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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Dance Class and 
Class Particip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So-hye Mo
Advisor: prof. Ji-hyoung Im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pp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ve dance cla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 theory of 
interest as one of the learning theories to the middle school dance 
class and figure out their relationships with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elf-esteem, and class participation and thereby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improving the elective dance 
cla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study took as its subjects the two of the middle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at operate dance clas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ose middle school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and total 321 male or female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by sex and grade 
year and their analysis showed differentiation with the grad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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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llected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with 
SPSS21 and AMOS 21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s. As for 
the statistical analyses tha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 
performed One-way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o compare the 
different level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by their sex and 
grade-year, and performed the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PPMC) to figure out the magnitude and directionality of the 
relationality among the interest in dance, self-efficacy, and class 
participation. And I perform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in dance and class participation. Through the abov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I have come up with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this study.
  First, 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on the interest in dance questionnaire about relevance, attention, 
satisfaction, and confidence, the questions on interest came up with 
the sequence of relevance → satisfaction → attention → confidence, 
thus registering a coefficient of great reliability.
  Second, a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those 
who said, “I performed better on assignment activities than other 
students”, registered greater confidence, self-efficacy, and sense of 
achievement about dance.
  Third, as for the students’ cognitive and emotional exertion in the 
in-class assignment activities, the study showed that those students 
who said, “I work hard to perform better in the requested assignment 
activities”, registered greater class participation.
  Finally, the study suggested that there wa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among the interest and self-efficacy that the middle school students felt in 
dance class, and clas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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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가 지식정보화 시대로 급변하면서 질 높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학습자
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
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의 급격한 발달에 비하여 정서 및 심리적인 발
달이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신체적 성숙과 정서적 미숙 사이의 내적 갈
등이 생기는 시기이다. 또한 대인관계의 폭도 1차적 관계인 가족중심에서 2차
적인 관계인 친구, 선·후배, 교사 등으로 깊이도 외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적인 관계로 깊어지게 된다.1)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과도기로서 발달단계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인하여 가치에 대한 갈등 및 자아 정체감
등의 혼란을 일으키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기의 여가활동은 
불안과 긴장의 건전한 해소, 잠재능력의 개발과 자아실현의 장으로써 그 필
요성이 강조된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무용 수업은 학교에서의 지적 활동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내용보다 더 다양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학습을 허용하며, 청소년
의 비행, 폭력, 범죄, 등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
켜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 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
  또한 적극적인 표현활동에 의해 모든 청소년들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짐
으로써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균형 잡힌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체활동은 

1)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서울:학지사,1997),p.27.1) 
2) 이충섭, “방과후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3),  p.26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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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타인과 생활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현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국민소득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등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풍요로
운 삶과 문화수준, 특히 예술적·문화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무용은 인간에 의해 생각되어지고 인간에 의해 진행되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강한 자생력을 가진 예술 가
운데 하나다3). 무용은 시대, 지역, 생활에 따라 변화되면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 왔는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증
거의 하나로 무용이라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삶의 질 향상
은 무용과 같은 문화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즉 과거의 무용
이 단순히 삶을 즐기기 위한 단편적인 무용이라면, 현대의 무용은 정상적인 
육체의 발달, 리듬감, 공간 형성 능력, 즉흥 능력 그리고 사상과 감정의 풍부
한 표현력의 발달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무용은 육체적·정신적 교육 가치
뿐 아니라 개성을 신장시키고 자아를 확립하였다4). 
  또한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활동으로 표현하는 예술로서 신체
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지적 발달, 신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용은 예
술, 철학, 관념, 추상적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적이고 실재적 매개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무용하는 사람은 신체를 통해 가시화되는 동작을 의사소
통 하는 동작 언어로 나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5). 
  즉 무용은 본인의 철학과 의도하는 바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창조하는 지적활동인 동시에 자신의 사상과 감성을 표현함으로써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함양 시킨다6). 

3) 김혜정, “무용 전공생의 무용몰입 경험과 무용참여 만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4) 김주희, “무용 활동 참가가 무용 활동 만족 및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5) 안명식,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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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무용은 가장 인간다운 교육이며,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일상의 움
직임을 가장 리듬화한 것이고, 미적이며 풍부한 정서적 표현을 갖는 신체적
인 가치와 정서적인 불안을 막고 심미적(審美的)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신적 가치, 그리고 개성을 표현하고 감정을 
승화시키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무용은 교육에서 창조적인 움직임을 전달하면서 학생들에게 예술적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 것이며, 신체운동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정서와 감성에 
깊게 관련되어 움직임과 자기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적 차원과 예
술적 차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신체 발달이 왕성한 시기의 무용교육은 참여 동기가 높을 뿐만 아
니라, 수업을 통해 얻어지는 자기존중감, 또한 높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
게 낮은 자기존중감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학업중단, 비행, 폭력, 자살 등의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자기존중감 향
상을 위한 무용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해서 Wilson & Krane(1980)은 자기존중감이 낮으면 심리적으
로 우울한 지표가 되고 자기존중감이 낮고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은 고립감이 
많이 느끼며 자기존중감이 학업 및 사회적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
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고 행동
하는 반면에, 낮은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 하며 불행스럽게 느끼고 자
신이 확신이 없으며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이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반이 
되고 성취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을 느끼기 위해 자기존
중감을 높게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고. 자아존중감은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8). 
6) 신환희, “교사의 무용연수회 참여 동기가 무용몰입과 지속참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

세대학교 대학원, 2011). 
7) 김현숙,조진영, “중학생의 학교무용수업 참가 동기와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추구 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20),p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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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의 경우도 무용연습이나 공연을 할 때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겠지만, 반대로 신체적 능력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다. 최근 자아존중감
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무용치료와 교육을 통하여 자기존중감의 
효율적 변화를 검증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어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용이라는 매체의 개입으로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해주면,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하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
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게 된다9).
  즉 신체를 주된 표현도구로 삼는 무용 자체가 개인의 성취적 상황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과 회피적 행동은 각자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어떻게 자각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른 한편으로 Arkes와 Graske는 성취동기가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자기확신(self-confidence)임을 발견하였으며(Arkes,H.R. & Graske, 
1982), Bandura는 특별한 과제에서 경쟁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인의 믿음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 하였다(Bandura,1986). 자기효능감이란 개
인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향후 성공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 결과를 낳게 한다. 
  그러므로 교육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과제를 제공하여 성공하도록 이끌어 
성취감을 안겨주고,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여 칭찬을 통해 학생의 자기효능감
을 고무시키는 방법이 더 큰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10).
  이처럼 학교 무용 수업에 참가한 청소년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무용의 
대중화와 보편화 현상을 위한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장
기 과정의 청소년들에게 학교 무용수업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학
교 무용수업을 통한 직접적인 무용경험은 무용에 대한 노출인 동시에 무용수업 
참가 이후 성장과정에서의 무용 인식변화 및 가치, 흥미, 관심, 이해도, 지속성 
8) 장희정, “성역할 청체감과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9) 김민희, “무용교육이 청각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1).
10)서희영,“무용통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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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 커다란 상관관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용은 신체를 표현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의 움직임이 많다. 
이러한 신체의 움직임은 사람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신체의 움직
임이 적극적으로 변하면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선택 무용 수업은 학교방과 후 수업의 일환으로 수업
이 이루어지는바 학생들에게 입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용을 통
하여 자기효능감과 무용수업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중학생의 선택 무용수업 일반적 특성과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및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구명하여 향후 중학생들의 선택무용 수업 발전에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년·경력별·참여 동기,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선택무용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자기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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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분석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연구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무용수업을 실시하는 중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이외의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5. 용어의 정의
 
  1) 학교무용학습
  
  예술교과로서 운영되는 예술 중. 고등학교의 전문 무용교육과는 달리 신체 
움직임 이라는 체육과의 공통분모를 가지는 특성 때문에 체육교과 속에 통합
되어 운영되는 일반 학교에서의 무용학습을 의미한다.11)

  2) 자기효능감
  
  특정한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이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과제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을 통하여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3) 매개효과 

  두변수 사이에서 변수사이를 [연결]해주고 [전달] 해주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며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게 주는 영향사이에 무엇인가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11) 윤지영, “학교 무용교육의 가치와 수업실천에 대한 고등학교 무용교사와 학생의 인식”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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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이론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
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이다12). 이것은 
자신의 보유 능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
인의 판단이며, 특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13) 
  자기효능감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보면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자원, 행동 방향을 이끄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고, 성공에 
필요한신체적, 지적, 감정적인 차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
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행동
에 대한 선택이나 노력의 양, 과제 지속력, 사고 형태와 정서적 반응에 영향
을 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과제나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랫동안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들은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데,Schunk(1982)는 학습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인지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을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 내렸으며, Shell(1995)등의 경우에
는 자기효능이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기술들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생산적인 기제이며 주
어진 수준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는 자신감이며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
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14).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되는 것
12) 차정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7). 
13) 우정미,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략과 학업성취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14) 유남이, “방과 후 무용특기, 적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및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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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일반적인 
성격특성의 하나로써 개념화시켰다. 그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한 개인보다 
다양하고 많은 성공경험을 한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자기효능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5)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Bandura(1977)는 조작적 개념을 효능기대감과 결과
기대감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효능기대감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데, 이는 결과를 생산
해 내는데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과기대감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 할 것이라
는 평가를 의미하며, 하나의 주어진 행동이 어떤 확실한 결과를 유추할 것이
라는 개인의 추측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하는 것을 
알더라도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회의가 있다면 행동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할 때, 결과기대감과 효능기대감간의 구분이 가능해진다.16) 성취상
황에서 효과적인 행동유발은 충분한 결과기대와 함께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어떤 결과를 초래할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과 지속할 가능성
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17) 
  Bandura는 일반적인 행동을 결정하는데 효능기대감이 결과기대감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효능기대감
은 행동의시작일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18)결국 결과기대감은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
15) 오현애, “무용수의 자기효능감과 진로 결정요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16) 이명자, “자기조절 학습전략훈련이 아동의 문제해결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17) 조현석, “CAI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이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7). 
18) 전경애,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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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일 뿐 효능기대감이 없이는 행동화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Bandura가효능기대감을 더 중요하게 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수행을 예측하는데 결과기대감보다 효능기대감이 더 정확하다는 점
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결과기대감은 외부환경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내적으로 규정되는 효능기대감 만큼 변형되지 않는다는 점의 이 
두 가지 이유로 결과기대감보다는 효능기대감에 더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처
럼 지각된 효능감은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단 시작한 노력
에도 영향을 준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은 원인과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은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할 때 그 행동을 보다 
자주 선택하고 지속하며, 반복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동기수준
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봤을 때 높은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
기 위한 중요한 연구로서 점차 대두되고 있다.

  1)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자기 효능감은 Bandura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개인의 어떤 행동
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정도는 그 능력을 요하는 행위를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효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Bandura(1986,)는 이러한 자신감은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
서적 반응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19)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배경에서
19) 김아영, “동기이론의 교육현장 적용 연구와 과제: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1) 2004),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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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효능감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과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
에 의해서 사람들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
에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자기의 행동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은 효능감에 대한 신념
에 의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효능감에는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이 있는데, 개인 효능감
이란 개인이 주어진 목표달성에 필요한 행동과정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
력에 대한 신념과 관계가 있다. 또한 집단효능감은 과제를 정취하기 위해 요
구되는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다. 
이러한 효능감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신념과 기술을 갖고 수행하였을 때, 수행의 결과
가 유발된다.

  2) 자기효능감의 효과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이 인간의 행동방식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능가하는 과제는 피하려고 하고, 자신 있
는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특징을 선택할 때는 
자기의 효능에 대한 판단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노력의 양과 행동의 지속력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이 없
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 과제에 대한 자
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
는 시간도 길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행동 조절 능력에 회의
를 갖는 사람은 높은 효능감을 보이는 사람보다 후에 행동이 소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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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된다고 한다.20) 
  Bouffard-Bouchard (1990)는 실제 수행과 상관없는 또래의 규준과 임의
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의 높거나 낮은 자기효능감을 유도했다. 자기효
능감이 착각 적 신념으로 올라가서 높은 목표를 설정한 학생들은 같은 인지적 
능력을 가졌으나 자기가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는 학생들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인 문제해결 전략들을 사용하였고, 더 높은 지적수행을 성취했다. 
  Jacobs와 그의 동료들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거짓으로 된 표준과의 
비교에 의해서 효능감이 높아진 경우 어려운 문제해결에 대한 인내력의 동기를 
발달시켰다(재인용, Jacobs,Prentice-Dunn& Rogers 1984). 효능감에 대
하여 주입된 착각 적 신념들은 개인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수준에 
도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기의 표준적인 기준과 비교해서 더 수행이 좋다고 
또는 나쁘다고 하는 임의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은 집단적인 능력에 대한 신념
을 변화시켰다(재인용,Prussia& Kinicki,1996). 집단의 포부와 수행성취에 
대한 이러한 거짓피드백의 효과는 지각된 집단효능감에서 산출된 변화를 통해 
전적으로 매개되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사고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Beck(1976)과 Sarason(1976)은 환경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신을 무능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높은 정서적 흥분을 산출하고, 매우 심한 무력감에 젖어
들며, 문제나 상황을 실제보다 더욱 어렵게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을 비 효능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자신의 개인적 결핍을 골
똘히 생각하고 집착하여 어떤 난해한 상황보다 더 과장하여 어려운 상황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의 요구에 노력하고 
주의를 집중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실패의 원인을 노력부
족으로 귀인 시킨다. 또한 Miller(1979)는 혐오자극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
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을 덜 느끼고 성취에도 적은 영향
을 받음을 실험결과 증명하였다.
  Bandura(1981,1995,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강한 내적 
20) 유은주, “예술고등학교 무용과학생의 진학결정,진학준비,행동유형에 따른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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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를 지니며, 어렵거나 흥미 없는 과제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주
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오랫동안 학습에 매달리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
지전략이나 자기규제와 같은 정보처리 전략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 사고,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행동양식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2. 무용교육의 가치 및 효과
  현대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간의 기계화 거대한 조직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
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략해가고 있다. 이에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인간으로써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는 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의식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교정책으로써 무용은 
가장 인간다운 교육이며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일상의 움직임을 가장 리듬화 
한 것이다 아울러, 풍부한 정서적 표현을 갖는 신체적인 가치와 정서적인 불안을 
막고 심미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신적 
가치 그리고 개성을 표현하고 감정을 승화시키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사
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용이 여러 가지 유용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체활동
을 기초로 하고 여러 사람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
적 경험이 가능하고 음악을 함께 사용하므로 다른 예술보다 동시에 더 많은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이다.21) 
  Bloom(1964)은 무용의 교육적 분류원칙에 따라 지적, 정의적, 심리 운동
적의 영역으로 분류하면 각각의 무용효과를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사회
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무용의 가치와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
는 일은 무용 참여 목적의 이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무용
교육의 가치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이미란, “무용참여가 기분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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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적 가치와 효과
 
  무용은 미적인 신체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이나 문장으로 자기표현
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그들은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내고
자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자기의 신체를 자유로 이행하려는 운동 활동이
다 무용은 이러한 움직임을 신체운동의 생리학적 효과와 동시에 미적 자기표
현의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드린다. 
  무용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정신과 풍부한 표현력을 갖춘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정상적인 신체의 발육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신체능력의 기
본이 되는 걷기·달리기·뛰기·돌기·굽히기·흔들기·끌기·오르기 등의 운
동을 통해 리듬·긴장·균형·지구·민첩·정확 등의 신체능력의 육성과 정상
적인 신체의 발육을 도모하여 발육기의 학생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된다. 
  학교무용은 인간 해방과 육체해방을 부르짖고 기계문명에 제한을 받는 
인간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가치운동이며 무용은 창작의 무한성과 자율성의 
풍부함 때문에 각 방면으로 운동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22)

  2) 정신적 가치와 효과

  인간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와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약탈해 
가고 있다 이에 무용은 인간의 미적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자기표현의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서적불안정은 자기표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고 무용은 인간의 미적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한
다. 그리고 무용 활동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표현력의 발달은 사상과 감정의 지
적 의식적 바탕을 주로 하는 정신적 요소가 무용에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23) 
  무용은 마음에 의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마음을 자극하고 또한 강한 감동으
로 인간미를 추구하여 심신이 살아있다는 충실감을 갖도록 해주고, 누구에게
22) 송은주, “대중무용에 대한 초등학생의 의식도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005). 
23) 김혜숙, “여고생들의 무용교육에 대한 의식조사: 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

대학교 대학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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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즐거움과 안심 속에서 자기표현이 가능한 도구가 되어준다. 즉 무용은 신
체가하는 운동예술이며 무용은 마음에 의해서 성립 될 만큼 마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아무리 발달된 골격과 훈련된 근육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움직이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심신을 통틀어 행해지는 교육이다.24) 또 다른 면으로는 무용을 통해서 표현
하고 자유로워진 감정을 구체화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를 얻게 되고 타인에게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3) 사회적 가치와 효과
 
  무용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외에도 예술에 대한 
감각을 신장시키고 사회성을 고취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연구결과 무용이 사회성에 미치는 요인을 보면 무용 수업을 하는 학
교학생은 협동심이 63%의 비교적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5) 
  무용의 다양한 형태는 사회적 기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민속무
용이나 사교무용 특수한 발동작만으로 연결된 무용이라 할지라도 모든 형태
의 무용 혹은 움직임은 지배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 경험은 개인의 성
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취해 필요한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그들
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요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도 있다. 
무용의 사회적 기능의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자신감 상호작용 다른 사람에 
의해 던져진 전제에 의한 행동 자신의 전제에 의한 행위나 단체와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 상호간의 고련된 배려, 리더쉽의 교환, 소속감, 친밀감, 의사소
통 등을 들 수 있다. 무용은 상포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화(社
會化)와 집단의 움직임 속에 개인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집

24) 강인실, “여고생들의 무용수업 관심도가 정신교육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
학원, 2002). 

25) 송복순, “여자중학교 학생들의 무용수업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
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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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움직임 속에 개인이 종사하는 사회적인 예술이며, 그 집단 움직임들의 
내용은 무용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 한다.26) 
  무용은 작품을 통하여 표현자와 감상자 간의 단순한 의사전달이 아닌 집단
적인 일체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며, 군무에 있어서는 개인은 개성적 
요구를 가진 개개인의 미를 희구함에 그치지 않고 미적 활동 중에서 개인을 
초월한 공통 미와 집단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
치를 자각하여 인간관계의 올바른 유지를 터득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며 봉사, 협조, 타인의 해 등 바람직한 사회성의 신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집단속에서배우는 무용교육을 통해 아동은 집단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되
며, 조화와 통일의중요성과 협동심, 사회성 등을 배우게 된다.27) 이와 같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무용은 자기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큰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비언어적인 설득력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28)

  4) 무용학습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무용교육을 통해 지향하려는 교육적 가치는 개인마다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무용 참여의 태도는 비전문화와 전문화의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
지만 참여자의 성향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사회, 경제, 문화를 포함하는 다
차원적 현상으로 표출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무용교육의 참여태도를 구분해 보면 학교 무용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
여하거나 대학진학을 위해 무용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를 비전문화라고 할 수 
있고, 대학진학 후 꾸준히 무용 활동에 참여하거나 전문무용단체에서 직업 
무용수로 활동하는 것을 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
26) 육완순, “무용교육과정” (서울: 도서출판사, 금강 1992). 
27) 손영채, “무용예술과 무용교육이 인간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1). 
28) 조윤숙, “무용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연구: 청소년기에 무용의 기능 및 적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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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표현활동 참여도 및 만족의 개념

  1) 수업 참여도의 개념

  수업 참여도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학습자가 수업시
간에 수업장소에 있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참여만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학습자의 수업준비상태나 태도까지를 적용시켜 참여하는 것을 의미
할 수도 있다. 
  수업 참여도를 학습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습자 참여의 의미에 대해서 
학습자와 내용·교수자·학습자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였으며,29) 
개개인이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학습전략 실행과 함께 학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하였
다.30) 또한 교사가 제시한 개별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집단 활동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 손들고 질문하는 것과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그리
고 수업을 위한 준비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31) 
  내재화 된 정의적 특성이 학습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외현되는 
행동양식이라고 하였다. 즉 수업에서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개입하는 한결 같
은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써, 학습과 관련된 자세나 동기, 행동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참여도를 행동, 인지, 정서, 주체적
인 면으로 구분하였다. 행동적 참여는 규칙을 따르고 출석하는 것이나 수업
시간에 해야 할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정의적 참여는 학습
자의 흥미, 재미, 쾌·불쾌 등 감정과 관련된 참여를 의미하며, 인지적 참여

29) 신혜선, “학습자와 교수자의 참여도 향상을 위한 웹 게시판 시스템의 개선”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30) 노병혜,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습참여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03).  

31) 박소영, “체육교사의 리더십 유형이 중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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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조절 학습이나 학습 전략 등을 사용하여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체적 참여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32)

  2) 표현활동 참여 실태
 
  (김유니, 2008)는 표현활동 영역의 재미거리와 걱정거리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재미거리 요인으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 관심 있는 흥미로운 활동, 
신체적 효과, 표현활동 경험의 재미, 협동학습에서의 재미, 독특한 체육수업 
등이 있었으며, 걱정거리 요인으로는 흥미 없는, 하기 싫은 활동, 협동과정에
서의 걱정, 교사의 교수행동, 환경적 요인, 책무성에 대한 부담, 타인의 시선
에 대한 걱정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현활동에 대해 어떤 학생들은 
관심도가 높고 흥미로운 활동으로 여기고 있는 반면, 어떤 학생들은 하기 싫
고 흥미 없는 활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표현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협동학습을 재미거리로 여기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이런 활동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생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표현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33) 
  중학교 무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수업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생, 무용을 좋아하거나 환호하는 학생, 소극적이고 움직임을 싫어하는 학생, 
구석에서 장난을 치는 학생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며, 각기 다른 경험과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는 매우 다양하
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
고 수업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긍정적
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34)

32) 김유니,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여중생의 체육수업 참여도 및 만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8). 

33) 임수신, “중학생의 표현활동 영역에 대한 재미거리 및 걱정거리 탐색 시스템의 개선”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  

34) 이현주, “중학교 주제중심 교과통합 수업의 실천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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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족의 개념

  만족의 개념을 두 가지 견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개인이 가지는 기대
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정도라는 견지이며,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혹은 행복과 불행 그리고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김주희,2001). 전자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 지각된 보상의 기대치보다 실제로 받게 되는 보상수준이 높을 때 만족
하게 되고, 반대로 낮을 때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후자는 개인이 주관
적으로 느끼는 것으로서 습관적 경향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에 대한 비
교 등에서 오는 감정이나 태도가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만족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개인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어떠한 느낌이나 호의 등 전반적인 감정적 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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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학습동기 이론 중에서 흥미이론(Interest theory)을 중학교 무용 
수업에 적용하여 무용수업에 대하여 느끼는 학생들의 흥미, 자기효능감, 그리
고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무용수업(표
현활동 포함)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중에서 2개교를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351명의 남녀 학생들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료
검토 과정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응답하는 등 신뢰롭지 못한 24명
의 질문지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자료 분석은 불성실한 응답자들을 제외한 
327명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남학생은 181명이고 여학생은 146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11명, 2학년 114명, 그리고 3학년 102명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입학 후 
무용수업(표현활동)을 경험한 횟수는 평균 0회이였다. <표 1>에는 연구대
상의 성별, 학년, 그리고 무용수업 경험빈도와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구  분 사 례 수 %
성별 남학생 181 55.4

여학생 146 44.6
학년 1학년 111 33.9

2학년 114 34.9
3학년 102 31.2

경험 1회 121 37.0
2회 115 35.2
3회  91 27.8
4회   0  0.0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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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무용흥미 질문지
  
  무용수업에 대한 흥미는 서진은(2008)과 임혜진(2017)이 중학생들의 무
용흥미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무용흥미 질문지(Interest Questionnaire; 
Keller, 1987)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Keller(1987)의 학습동기촉진 이론을 적용하여 제작된 것으
로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주의력(8문항), 자신감(8문항), 관련성(9문항), 
만족감(9문항)을 측정하는 3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임혜진(2017)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사용한 24문항(관련성 9문항, 주의력 6문항, 만족감 5문항, 자
신감 4문항)의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실
시된 무용흥미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최우도분석, 사각회전)의 결과와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흥미 문항은 관련성, 만족감, 주의력, 그리고 
자신감의 요인 순으로 추출되었으며, 누적 분산비는 약 62%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관련성, 관련성 α=.913, 만족감 α=.927, 주의력 α=.919, 그리
고 자신감 α=.933으로 매우 신뢰로운 계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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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무용흥미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문항 M SD 1 2 3 4 공통성

1.관련성 i5 3.21 .992 .829 -.138 .150 -.070 .766
i20 3.21 .884 .798 -.089 .076 .090 .631
i13 3.23 .926 .776 -.111 .006 -.194 .608
i8 3.19 .995 .763 .018 -.072 .126 .537
i22 3.30 .905 .744 -.185 .191 .300 .659
i25 3.22 1.012 .736 -.048 -.228 -.114 .609
i28 3.30 .898 .727 -.047 -.371 .112 .599
i2 3.02 .908 .694 -.136 .254 .179 .655
i16 3.28 .999 .688 -.182 .307 .074 .605

2.만족감 i18 3.05 .772 -.100 .723 .203 .159 .714
i32 3.24 .907 .136 .722 -.192 -.093 .603
i7 3.08 .956 .026 .706 .084 -.385 .551
i12 3.23 1.016 .108 .698 -.141 -.134 .583
i29 3.27 .962 -.117 .696 .196 .030 .597

3.주의력 i15 3.22 .989 -.064 -.314 .688 -.079 .734
i1 2.93 .904 .266 .213 .687 -.110 .647
i24 3.28 .927 -.349 .102 .686 .071 .607
i21 3.26 .945 .099 -.115 .685 .025 .652
i4 3.10 .989 -.239 .279 .644 .032 .492
i19 3.18 .842 -.369 -.012 .631 .148 .585

4.자신감 i27 3.34 .899 .346 .302 -.311 .796 .640
i30 3.26 .948 .135 .060 .149 .766 .654
i3 3.07 .950 .194 .088 .022 .750 .538
i34 3.34 .918 .241 .085 .129 .687 .600

고유치 10.48  2.07  1.31  1.02
분산비(%) 44.21  8.62 5.45  3.64

누적 분산비(%) 44.21 52.83 58.29 61.93
신뢰도(α) .913 .927 .919 .933

주 : KMO=.93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4536.54 , df=27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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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효능감 질문지
  
  무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자신감은 정구인과 박중길(2013)이 남녀 중학
생들을 대상으로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체육학습 동
기화 전략질문지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Pintrich 
& DeGroot, 1990). 한국판 질문지는 자기효능감(6문항), 내적 가치(5문항), 
평가불안(4문항), 자기조절전략(8문항)을 측정하며, 4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평
가하는 6개의 문항(1.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과제활동을 더 잘한다)이 사
용되었다.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
다, 7점=완전히 그렇다)로 반응하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무용에 대한 자신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6개의 문항들 중에서 부정문 형식의 2개 문항(2번, 
5번)은 역산하여 처리한다. 자기효능감 질문지에 대한 주성분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6문항의 분산 비는 약 58%이고, 신뢰도
는 α=.851이었다.

문항 M SD 요인부하량 공통성
se1 4.00 1.24 .769 .592
se2 4.03 1.31 .719 .517
se3 4.34 1.31 .744 .553
se4 4.14 1.38 .821 .675
se5 4.05 1.48 .701 .501
se6 4.34 1.40 .792 .628

고유치  3.45
분산비(%) 57.59
신뢰도(α) .851

주 : KMO=82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799.43, df=15, p=.001

  표 3. 자기효능감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 23 -

  3) 수업참여 질문지
 
  무용수업(또는 표현활동)에 대한 중학생들의 참여행동은 김승재, 유정이 및 
박중길(2015)이 중학교 체육수업용으로 제작한 질문지에 대하여 임혜진
(2017)이 중학교 무용수업 상황으로 차용한 수업참여 질문지(Class Engagement 
Questionnaire; Shen, McCaughtry, Martin, Fahlman, & Garn, 2012)를 사용
하여 평가하였다. 이 질문지는 수업시간에 주어진 과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노력 수준을 측정하는 1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무용
시간에 나는 요구된 과제활동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시도한다). 학생들은 각 문
항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완전히 그렇다)로 
응답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수업참여도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실시된 탐색적 요인분석(최우도분석, 사각회전)
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10문항의 분산비는 약 
67%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α=.944로 매우 높은 계수를 보였다.

문항 M SD 요인부하량 공통성
ce1 4.13 1.21 .812 .659
ce2 4.35 1.22 .844 .713
ce3 4.47 1.27 .854 .729
ce4 4.49 1.32 .816 .665
ce5 4.43 1.29 .835 .697
ce6 4.34 1.39 .850 .722
ce7 4.35 1.40 .833 .695
ce8 4.67 1.43 .710 .504
ce9 4.49 1.38 .786 .617
c10 4.39 1.37 .833 .693

고유치  6.69
분산비(%) 66.94
신뢰도(α) .944

주 : KMO=.91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χ²=2758.23, df=45, p=.001

  표 4. 수업참여 질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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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이 연구는 중학생의 무용수업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 참여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도서관과 한국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국내 학위논문과 등재학술지 논문들이 수집 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무용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등 주제별로 분류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들이 면밀히 검토
된 후 설문조사에 필요한 질문지들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용 질문지는 심리검
사지 전문가 교수 1인에 의해 검토된 후 제작되었다.
  셋째,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중에서 무용이나 
표현활동 수업을 운영하는 0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해당학교의 체육교사 또
는 강사들에게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설문지 작성요령 등을 설명한 
후 조사 일정이 확정되었다.
  넷째, 조사일정에 따라 해당 중학교의 체육교사 또는 강사가 수업시작 전에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과 작성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 법으로 응답해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작성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1과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자료의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을 평가한 후 질문지의 요인구조에 따라 탐색적 요인
분석이나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후, Cronbach’s α로 추정하는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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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위의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된 각 질문지의 문항들을 이용하여 중
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측정변수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 다변
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3개의 측정변수들(무용흥미, 자기효능감, 수업
참여) 간의 관계성 크기와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무용흥미와 수업참여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α=.05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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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과

1. 중학생의 성별 학년별 참여 동기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비교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또는 나이)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차 
변인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성별과 학년 수준에 따라 
무용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이 다른지를 비교하였
다. 이를 위해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별로 일원 다변량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각 분석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되었다.

  1) 성별 차이검증 비교결과.

 “무용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연구가설 1)”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석이 이루
어졌다. 먼저, 두 집단 간의 공분산행렬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증
한 결과, Box’s M=15.87, F=.741, p=.79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녀 
집단 간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함을 보여준다.
  위에서와 같이, 두 집단의 공분산행렬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원 다변량 분석
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주 효과는 Wilks’ Lambda=.971, F(6,320) 
=1.56, p=.157, η 2=.03, Power=.6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이 남녀 집단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표 5>은 종속변수들에 대한 단변량 F값을 제시한 것이다. 주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단변량 F값은 의미가 없지만, 수업흥미의 하위
요인 가운데 관련성 요인은 연구대상에 따라 남녀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무용흥미와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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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남녀 중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연구가설 1은 기
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  수 M SD F
( 1,325)

P η 2 Power

관련성 남힉생 3.14  .62 5.65 .018 .02 .659여학생 3.30  .61

만족감 남힉생 3.12  .64 2.38 .123 .01 .338여학생 3.23  .59

주의력 남힉생 3.09  .66 4.27 .039 .01 .540여학생 3.24  .62

자신감 남힉생 3.21  .70 1.02 .313 .00 .172여학생 3.29  .70

자기효능감 남힉생 4.05 1.02 3.65 .057 .01 .479여학생 4.26 1.01

수업참여 남힉생 4.32 1.05 2.38 .124 .01 .337여학생 4.51 1.11

  표 5. 중학생의 성별 간 종속변수의 차이검증 비교결과.

  2) 학년별 차이검증 비교 결과.

 “무용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은 중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석이 실시
되었다. 먼저, 두 집단 간의 공분산행렬의 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Box’s 
M=164.50, F=3.81, p=.001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세 학년 사이에 공변량 
행렬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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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행 유의수준을 .05에서 .01로 보다 격히 설정하여 그 차이를 검증
하였다. 일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Wilks’ Lambda=.857, F(12,638)=4.25, p=.001, η 2=.07, Power=1.000로 α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어떤 종속변수들에서 세 학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 f값이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 M SD F
( 2,324)

P η 2 Power post 
hoc

관련성
1학년 a 3.14  .46

 7.06 .001 .04 .928 b>a,c2학년 b 3.39  .57
3학년 c 3.10  .77

만족감
1학년 a 3.05  .50

 7.08 .001 .04 .929 b>a,c2학년 b 3.34  .55
3학년 c 3.10  .76

주의력
1학년 a 3.03  .52

 4.74 .009 .03 .789 b>a2학년 b 3.29  .60
3학년 c 3.15  .78

자신감
1학년 a 3.17  .61

 5.80 .003 .04 .869 b>a,c2학년 b 3.42  .63
3학년 c 3.13  .83

자기
효능감

1학년 a 3.89  .89
13.55 .001 .08 .998 b>a,c2학년 b 4.53  .79

3학년 c 3.99 1.25

수업
참여

1학년 a 4.15  .95
 6.77 .001 .04 .917 b>a2학년 b 4.67  .86

3학년 c 4.39 1.35

  표 6. 학년별 차이검증 비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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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6개 종속변수들 모두가 학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각 종속변수의 평균점수를 보면 세 학년 중 2학년의 평
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간 평균점수가 의미가 있을 만큼 통계적
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검증(post-hoc)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2학
년 집단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 비해 무용흥미의 하위요인들과 자기효능
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
라서 연구가설 2(무용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은 중학생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일부분 지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간 상관분석.

  중학생들이 무용에 대해 느끼는 흥미의 하위요인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
업참여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단순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연구
대상의 성별과 학년 수준을 통제변수로 삼고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표 7>에서와 같이, 무용흥미의 하위요인 중에서 만족감은 자기효능감
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54), 다음으로 관련성, 주의력, 그리고 
자신감과는 .48에서 .52까지의 정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와 r=.61로 매우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업참여는 무용흥미 
하위요인 중의 자신감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r=.62), 나머지 3개
의 하위요인들과는 .56에서 .59까지의 범위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무용흥미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사이에 정적으
로 강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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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1. 관련성 1
2. 만족감 .82 ** 1
3. 주의력 .85 ** .78 ** 1
4. 자신감 .79 ** .76 ** .78 ** 1
5. 자기효능감 .52 ** .54 ** .52 ** .48 ** 1
6. 수업참여 .57 ** .56 ** .59 ** .62 ** .61 ** 1

**p<.01

  표 7.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간 상관관계

3. 자기효능감에 따른 수업흥미와 수업 참여간 다중회귀분석.
  
  끝으로, “무용시간에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수업흥미와 수업참여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연구가설 3)”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
귀 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8>에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오차(S.E.), 
표준화 회귀계수( β), t-값, 설명량(R²), 그리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레핑(Bootstrap)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관련성이 수업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 β=.572, t=12.56, p<.001), 관련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β=.518, t=10.93, p<.001). 관련성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참여
에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관련성의 직접효과가 .572에서 .350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관련성과 수업참여 간의 부분적으로 매
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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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
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R 2 Bootstrap

1 관련성 수업참여 .992 .079 .572 12.56 *** .327 .001
2 관련성 자기

효능감 .849 .078 .518 10.93 *** .269 .001
3 관련성 수업참여 .607 .083 .350  7.33 *** .461 .001

자기
효능감 .454 .050 .429  8.98 *** .001

1 만족감 수업참여 .982 .080 .564 12.30 *** .318 .001
2 만족감 자기

효능감 .890 .077 .541 11.59 *** .293 .001
3 만족감 수업참여 .576 .085 .331  6.74 *** .449 .001

자기
효능감 .456 .052 .431  8.79 *** .001

1 주의력 수업참여 .993 .075 .593 13.28 *** .352 .001
2 주의력 자기

효능감 .827 .075 .523 11.05 *** .273 .001
3 주의력 수업참여 .632 .079 .377  7.99 *** .476 .001

자기
효능감 .437 .050 .413  8.74 *** .001

1 자신감 수업참여 .971 .067 .628 14.55 *** .395 .001
2 자신감 자기

효능감 .705 .071 .483  9.93 ***. .233 .001
3 자신감 수업참여 .673 .068 .435  9.87 *** .517 .001

자기
효능감 .423 .047 .400   9.07 *** .001

 ***p < .001

  표 8.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만족감이 수업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β=.564, 
t=12.30, p<.001), 만족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 β=.541, t=11.59, p<.001). 만족감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참여에 모두 정
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만족감의 직접효과가 .564에서 .331로 감소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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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기효능감은 만족감과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주의력이 수업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β=.593, t=13.28, 
p<.001), 주의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β=.523, 
t=11.05, p<.001). 주의력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참여에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주의력의 직접효과가 .593에서 .377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은 주의력과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이 수업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β=.628, t=14.55, 
p<.001), 자신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β=.483, 
t=9.93, p<.001).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참여에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자신감의 직접효과가 .628에서 .435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자신감과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무용흥미의 하위요인들 모두가 직접
적으로 종속변수인 수업참여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수업참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무용시간에 중학생들의 자기효능
감은 수업흥미와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은 지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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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이 연구는 중학교 무용 수업에 적용하여 무용 수업에 대하여 느끼는 학생
들의 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중
심으로 중학교 무용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의 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
참여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학생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무용에 대한 흥미와 
   자기효능감 비교분석.

 “무용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은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였다. 관련성, 만족감, 주의력, 자신감, 자기
효능감, 수업참여 6개 종속변수들 모두가 학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즉 세 학년 중 2학년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 간 평균
점수가 의미가 있을 만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사후검증 결과 전반
적으로 2학년 집단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 비해 무용흥미의 하위요인
들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수준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무용 수업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이 무
용 수업시 배우는 무용동장의 기능이 향상 될 때 느끼는 만족감과 동작 습
득을 통한 자신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을 때의 보람 및 목표성취감
을 느끼게 되는 내용으로서 무용 수업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의 재미요인이
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학교 교육과정(1997)에서 제시한 무
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감, 성취감 및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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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수업참여 간 상관분석.

  가)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와 매우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업참여는 
무용흥미 하위요인 중의 자신감과 가장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무용흥미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사이에 정적으로 강한 관계
가 있음을 시사하며, 만족감이 수업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만족
감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만족감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참여에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만족감의 직접효과가 <표 8>에서
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만족감과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부분적
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나) 주의력이 수업참여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고, 주의력이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주의력과 자기효능감이 수업참여에 모
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주의력의 직접효과가 <표 8>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주의력과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무용학습 참여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용학습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참여한 집단이 비 참여 
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유남이(200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Bandura(198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으로 인내하고 조정하
여 그 과제를 최대한 성취하려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효능감이 높
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체활동이나 무용교육에서의 리듬, 
경험, 동작, 습득 및 다양한 수행과제들이 성취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어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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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효능감에 따른 수업흥미와 수업참여간 관계분석.

  중학생들이 무용에 대해 느끼는 흥미의 하위요인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
업참여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단순 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에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 수준을 통제변수로 삼고 종속변수들 간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 <표 7>에서와 같이 무용흥미의 하위요인 중에서 만족감은 
자기효능감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54), 다음으로 관련성, 주의
력, 그리고 자신감과는 .48에서 .52까지의 정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수업참여와(r=.61)로 매우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r=.62), 나머지 3개의 하위요인들과는 .56에서 .59까지의 범위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무용흥미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업참여 사이에 정적으로 
강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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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중학교 무용 수업에 적용하여 무용 수업에 대하여 느끼는 학생
들의 흥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그리고 수업참여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무용 수업을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중에서 
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중학
생들을 대상으로 총 351명의 남녀 학생들이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료검토 과정에서 신뢰롭지 못한 24명의 질문지를 제외한 최종분석에 사용
된 표본은 327명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남학생은 181명, 여학생은 146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111명, 
2학년 114명, 그리고 3학년 102명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1과 AMO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은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일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고, 무용흥미, 자기효능감, 수업참
여, 간의 관계성 크기와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무용흥미와 수업참여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기분석이 실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 관련성, 주의력, 만족감, 자신감에 대한 무용흥미 질문지의 탐색적 요
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의 결과에서 흥미 문항에서는 관련성→만족감→ 
주의력 그리고 자신감의 요인 순으로 추출되어 매우 신뢰로운 계수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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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과제활동을 더 
잘한” 학생이 무용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및 성취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업시간에 주어진 과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노력 수
준에서 무용시간에 나는 요구된 과제활동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응답자가 수업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2. 제 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무용수업 흥미와 수업참여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방법과 시각을 달리한 연구문
제가 많이 제기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의 방향 제
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면에서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생으로 한정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시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수업참여도 및 무용흥미와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도구 설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
상자의 심리나 환경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연구
들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무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무용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
록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용 활동이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학생
들의 흥미, 욕구, 자율성 및 창의성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만족하는 무용 
수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인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중학교 무용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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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용 질문지

안   내   문
이 설문조사는 “중학교에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시간에 실시되

고 있는 무용수업(표현활동 포함)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수업참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용수업(또는 표현활
동) 시간에 느껴온 기분과 생각을 그대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
답한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결코 사용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정도 됩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3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석사과정  모  소  혜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_____    ② 여자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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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용(표현활동)수업에 대한 나의 흥미는 ?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무용수업에 열중하도록 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무용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나에게 필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무용수업에서 잘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무용수업은 나에게 주의집중을 거의 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께 배운 무용수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무용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의 학년은?
   ① 1학년 _____    ② 2학년 _____    ③ 3학년 _____
 
3) 학생은 중학교 입학이후 무용수업(표현활동)에 몇 회 경험을 하였나요?
   ① 전혀없음 _____   ② 1번(1학기) _____    ③ 2번(2학기) _____  
   ④ 3번(3학기) _____ ⑤ 4번(4학기) _____

☞ 위의 질문에 모두 응답하였다면,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여러분이 무용(표현활동)수업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
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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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용수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요즘 배우고 있는 무용 수업이 내가 알고 있는 
운동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무용수업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께서는 특정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 약간
의 긴장감을 조성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무용수업의 내용이 나에게 너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무용수업이 나에게 많은 만족감을 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무용수업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해 놓고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받은 성적이나 인정 정도가 다른 학생들
과 비교할 때 공정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친구들은 무용수업의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무용수업 내용을 즐겁게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께서 나의 수행평가에 대해 몇 점을 줄 것인

지 예측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선생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평가 점수보다 더 잘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무용수업 시간에 얻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오늘 공부한 무용수업 내용은 내가 기대한 것 보다 
좋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수업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서 재미있는 행동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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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이 무용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무용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수
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선생님께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지도방법을 사
용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무용수업이 나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종종 무용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용수업 시간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무용수업은 나에게 필요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무용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종종 
나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목표가 나의 
능력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무용수업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2. 선생님께서 무용수업 중에 하신 말씀이나, 무용

수업 성적이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무용수업 시간동안 내가 해야 할 공부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
을 만큼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지도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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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용(표현활동) 시간에,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는 
일치 한다

전히
그렇다

☞ 위의 질문에 모두 응답하였다면,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여러분이 무용(표현활동)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v 표를 하십시오.

1. 나는 요구된 과제활동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요구된 과제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수업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선생님의 설명을 매우 주의 깊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수업에 참여할 때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요구된 과제활동에 흥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체육수업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새로운 과제활동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수업에 참여할 때 몰입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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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과제활동을 더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수행평가를 치를 때는 불안해서 평가내
용을 잘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수업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무용(표현활동)을 훨
씬 더 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수업시간에 긴장되고 불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어떤 과제활동이든 잘해낼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질문] 무용(표현활동) 시간에, 전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는 
일치 한다

전히
그렇다

☞ 위의 질문에 모두 응답하였다면,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무용(표현활동)시간에 과제활동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
문입니다. 각 질문을 주의 깊게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를 하십시오. 

-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응답해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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