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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G 지역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교사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의 수업행동 중 수업지식과 
수업동기유발에 대해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과제난이도 선호보다 더욱 높은 영향을 미쳤고, 수업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과제난이도 선호가 자기조절효능감 보다 영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
에서 초등교사의 바람직한 수업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 학생 참여형 수업, 초등교사, 교사 배경변인, 교사효능감, 수업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research results on how teacher background 
variables and teacher efficacy affect the teacher’s instructional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tudent participatory classes. A survey was conducted on 122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the G 
area a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influence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self-regulation efficien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lementary teachers' instructional behavior. As for teaching knowledge, 
class motivation, which are sub-variable factors in class behavior, self-regulating efficacy had a higher 
influence than task difficulty preference and for class communication, task difficulty preference had a 
higher influence than self-regulating effica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onsidered ways 
to show desirable teach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tudent participatory classes.
Key Words : Student participatory class, Elementary school teacher, Teacher background variables, 

Teacher efficacy, Teacher’s instruction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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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과거의 교육이 많은 지식을 암기하
는 것을 강조했다면, 현대의 교육은 다양한 지식을 창의
적으로 생산하고 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나온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
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역량과 각 
교과별 특징을 반영한 역량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과는 다른 교수‧학습방법 및 교수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창의융합형 인재
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
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1]. 학생 참여
형 수업은 교사와 학생 및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
하게 일어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능동적 
학습이 일어나는 수업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
된 이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 교수‧학습 
방법, 행동 등에 의해서 다양한 양상의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교사의 수업행동은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어떤 자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2]. 교사의 수업행
동은 교사가 수업목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도와주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
는 것으로,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학생의 능
력에 따라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며, 학생의 학습 평
가에 대하여 적절하게 계획하고 실행해나가는 교사의 행
동을 의미한다[3]. 즉,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사가 행하는 
수업행동이 학생의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
라서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사의 수업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사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참여형 수업
에서 교사의 수업행동에 교사의 지식과 정의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7]를 바탕으로, 교
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
교사의 수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사의 바람직
한 수업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생 참여형 수업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 용어가 처음 등장한 학생 참여
형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주요 수
업방법 중 하나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관통하
는 주요 수업 기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8]. 학생 참여형 
수업은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발표, 실험․실습, 토의․토
론, 체험 학습, 놀이 학습, 프로젝트 학습, 스토리텔링, 협
동 학습, 문제중심학습, 거꾸로 수업 등 그 형태가 다양하
다[9].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는 전통적인 수업과는 달리 학생
이 수업의 주체가 되고,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학생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
공하고 학생의 효과적인 과제 수행을 촉진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0]. 학생 참여형 수업의 목적은 
융합적 사고력, 자기 표현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역량을 제고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
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8, 11].

본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
행동에 따라 수업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점에 착
안하여,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2 교사효능감
국내에서 교사효능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교사효능감의 정의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현정(1998)은 교사효능감을 학교에
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지각 정도라고 정의하였고[12], 김아영, 김미진
(2004)은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신념이라 표현하였다[13]. 박균열
(2008)은 교사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효율
적 훈육에 대한 확신 또는 학생의 학습에 관한 책임과 같
은 신념이 교사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교사효능감을 정의하였다[14]. 즉, 교사효능감은 교사 개
인의 능력과 학생들의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
사의 영향력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인식, 평가, 신념체계 
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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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교사효능감을 변수로 활용한 연구를 살

펴보면, 이무진 외의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이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수행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
혔으며[15], 교사효능감이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본 박정주(2010)와 김성앙(2019)의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이 교수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16, 17].

이와 같이 교사효능감이 교수몰입이나 수행역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학생
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업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교사효능감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
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교
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 가지 
요인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
등교사의 수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3 수업행동
수업행동이란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

어지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교사가 어떠한 수업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보다는 실제로 교사가 수업의 전체 과정
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수업행동의 내용,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18]. 이러한 수업행동은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여 바람직한 학습 결과를 성취하도록 학습자와 상
호작용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수업에서는 교수활동에 해
당된다[19]. 교사의 다양한 수업행동은 수업목표의 달성
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20], 교사의 수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
는 것은 의미가 있다. 

수업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일수
(2012)의 연구에서는 교사 배경변인(교직경력, 담당학
년)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수업행동에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21], 옥장흠(2015)의 연구
에서는 학교장의 수업지도성이 교사들의 수업행동에 영
향을 미쳤으며, 교사의 수업행동이 교수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22]. 이와 같이 수업행동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교사효능감과 교사
의 수업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나아가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수업행동의 차이를 본 연
구는 있었지만 교사 배경변인이 교사의 수업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리더십과 
역량, 그리고 수업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
구[23]를 바탕으로 수업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수업지식, 
수업의사소통, 수업동기유발을 설정하여, 교사 배경변인
과 교사효능감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G 지역에 재직 중인 초등교
사 122명으로,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2주
에 걸쳐 온라인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한 교사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55 45.1

Female 67 54.9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20 16.4
5 to 10 years 42 34.4
10 to 15 years 21 17.2
15 to 20 years 20 16.4

20 years or more 19 15.6

Grade in 
charge

1st or 2nd grade 23 18.9
3h or 4th grade 38 31.1
5th or 6th grade 41 33.6

Exclusive teacher 20 16.4

Table 1. Respondent characteristics

3.2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수업지식, 수업의사소통, 
수업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
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사 배경변인(성별, 교
직경력, 담당학년)과 교사효능감(자기조절효능감, 자신
감, 과제난이도 선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수업행
동(수업지식, 수업의사소통, 수업동기유발)을 종속변인으
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Table 2와 같다.

명목변수인 교사 배경변인을 회귀분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더미변
수로 변환한 교사 배경변인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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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Background variables of 

teachers>
•Gender
•Teaching experience
•Grade in charge

<Variables of teacher’s 
instructional behavior>

•Teaching knowledge
•Class communication
•Class motivation

<Variables of teaching efficacy>
•Self-regulation efficacy
•Self-confide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Table 2. Research model

Background 
variables of 

teachers
Category Value converted to 

dummy variable

Gender Male 0
Female 1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0000
5 to 10 years 1000
10 to 15 years 0100
15 to 20 years 0010

20 years or more 0001

Grade in 
charge

1st or 2nd grade 000
3h or 4th grade 100
5th or 6th grade 010

Exclusive teacher 001

Table 3. Value converted dummy variable

3.3 연구도구
3.3.1 교사 배경변인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교사 배경변인은 성별, 교
직경력, 담당학년으로 Table 4와 같다.

Category Varialbes Number of 
question

Background 
variables

- Gender
- Teaching experience
- Grade in charge

3

Table 4. Background variables of teachers

3.3.2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 측정도구는 선행연구[24]를 활용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효능감 하위 요인으로 자
기조절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를 각 6문항씩 구
성하였다.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는 정적 문
항으로, 자신감은 부적 문항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문항
에 대한 응답은 Likert 5간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교사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지수
(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Sub-factor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α

Self-regulation efficacy 6 .838
Self-confidence* 6 .724

Task difficulty preference 6 .817
*Self-confidence is inverse scoring question

Table 5. Questionnaire construct and reliability of 
teaching efficacy scale 

3.3.3 수업행동
수업행동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23]를 기반으로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수업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수업지식, 수업의사소통, 수업
동기유발을 선정하였는데, 수업지식은 교과에 대한 전문
적 지식, 수업의사소통은 수업 중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
업동기유발은 수업 중 동기유발 및 강화와 관련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23]. 해당 요인은 각 5문항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간 척도 중 하
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업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지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Sub-factor Number of 
question Cronbach’s α

Teaching knowledge 5 .836
Class communication 5 .823

Class motivation 5 .703

Table 6. Questionnaire construct and reliability of 
teacher’s instructional behavior scale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변인 간의 영
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에는 SPSS Statistics 25.0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교사 배경변인, 교사효능감(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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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난이도 선호), 수업행동(수업지식, 수업의사소통, 수
업동기유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 배경변인은 교직경력(20년 이상)을 제외하면 수
업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수업행동
의 하위변인과 .492∼.571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즉,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기 조절 기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한 수업행동을 더욱 많이 실
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은 수업행동의 하위
변인인 수업지식과 -.210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하지만 수업지식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과제난이도 선호는 수업행
동에 전체적으로 .393∼.497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며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교사는 모험적이고 도
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바람직한 수업행동을 더욱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교사 배경변인의 경우 교직경력(20년 이상)을 
제외하고 수업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효능감 변인 중 자신
감이 수업행동의 하위변인 중 수업지식과 부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는 수업행동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2 회귀분석 결과
4.2.1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초등교사의 수업
     행동(수업지식)에 미치는 영향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수업행동의 하위변인인 수업지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
한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
형의 F통계값은 5.934,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에 포
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수업지식을 유의하
게 설명하고 있으며, 수업지식 총변화량의 37.2%(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1.0%)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유의수준 .05에서 수업지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
는 독립변수는 자기조절효능감(t=5.130, p=.000), 과제
난이도 선호(t=2.389, p=.019)이며,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β)에 의하면 자기조절효
능감(β=.451), 과제난이도 선호(β=.222) 순으로 수업지
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able 8).

4.2.2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초등교사의 수업
     행동(수업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Gender 1. Female 1

Teaching 
experience

2. 5 to 10 years .136 1
3. 10 to 15 years -.154 -.330** 1
4. 15 to 20 years -.044 -.321**-.202* 1
5. 20 years or more .162 -.311**-.196* -.190* 1

Grade in 
charge

6. 3h or 4th grade .005 -.003 -.025 .132 .053 1
7. 5th or 6th grade -.088 .215* -.049 -.128 -.114 -.479** 1
8. Exclusive teacher .001 -.088 .091 -.076 -.190*-.298**-.315** 1

Teaching 
efficacy

9. Self-regulation efficacy -.138 -.013 .150 .035 .088 .080 .136 -.111 1
10. Self-confidence* -.230* .108 -.145 .044 .024 -.018 .055 .028 -.071 1
11. Task difficulty preference-.294**-.205* .265** .076 -.042 .094 .147 -.051 .420** -.121 1

Teacher’s  
instructional 

behavior

12. Teaching knowledge -.038 .005 .140 -.080 .080 .057 .076 -.080 .547** -.210* .393** 1
13. Class communication .013 .033 .073 -.092 .069 .101 -.001 .038 .492** -.160 .497** .660** 1
14. Class motivation -.032 -.101 .020 -.066 .257** .100 .006 -.030 .571** -.090 .405** .581** .703** 1

*Reference group: Gender(male), Teaching experience(less than 5 years), Grade in charge(1st or 2nd grade)
*Level of significance: *p<.05, **p<.01
*Self-confidence is inverse scoring question

Table 7.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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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constant) 1.722 .406 4.243***

Gender(Female) .036 .091 .034 .395

Teaching 
experience

5 to 10 years .079 .131 .071 .601
10 to 15 years .021 .146 .015 .146
15 to 20 years -.105 .151 -.074 -.698

20 years or more .071 .163 .049 .434

Grade in 
charge

3h or 4th grade -.028 .122 -.025 -.232
5th or 6th grade -.052 .129 -.047 -.403
Exclusive teacher -.040 .147 -.028 -.269

Teaching 
efficacy

Self-regulation efficacy .470 .092 .451 5.130***
Self-confidence -.108 .062 -.144 -1.750
Task difficulty 

preference .143 .060 .222 2.389*
reference population: Gender(Male),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Grade in charge(1st or 2nd grade)
F=5.934(p<.001), R2=.372, adj. R2=.310
*p<.05, **p<.01, ***p<.001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eaching 
knowledg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constant) 1.550 .402 3.852***

Gender(Female) .148 .090 .135 1.642

Teaching 
experience

5 to 10 years .095 .130 .083 .729
10 to 15 years -.135 .144 -.094 -.933
15 to 20 years -.186 .149 -.127 -1.242

20 years or more .036 .161 .024 .221

Grade in 
charge

3h or 4th grade .026 .121 .022 .217
5th or 6th grade -.112 .127 -.097 -.877
Exclusive teacher .131 .146 .089 .899Teaching efficacy
Self-regulation 

efficacy .385 .091 .357 4.242***
Self-confidence -.049 .061 -.063 -.801
Task difficulty 

preference .300 .060 .448 5.031***
reference population: Gender(Male),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Grade in charge(1st or 2nd grade)
F=7.383(p<.001), R2=.425, adj. R2=.367
*p<.05, **p<.01, ***p<.001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lass 
communication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수업행동의 하위변인인 수업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
귀모형의 F통계값은 7.383,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
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수업의사소통
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수업의사소통 총변화량의 
42.5%(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6.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유의수준 .05에서 수업의사소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자기조절효능감(t=4.242, p=.000), 
과제난이도 선호(t=5.031, p=.000)이며, 독립변수의 상
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β)에 의하면 과제
난이도 선호(β=.448), 자기조절효능감(β=.357) 순으로 
수업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able 9).

4.2.3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초등교사의 수업
     행동(수업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수업행동의 하위변인인 수업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
귀모형의 F통계값은 7.795,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
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수업동기유발
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수업동기유발 총변화량의 
43.8%(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38.2%)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

유의수준 .05에서 수업동기유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자기조절효능감(t=5.956, p=.000), 
과제난이도 선호(t=2.951, p=.004)이며, 독립변수의 상
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β)에 의하면 자기
조절효능감(β=.495), 과제난이도 선호(β=.260) 순으로 
수업동기유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Table 10).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constant) 1.521 .361 4.215***

Gender(Female) .065 .081 .066 .804

Teaching 
experience

5 to 10 years -.092 .116 -.089 -.789
10 to 15 years -.201 .130 -.154 -1.553
15 to 20 years -.188 .134 -.141 -1.404

20 years or more .179 .145 .132 1.241

Grade in 
charge

3h or 4th grade .038 .109 .036 .352
5th or 6th grade -.052 .114 -.050 -.456
Exclusive teacher .072 .131 .054 .551

Teaching 
efficacy

Self-regulation efficacy .485 .081 .495 5.956***
Self-confidence -.012 .055 -.016 -.211
Task difficulty 

preference .158 .053 .260 2.951**
reference population: Gender(Male),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Grade in charge(1st or 2nd grade)
F=7.795(p<.001), R2=.438, adj. R2=.382
*p<.05, **p<.01, ***p<.001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lass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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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이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 수업행동 간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 
배경변인은 교직경력(20년 이상)을 제외하면 수업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20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수업행동에 가장 긍정적이라
고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3].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수
업행동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은 수업행동의 하위변인 중 수업지
식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 수업행동 간의 영
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
사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자신감은 초등교
사의 수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는 교사의 감성지능이 효과적인 수업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7] 및 교사효능감이 교수역량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2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수업행동 중 수업
지식과 수업동기유발에 대해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과제
난이도 선호보다 더욱 높은 영향을 미쳤고, 수업의사소통
에 대해서는 과제난이도 선호가 자기조절효능감 보다 더
욱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효능감
이 높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교사가 조금 더 바람직
한 수업행동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바람직한 수업행동을 늘리기 위해서 교
사의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
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학생 참여형 수업에
서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교사일
수록 교과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친근한 내
용과 방법으로 재구성하고,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다양한 수업매체를 활용하여 학생
들의 능동적 학습을 돕는 등의 바람직한 수업행동을 수

행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 참여형 수업에서 교사의 
바람직한 수업행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기조
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만으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연구지역이나 대상을 확대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급의 학생 
수, 담당 과목 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통
제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조절효
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초등교사의 수업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교사의 자기조절효
능감 및 과제난이도 선호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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