동 형  

몰 과 능감에 미치는 향

우정욱
부민초등학  사

Effects of Teaching Behavior Type of Expression Activity Class on 

Flow and Competence in Elementary School

Jung-Wook Woo
Bu-Min Elementary School

  약 본 연구는 등학교의 표 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유형이 몰입 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목 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B 역시 소재 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연구 설계에 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 다. 총 300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 고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합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21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자료처리는 Window용 SPSS 통계 Package 22.0 Version을 이용하

여 빈도분석,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행동유형의 하 요인인 지시형, 권 형, 민주형, 보상형 모두 몰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행동유형의 하 요

인인 민주형, 보상형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시형, 권 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몰입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등학생, 표 활동수업, 교수행동유형, 수업몰입, 유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now the effects of teaching behavior type of expression activity class 

on flow and competence in elementary school. The subject for this research consisted of elementary students located 

in Busan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The sampling method was convenience sampling out of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80 copies were collected back. Out of those 

returned questionnaires, insincerely replied or double-replied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and finally 216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Collected data were put to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Win Ver.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anding type, the autocratic  type, the democratic type and 

the reward type which are the subordinate variables of the teaching behavior type, were all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flow. Second, the democratic type and the reward type which are the subordinate variables of the 

teaching behavior type,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mpetence. But, the commanding type and the 

autocratic type which are the subordinate variables of the teaching behavior type, were not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mpetence. Third, the flow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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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등학교에서 표 활동 역은 무용교육을 의미하며

이는지 , 정서 , 신체 인면을동시에발달시킬 수있

고 사람이 선천 으로 가지고 있는 술 소질을 신체

표 활동을 통해 의도 으로 개발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이에 등학교 표 활동수업에서도 무용을 통하여 학생

들의 개성을 표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무용만이 가지

는 감정 , 정신 , 신체 요인들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

게 하며 완 한자아개념을느낄 수있도록 해야 한다[1].

그러나 등학교 장의 실정을 살펴보면표 활동에

한 편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표 활

동 수업을 꺼려하는 교사들도 있다. 학생들은 몸을 움직

이는 신체표 활동에 한 두려움이나 창피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사들은 표 활동 지도의 문성

부족으로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2].

하지만 무용교육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표 활동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고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교수행동유형으로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표 활동수업을 기 하고 참여하여 수업에 몰

입하고 표 활동수업을 통해 유능감을 가진다면 표 활

동수업을이끄는 교사는 아주 요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학교 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

므로 단순해 보이지만 학생과 교사가교육과정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행동은매우 요하다.

교사의 다양한 교수행동유형과 학생들의 다른성향 등을

고려해 보면 교수학습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3].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어교사의 역

할은 매우 요하다고 하 으며[4]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가학습자들의특성에따라결정되기도하지만교사의

교수행동유형에 따라 많은 향을 끼친다고 하 다[5].

등학교 표 활동수업에 있어서도 효율 인 교수법

을 해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방식에 해 어떻게 느끼

는가에 심이 제기되어야한다. 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교수행동유형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몰입

하고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유능감에 향

을 미치게 된다.

먼 , 몰입은 사 의 의미로 깊이 고 들거나 빠진다

는 뜻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잔잔하게 이

루어지는데 이러한 상태로 수업에 몰입하게 되려면 교사

의 교수행동유형이 아주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6]

은 몰입경험에서의 자신의 집 력을 통하여 최상의 기능

을 행함으로써 학습만족까지 얻게 되며 성취감, 유능감,

자아존 감, 자기발 등의 다양한 욕구충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 다.

수업활동에서 완 히 집 된 몰입의 상태로 학습활동

을 한다면 학습에 빠져든 만큼 학습결과에도 향을 미

칠 것이기에 수업에 있어서 몰입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등학교 표 활동수업에서도 무용교육의 가치

를 수업에서 실행하기 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이 표 활

동수업에 최 한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

을 해야 할 것이다.

수업몰입은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최 한 발휘

하게 하고 수업 속에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지속 으로 향상시키게 하는 성장과 발

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7].

그 다면 몰입과 유능감과의 상 계가 있을까?

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이 요한 학생이 공부

를 하고, 직무수행이 요한 사회인이 업무를 하거나 운

동능력이 요한 운동선수가 경기와 훈련을 할 때, 몰입

을 경험한다면 능력향상 뿐만 아니라 유능감을 지각하게

됨으로서 공부, 업무, 운동 등에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하 다[8].

교수․학습 변인 에서 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유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감각과 운동능력을 사용하고 발

시키려는 경향성으로서 청소년기에 매우 요하다고

하 다[9].

무용과 같은 신체활동 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무엇

인가 잘할 수 있다는 유능감은 자아개념을 높이는데 있

어서 효과가 있으며 사회․정서 , 심동 행동의 변화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개념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

켰다고 보고하고 있다[10]. 신체 유능감은 청소년기에

신체활동과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신체 ․심리 ․정서

․사회 에서의 종합 인 유능감이 향상되어

정 인 가치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다[11]. , 학생

자신이 유능하고 느낀다면 그는 어떤 일이든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12].

따라서 등학생들을 한 무용교육의 가치를 재인식

함과 동시에 표 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유형이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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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는데 목 이 있으며,

효과 이고 질 으로 높은 수 의 교수행동유형을 교사

가 진행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 자료로

제공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1.2 연  목적  가

본 연구의 목 은 등교사의 표 활동수업에서의 교

수행동유형이 몰입 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함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표 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유형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등학교 표 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유형은

유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등학교 표 활동수업에서의 몰입은 유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

2.1 연 상  료수집

본 연구는 등학교 교사의 표 활동수업을 받고 있

는 3, 4, 5, 6학년을 상으로 등교사의교수행동유형이

몰입 유능감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B 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학생을 모집단으

로 선정하 고, 표집방법으로는 비확률 표본추출법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 으며 설문지 배부 시에는 자

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설문지는

총 216부의 자료를 본 조사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N %

Gender
male 106 48.8

female 110 51.2

Grade

3Grade 45 20.8

4Grade 58 26.9

5Grade 63 29.2

6Grade 50 23.1

Total 216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2.2 측정도  

본연구에서는측정도구로설문지를 이용하 다. 설문

지는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교수행동유형, 몰입, 유

능감과 인구통계학 특성으로 구성하 다. 각 측정도구

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것이었

는데, 본 연구의 목 과 상에 맞도록 번안한 후, 체육

학, 무용학 분야의 교수 2인과 박사학 소지자 2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내용의 타당도 문항의 합성을 검

증 받아서 최종설문지를 완성하 다.

먼 교수행동유형을 측정하기 해서는 교수행동 검

사지 [13]을 토 로 하여 국내에서 [14]와 [15]가 번안하

여 사용한 설문지를 [16]이 교수행동유형을 살펴보기

해 수정한 설문지로 구성하 다. 몰입 문항은 [17]의

ESCM을 기 로 [18]이 수정 개발한 설문지로 구성하

다. 유능감을 측정하기 해서는 [19]가 [20]의 성취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유능감 검사지(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PCSC)를 [21]이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설문

지의 구성은 일반 인 특성 2문항, 교수행동유형에서는

권 형 4문항, 지시형 4문항, 보상형 4문항, 민주형 3문항

으로 총 15문항, 몰입에 한항목 4문항, 유능감에 4문항

으로 구성하 다.

2.3 료처리  분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통계 로그램인

Window용 SPSS 통계 Package 22.0 Version을 이용하

다. 우선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의 요인별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한 교수행동유형, 몰입, 유능

감 각 변수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고 교수

행동유형이 몰입 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상 계분석과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2.4 측정도  타당도  신뢰도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설문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 고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

법 직각회 방식 베리맥스 방법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교수행동유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Table 2에

서 살펴보면, 고유값은 모두 1이상이고, KMO=.919로 높

아 문항 간 공통 인 잠재요인이 존재하 고, Bartlett

test =3660.714 (p<.001)로 문항간의 상 행렬이 단 행

렬이 아님이 검증되어, 본 도구의 문항들이 요인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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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형에서 1개 문항(2번)이 제

외되었고, 교수행동유형의 하 요인으로 권 형, 지시형,

보상형 그리고 민주형으로 명명하 다.

신뢰도는 Cronbach’s ɑ 계수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권 형은 .865, 지시형은 .852, 보상형은 .789, 민주형은

.802로 모두 .7이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teaching behavior type

autocratic commanding reward democratic

autocratic-type 4 .852 .317 .211 .253

autocratic-type 3 .845 .304 .192 .274

autocratic-type 1 .842 .244 .258 .211

autocratic-type 2 .834 .250 .278 .271

commanding-type 1 .296 .864 .219 .263

commanding-type 4 .311 .800 .245 .309

commanding-type 3 .292 .792 .378 .198

commanding-type 2 .332 .732 .355 .344

reward-type 1 .302 .180 .829 .161

reward-type 4 .189 .285 .811 .209

reward-type 3 .203 .330 .783 .226

democratic-type 1 .354 .314 .171 .792

democratic-type 2 .358 .427 .243 .717

democratic-type 3 .287 .264 .446 .712

latent root 3.728 3.437 2.848 2.348

% dispersion 26.632 24.547 20.346 16.774

% accumulation 26.632 51.179 71.524 88.299

Cronbach’s a .865 0.862 .789 0.982

Kaiser-Meyer-Olkin (KMO) Test for Sampling Adequacy = .919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3660.714, df = 91, Sig = .000

Table 2. teaching behavior typ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다음으로, 몰입과 유능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Table

3에서 살펴보면, 고유값은 모두 1이상이고, KMO =.922

로 높아 문항 간 공통 인 잠재요인이 존재하 고,

Bartlett test=1372.439 (p<.001)로 문항간의 상 행렬이

단 행렬이 아님이 검증되어, 본 도구의 문항들이 요인

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과 유능감 모두 제

외되는 문항은 없었으며, 몰입과유능감으로 명명하 다.

신뢰도는 Cronbach’s ɑ 계수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유능감은 .916, 몰입은 .890으로 모두 .8이상으로 신뢰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petence flow

competence 3 .843 .319

competence 4 .794 .397

competence 1 .748 .499

competence 2 .747 .498

flow 4 .381 .824

flow 3 .359 .782

flow 2 .384 .773

flow 1 .488 .685

latent root 3.120 3.114

% dispersion 38.995 38.925

% accumulation 38.995 77.920

Cronbach’s a　 .916 .890

Kaiser-Meyer-Olkin (KMO) Test for Sampling Adequacy = .922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1372.439, df = 28, Sig = .000

Table 3. flow, competenc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3. 결과

3.1 수행동 형과 몰 , 능감  상 계 

교수행동유형과 몰입 그리고 유능감의 상 계를 알

아보기 해 Pearson 률상 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eaching behavior type, flow and competence

of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8

teaching
behavior
type

commanding 1 　 　 　 　 　

autocratic .485*** 1 　 　 　 　

democratic .555*** .512*** 1 　 　 　

reward .473*** .385*** .442*** 1 　 　

flow .566*** .609*** .605*** .419*** 1 　

competence .463*** .438*** .572*** .419*** .627*** 1

***:p<0.001

3.2 수행동 형  몰 에 미치는 향

교수행동유형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

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인

은 .404로 교수행동유형 변인이 몰입을 40.4%를 설명

하고 있으며, F값은 216.263, P-value는 < 0.001로 유의

수 5%에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값

은 모두 2이하로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되고, durbin-watson값은 1.937로 자기상 한 없는

것으로 단된다. 계수에 한 분석결과 교수행동유형의

변인 지시형(회귀계수=.153, p<0.01), 권 형(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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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p<0.001), 민주형(회귀계수=.307, p<0.01) 그리고

보상형(회귀계수=.284, p<0.001) 모두 몰입에 유의수

5%에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eaching behavior type and flow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variable

B S E β t VIF

(constant) -.781 .184 　 -4.235***

commanding .153 .056 .142 2.742** 1.895

autocratic .375 .046 .380 8.220*** 1.299

democratic .307 .055 .290 5.574*** 1.914

reward .284 .057 .214 4.952*** 1.014

R2= .404 F = 216.263***, durbin-watson = 1.937
***:p<0.001, **:p<0.01, *:p<0.05

3.3 수행동 형  능감에 미치는 향

교수행동유형이 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

인 은 .425으로 교수행동유형 변인이 유능감을 42.5%

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90.590, P-value는 < 0.001로

유의수 5%에서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IF값은 모두 2이하로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단되고, durbin-watson값은 1.922로 자기상

한 없는 것으로 단된다. 계수에 한 분석결과 교수행

동유형의 변인 민주형(회귀계수=.564, p<0.001) 그리

고 보상형(회귀계수=.214, p<0.01)은 유능감에 유의수

5%에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eaching behavior type and competence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variable

B S E β t VIF

(constant) -.227 .025 　 -8.910***

commanding .084 .077 .077 1.083 1.895

autocratic .116 .063 .116 1.835 1.299

democratic .564 .076 .528 7.409*** 1.914

reward .214 .079 .160 2.701** 1.014

R2= .425, F = 90.590***, durbin-watson = 1.922
***:p<0.001, **:p<0.01, *:p<0.05

3.4 몰  능감에 미치는 향

몰입이 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단

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단순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인 은

.435으로 몰입이 유능감을 43.5%를 설명하고 있으며, F

값은 181.819, P-value는 < 0.001로 유의수 5%에서 회

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1.919로 자기상 한 없는 것으로 단된다. 계수에

한 분석결과 몰입(회귀계수=.435, p<0.001)은 유능감에

유의수 5%에서 유의한 양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7. flow and competence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variable

B S E β t VIF

(constant) .638 .150 　 4.245***

flow .435 .039 .427 11.206*** 1.000

R2= .435, F = 181.819**, durbin-watson = 1.919
***:p<0.001, **:p<0.01, *:p<0.05

4. 논

본 연구는 등학교 표 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유

형이 몰입 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기

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행동유형의 하 요인인 지시형, 권 형, 민

주형, 보상형 모두 몰입에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의

연구에서 술 ․고등학교 무용교사의 교수행동이 학

생의 학습몰입에 향을 다고 연구되어져 본 논문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22]의 연구에서도 무용 술강사

의 교수행동유형이 몰입을 통해서 수업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23]의 연구에서는 체육교사의 지도유형 민주형과 지

시형은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보상형과 권 형

은 몰입에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로 본 연구와 부분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교수행동유형의 하

요인인 지시형, 권 형, 민주형, 보상형 모두 몰입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표 활동수업의 내용에 있어

서 민속무용 등의 순서를 익 야하는 수업에서는 직

시범을 보여주거나 학생들의 개별 인 수 을 악하여

개선사항을 구체 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시형이나 권 형 행동유형이 수업에 몰입을 이끌 수

있는 지도법이고, 즉흥이나 창작 표 활동에서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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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구체 인 칭찬 등을 할 때는 민주형이나 보상형 행

동유형이 더 수업에 잘 몰입할 수 있는 지도법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지시형, 권 형, 민주형,

보상형 등 다양한 교수행동유형을 통해서학생들이 학습

에 몰입하고 표 활동수업에서 즐거움을 찾고 극 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분 기를 만들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교수행동유형의 하 요인인 민주형, 보상형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시형, 권 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형과 보상형처

럼 자유로운 수업 분 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자발 인

수업 참여를 유도해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은 자신감

이 생겨나고 책임감을 느껴서 자신이지각하는 유능감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이고 지시형과권 형은 통제

인 수업 분 기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수행하지 않

고 남의 것을모방하는 등의 수동 인 수업 참여의 모습

으로 집 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각하는유능감에도 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이는 [24]의 연구에서와 같

이 교수행동유형과 등학생의 표 활동수업 참여에서

의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율성지지형은 자기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25]는 등학생들

이 무용이라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

다는 연구 결과로 한 교수행동유형을 잘 용해서

표 활동수업을 이끈다면 학생들의 유능감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이라 하 다.

하지만 [26]의 연구에서는 무용수업에서 교수의 훈련

과 지시행동유형과 민주 행동유형이 유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부

분 으로 일치하고 반 의 결과도 있어서흥미로운 결과

다.

따라서 유능감은 표 활동과 련이 깊다고 할 수 있

으며이는 결국 교육 측면에서 향을 수 있는 요

한 요인이다. 유능감은 인 환경 즉, 교사의 향을받을

수 있으며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면 교사들의 다양한 교

수법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몰입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7]의 연구에서도 무용몰입은 유능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 미술몰입이

자기유능감을 높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

다[28]. [29]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련 유능감이 몰입에

게 정 인 향을 다고 내용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과의 계는 바뀌었지만 유능감도 몰입에 향을 주고

몰입도유능감에 향을 다는사실을알 수있어 두변

인 모두 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유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한 몰입이 높아 과제 해결에 있어서

도 매우 우수하여 몸을 움직이는 표 활동 수업에서도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몸으로 잘 표 한다고 한다[24].

이는 깊게 몰입하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표 활동에

해서도 극 이고 유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수업에 몰입을 하면 학생들의 유능감

은 유의한 향을 미치므로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표 활동 수업에서의 몰입을 경험을 높

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등교사의 표 활동수업에서의 교수행동

유형이 몰입 유능감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인구통계학 특성 요인 악을 하

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교수행동유형과 몰입 유

능감과의 계를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과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교수행동유형의하 요인

인 지시형, 권 형, 민주형, 보상형 모두 몰입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행동유형의 하 요인인 민주

형, 보상형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시

형, 권 형은 유의하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셋째, 몰입

은 유능감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의 교수행동유형에

따라 등학생들의 몰입과 유능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 요구에 부합하는 수업을 이끌기 해서

등교사들은 자신의 교수행동유형을 성찰하고 개선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를 근거로 한 양 연구를 기반으

로 결과를 도출하 으므로 심층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는 못하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인터뷰 찰방

법의 질 연구가 함께 병행되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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