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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의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심

지어 일부 직업은 인공지능으로 직접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에 따라 교육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은 21세기에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미래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높은 자아효능감이 요구되

고 있고, 동시에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더해, 교

사와 학습자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학생의 학교적응이나 수업참여, 나아가

자아효능감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선행 연구

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

계와 수업태도 등이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Modeling)을 사용하여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넷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는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업

적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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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초등학생과의 면담, 예비

검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

도’,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

생 관계 척도’는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의 3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

으며, ‘수업태도 척도’는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하였고,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는 ‘자기신뢰’, ‘자기조절’의 2가지 하위 영역으

로 구성하였다. 세 척도 모두 신뢰도(Cronbach’ α)와 구인 타당도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중국 베이징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72명이었다.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 초에 ‘수업태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 중순에 ‘학업

적 자아효능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중 설문지에 응하지 않았거나 부

분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학생은 총

450명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이 지

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7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

준화계수는 .4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셋째,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

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529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1)

넷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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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

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08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또한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

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23이었고, 총효과에 대한 표준

화계수는 .83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수업태도가 두 변인

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태도가 두 변인을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초등학교에서 긍정적인 교사-학

생 관계와 수업태도를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

구조방정식 모형(SEM), 중국 초등학교

학 번 : 2018-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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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중국에서는 2016년부터 ‘핵심역량’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그 구성 요소로 ‘인문 소양(humanistic

connotations)’, ‘과학적 사고(scientific thinking)’, ‘학습 방법의 습득(learning

how to learn)’, ‘건강한 생활습관(Healthy living habits)’, ‘사회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 ‘창조력 및 실천 정신(Creativity andpractical spirit)‘을 제시하

였다(중국교육부, 2016).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해 중국은 ‘제13차 5개년 국가발전계획

(The thirteenth five-year-plan)’에 근거한 ‘2019년 개정판 국가교육과정’을 시

행하고 있다. ‘2019년 개정판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미래 핵심역량’과 같은 새로

운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핵심역량 갖춘 미래 인재에게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좋은 학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중요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긍정적인 학습동기, 학업적 자아효능감, 인지조

절전략, 행동조절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龙安邦 륭안방 외, 2019). 그래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한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

수· 학습 방법의 개선 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자아효능감’이란 개념은1977년 Bandura가 제시한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나 기대와 같은 비인지적 지능’을 의미한다.Bandura(1997)의 이론에 의하면 학

업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 활동에 대한 긍정적 동기가 강하고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을 자

신의 능력을 판단할 때 성공적인 신념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긍정적인 자아효능감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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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학생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교

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아효능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예컨대 Lynch와 Cicchetti(1997)는 학생들이 지각

한 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 학교 수업, 학교 규칙 등에 대

한 가치 인식이 이루어지며, 가치 인식의 정도에 따라 수행력이 달라질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Pianta(1997)는 교사가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하거나 지지적

도움을 준다고 학생이 지각하면 자아개념, 학습 태도, 학습 동기 등의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교사행동과 학생의 자아개

념 간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학생이 교사에 대하여 어떻게 지

각하느냐가 사회적, 인성적, 학업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우지현 외(2007)는 상업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의 리더십 유형이 학

생의 자아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소연희(2009)는 교사의

지지가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하(2010)

는 학생이 지각한 교수 전문성이 지각된 교사의 수업과 정서 지원행동을 매개

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정현정 외(2011)는 초등

학교 학생이 인식하는초등교사의변혁적리더십과 학생들의학업적자기효능

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권슬기(2016)는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고, 이러

한 과정에서 개인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높게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음악학습에 대한 자아효능

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행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들의 행동이나 교수법이 학생

의 학습태도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湛雅洁 잔야지에, 2019; 张

小宁 장샤오닝, 2019; 王静 왕징, 2016 ; 杨信梅 양신메이,2019), 교실안에서 긍

정적인 교사-학생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周香玉 저우샹위,



3

2020; 付卓玉 부줄옥, 2019; 艾洪洁 애행지혜 외, 2019; 张磊 장례, 2009; 曹艳敏

자오연민2009), 교사의 교실평가와 학생의 자아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宋志东 송지동,2019), 교사-학생 관계와 학생의 학습 흥미나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何声清 하성청 외, 2018; 李维 리위 외, 2018),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의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살펴본 연구(림

중드 林崇德, 2001)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이미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학생의 수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엄순빈 외, 2015; 장샤오닝

张小宁 2015; 고문수, 2010; 조흥식 외,2008; 김태영, 2006; Pianta &

Steinberg,1992). 또한, 교과내용이나 수업에 대해 긍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는 학생은 수업에 참여를 잘하고 많은 노력도 기울이므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같은 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은 수업 내

용을 무시하거나 반항적이며, 노력도 하지 않고, 도전에 대한 열정도 없으므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도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장

시성, 2005; 김정묵 외, 2004; 윤미정외2018; 주증중 周正钟, 2019). 하지만 초

등학생의 수업태도가 교사-학생 관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사이에서 매개효과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지각(知覺)한 교사-학

생 관계가 수업태도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업태

도의 매개효과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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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

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4.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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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국의 초등교육제도

중국 초등교육 현장에서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의 수업태도 및 학업적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중국의 초등

교육에 대한 제도와 현황 등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국 초등교육 학제

중국에서는 의무교육(義務教育)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 재학 기간은 총 9년이다. 중국 의무교육법(義務教育法)에 의하면 입학년도 8

월31일 전에 만 6세인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매년 6월에 입

학하고 9월에 졸업한다. 또한 중국의 초등학교는 모두 6년제이지만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5년제 초등학교도 존재하고 있다.

<표 II-1> 중국 초등교육의 학제

나라 입학 제도 학제 입학/졸업 시간

중국
입학년도 8월31일

이전 만 6세

대부분 지역 6년제

일부 시골 지역 5년제
9월 입학/6월 졸업

나. 중국 초등교육의 현황

<표 II-2> 2019년 중국초등학교의 현황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161,800 103,392,500 6,091,900 16.9

출처: 중국교육부(2019). 2019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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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2019년 베이징(北京)초등학교의 현황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5학년 4305 139,841
941 941,614 61934 15.2

6학년 4366 137,100

출처: 중국교육부(2019). 2019교육통계.

2019년 중국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6.9명으로 같은 해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5.2명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으나, 베이징시의 경

우에는 평균 15.2명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동일하다고 할 있다(<표 II-2>

와 <표 II-3> 참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한 학급당

45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각 지역별로 교육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급당 7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에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표 II-4> 참조). 특히 ‘2019 개정판 국가

교육과정’은 초등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의 삶과 무관한 지

식중심교육의 지양과 전인적 발달의 추구’,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

육내용 구성’, ‘학생의 활동과 체험 기회 확대’, ‘개인 간의 능력·특성·흥미 차이’

등의 문제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과목(예를들어 자연과 과학, 도덕과 법제 등)

과 교수법(예를들어 학생중심수업, 학생의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등)을 도입하였

다. 한편,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사의 수업전문성

(teaching professionalism)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급에서

국어(중국어)나 수학교육 전공인 ‘반주임교사(班主任教師)’가 학급의 국어나 수학

을 가르치고 있으며, 동시에 학급 관리나 학생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다

른 과목들은 각 과목 교육을 전공한 ‘과임교사(科任教師)’들이 담당하고 있다(중

국교육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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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중국 초등학교 현행 교육과정

1~2학년 3~4학년 5~6학년

- 국어

- 수학

- 영어

- 도덕 및 법제(道德与法制）

- 체육

- 미술

- 음악

- 서예

- 사회 실천활동

- 국어

- 수학

- 영어

-도덕과 법제(道德与法制）

-자연과 과학

- 노동과 기술

- 컴퓨터 기술

- 서예

- 체육

- 미술

- 음악

- 사회 실천활동

- 국어

- 수학

- 영어

-도덕과 법제(道德与法制）

-자연과 과학

- 노동과 기술

- 컴퓨터 기술

- 서예

- 체육

- 미술

- 음악

- 사회 실천활동

출처: 중국교육부(2019). 2019개정교육과정.

한편, 중국 초등학교 5,6학년의 각 교과목별 주당 수업시수는 다음 <표II-5>

와 같다. 중국에서 가을학기(Autumn Semester)는 보통 해마다 9월 초에 시작

하고 이듬 해의 1월 말에 마친다. 봄학기(SpringSemester)는 보통 해마다 2월

초에 시작하고 6월 말에 마친다. 구체적인 시기에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

으나 중국 초등학교의 각각 학년별 수업시수는 거의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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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중국 초등학교 5, 6학년의 각 교과목별 주당 수업시수

교과목 주당 수업시수 학년도 수업시수

국어 6 240
수학 4 160
영어 3 120

도덕 및 법제(道德与法制） 2 80
자연 및 과학 2 80
노동 및 기술 1 40
컴퓨터 기술 1 40

체육 3 120
미술 2 80
음악 2 80
서예 1 40

사회 실천활동 1 40

2. 교사-학생 관계

가. 교사-학생 관계의 개념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이 더 넓어지면서

자신의 중요한 인간관계의 중심이 부모에서부터 학교와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관계로 확장된다.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중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바로 교사와의 관계이다. 학생이 지각(知覺)한 교사-학생 관계란 학

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뜻한다. 자오이칭(赵益清 ,

2012)는 ‘교사-학생 관계’를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을

상호 교류하는 심리적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우지현(2007)은 ‘교사-학생 관계’

를 ‘행정절차에 의해 배정된 관계’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권순구 외(2016)는 ‘교사-학생 관계’를 ‘친밀성, 애

착과 관련된 교사의 태도나 행동 뿐 아니라, 학업과 관련된 교사의 도움이나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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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교수(teaching)와 학습(learning)은 각각 분리된 교육의 두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란 학생과 세계와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매개자임과 동시에 스스로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는 당사자이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 과정은 물론이고 정서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에, 교사-학생 관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업태도, 학교교육만족도와 같은 학

생의 개인적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杨信梅 양신메

이, 2019; 王静 왕징, 2016; 정지군, 2012; 박경인,2010). 한편, 학생들은 교사의

교과능력이나 폭넓은 지식 등에 대해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자신들에게 믿음

과 배려 및 이해를 보여주기를 원하며,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를 통해 교사

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고,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는 정서적으

로나 학문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Schmuck, 1992; Resnick, 1997).

이러한 교사-학생 관계는 상대성을 지닌 인간관계 중 하나로, 관계를 지각하

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교사-학생 관계에 있어

교사들의 지각보다 학습자들의 지각이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

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관계와 교사들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관계 간에

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자신과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초등학생

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초등학생들이 교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해하려고 하며,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

나. 교사-학생 관계의 구성요인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Tyler(1964)는 Rogers(1969)의 인간주의적 심리학에 기초하여, 교사-학생 관

계가 교사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진실성’,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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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감적 이해’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지은림 외(2003)는 Tyler(1964)와 Rogers(1969)가 제시한 교사의 인간중심적

태도 또는 촉진적 태도 이론에 기초하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 중에서 ‘교사-학생 관계’를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

감’, ‘존중감’, ‘유능감’이라는 5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는 5점 Likert

척도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통

해 문항을 제거하여 총 40문항의 척도를 완성하였다. 5 가지 하위 영역 중 ‘친

밀감’은 교사와 학생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후 지은림 외

(2004)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학생이 지각한 담임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학교 급별, 학생 배경변인별, 담임교사의 변인별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김태영(2006)은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의 4가지 하위 영역을 지

닌,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 ‘이해공감’은 학생들이 느끼는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이해의 정도이고, ‘유능감’은 학생들이 수업

능력과 관련하여 판단하는 교사의 능력의 정도이다.

나카에케코(2011)는 Davis(2003)가 제시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바라보는

틀인‘애착의 관점(attachment perspectives)’, ‘동기적 관점(motivation

perspectives)’, ‘사회-문화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s)이라는 3가지 이

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서지원’, ‘동기지원’, ‘학업지원’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박경인(2012)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각 과목별(국어, 수학, 영어)

교사들과의 관계, 각 과목별 학업성취도, 학교교육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의 3

가지 하위 영역을 지닌,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중에서 ‘친밀감’은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관심과 친숙함의 정도이며, ‘신뢰감’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이고, ‘유능감’은 학생이 판단하는 교사 능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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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정지군(2012)은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한국과 중국 중학생의 학

교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 ‘신뢰

감’, ‘유능감’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의 각 문항은 학생에게

학교선생님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묻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

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작되

었다.

Birch와 Ladd(1997)는 교사-학생 관계와 학생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 평정 척도(Teacher Rating Scale of

School Adjustment: TRSSA)’를 개발하였고, 이는 ‘학교 좋아하기(School

Liking)’, ‘학교 피하기(School Avoidance) ’, ‘협력적 참여(Co-operative

Participation)’, '자기 지시(Self-Directiveness)’, ‘독립적 참여(Independent

Participation)’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후 중국의 왕윤(王耘)과

왕사야오화(王晓华, 2002)는 Birch와 Ladd(1997)의 TRSSA를 참조하여 교사-

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왕윤(王耘,2002)은 Birch와 Ladd(1997)의 TRSSA와 Pianta 외(1997)

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

고, 중국 베이징 C 초등학교 3,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

다. 이 척도는 ‘친밀감(Intimacy)’, ‘애착(Attachment)’, ‘신뢰감(Confide)’의 3 가

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후 장즈으(张泽, 2019)는 왕윤(王耘,2002)의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와 Pianta(1999)가 개발한 ‘학생-

교사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그리고 장뢰(张

磊, 2009)가 개발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바탕으로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

‘애착감’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습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노원영(鲁文英, 2016)은 대학생의 교사-학생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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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였으며, ‘존중감’, ‘친밀감’, ‘유능감’의 3가지 바탕으로 하위 영역으로 구성

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교 2, 3 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측정 척

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의 구성

요인’(<표 II-6> 참조)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을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으로 설정하였다.

<표 II-6> 교사-학생 관계 구성요인 (선행 연구 분석)

선행 연구 구성요인

Tyler(1964)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지은림 외(2003)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

김태영(2006)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

박경인(2012)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

정지군(2012)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

Birch와 Ladd(1997) ‘학교 좋아하기(School Liking)’, ‘학교 피하기(School
Avoidance) ’ , ‘ 협 력 적 참 여 (Co-operative
Participation)’, ‘자기 지시(Self-Directiveness)’, ‘독립
적 참여(Independent Participation)’

Davis(2003) ‘애착의 관점(attachment perspectives)’, ‘동기적 관
점(motivation perspectives)’, ‘사회-문화적 관점
(sociocultural perspectives)

나카에케코(2011) 정서지원’, ‘동기지원’, ‘학업지원’

왕윤(王耘,2002) ‘친밀감’, ‘느끼는 애착’, ‘신뢰감’

장즈으(张泽, 2019)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 ‘애착감’

노원영(鲁文英, 2016) ‘존중감’, ‘친밀감’, ‘유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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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태도

가. 수업태도의 개념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樂之者)는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시대의 공자(孔子)가 한 말이다(논어·옹야 論語·雍也편). “지지(知之)”,

“호지(好之)”, “락지(樂之)” 등의 개념은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신념이나 성공적인

정서와 관련되며, 긍정적인 신념과 정서는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유단 于丹, 2006). 동시에 이를 통해서 태도는 학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예컨대 일부 학

자들은 태도를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의

강도’라고 정의하였다(상경아, 백순근, 2005; Anastasi & Urbina, 1997). 다른 학

자들은 태도를 ‘어떤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토록 하는 학습된 기질’ 등으로 정의하였다(Fishbein, 1975). 또한 일

부 학자는 태도를 ‘한 개인이 광고와 같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적 평가’로 정의하였다(Mitchell & Olson 1981).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Allport(1938)는 태도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적·

신경적인 준비상태이고, 모든 대상 및 사태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에 대한 지시적 또는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렇

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태도에 대한 정의는 최소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수원,1998). 첫째, 태도를 고정관념, 감정상태, 행동의도와 같은 의식

적인 요인으로 파악하는 현상학적 접근과 맥락이다. 둘째, 태도를 ‘반응’으로 보

는 견해와 ‘반응에 대한 준비상태’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다. 셋째, 태도 구조의

조직화 수준에 대한 견해 차이로 볼 수 있다. 넷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에 따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입장과 생득적으로 형성된다는 견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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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태도가 개인의 행동방향과 역동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

한 견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임혜정(2016)은 중학생들의 수학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의 구

조적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수업태도를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수업 시간과 별개로 스스로 과

제를 수행하고 예습이나 복습을 성실하게 하는 구체적인 학습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수업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참

여하는 모습이 구현된 수업태도는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준오(2016)는 학생의 수업

태도를 학생이 수업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보는 하나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양현

경(2018)은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를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에

대한 학생의 감정 및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수업태도를 ‘중국 초등학생이

수업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보는 하나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나. 수업태도의 구성요인

수업태도 척도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상경아와 백순근(2005)은 고등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과외가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iken(1970)이 개발한 수학

태도 검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와

‘수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측정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5단계 리커

트 척도로 개발되었다.

이미송 외(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수업태도에 대한 검사도구는Synder

와 Spreitzer(1983)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스포츠 태도에 관한 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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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on(1968)의 운동 태도 검사 설문지 내용의 문항을 기초로 하여 체육수업

태도를 ‘사회적 측면’, ‘심리적 측면’, ‘개인적 측면’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

하였다. 엄순빈(2015)은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자(2008)

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흥미도’, ‘자신감’, ‘집중도’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민경훈 외(2016)는 아동의 체육수업

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ilverman(2000)이 개발한 체육수업태도 척도를

초등학교 아동의 체육수업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초등학교 아동의 체육수업태도

라는 단일 하위 영역을 추출하였다.

박현정과 길혜지(2013)는 EBS 수능강의 수강여부가 학교수업태도 향상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의 교실 수업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3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학교수업태도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3개 문항

은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듣는다.’, ‘나는 수업 시간 중이나 수업 시간 전

후에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실험, 토론, 모둠 활

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로 구성되었다.

김경희 외(2014)는 수업태도를 ‘수업준비’, ‘예습과 복습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 토론 등 참여 정도’의 2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손원숙(2015)은 교

사가 제공하는 숙제 피드백이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과제가치, 학습태도 및 학

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습태도를 수업태도와 숙제태도로 구성하였

으며, 구체적으로 수업태도를 ‘수업시간의 집중도’, ‘수업참여도’의 하위 영역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Jenkins 외(2005)는 영국 중학생의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중요도’, ‘흥미도’, ‘다른 교과와의 비교’, ‘적절성’의 하

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이 후에 양현경(2018)은 이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를 ‘흥미도’, ‘자신감’, ‘중요도’,

‘참여도’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귀복 외(2011)는 중,고등학생의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효

과성’, ‘장, 단점 인식’의 2가지 하위 영역에서 분석하였고, 고은미 외(2016)는

상급 영어능력을 갖춘 고등학생 대상으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

선호도’, ‘효과도’, ‘장, 단점 인식’의 3가지 하위 영역에서 분석하였다. 이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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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지(2020)는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가 수업참여

도를 매개하여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실생활 과업중심 영어수업에 대한 태도를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자기 보고식 5점 리

커트 척도를 제작하였다.

중국의 경우, 진동림 외(金童林 외, 2018)는 대학생의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학생 학습태도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

는 ‘수업 분위기’, ‘중요도 인식’, ‘수업참여도’의 3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었다.

장춘육(张春宇, 2019)은 중학생들의 물리학 수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중학

생의 물리학 수업에 대한 태도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그 중, 중학생 물리학 수업에 대한 태도의 측정 척도를 ‘수업

인식’, ‘수업 정서’, ‘수업 참여’ 3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시채림(席彩琳,

2016)은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생의 자아개념 및 영어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을 ‘수업 인식도’, ‘수업 호감도’, ‘수

업 이해도’, ‘수업 중요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영어 수업태도,

자아개념, 영어 학생성취 간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태도의 구성요인(<표II-7> 참조)을 바

탕으로, 중국 초등학생 수업태도의 하위 영역을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로 설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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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7> 수업태도 구성요인 (선행연구 분석)

선행 연구 구성요인

상경아 외(2005)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이미송 외(2012) ‘사회적 측면’, ‘심리적 측면’, ‘개인적 측면’

엄순빈(2015)은 ‘흥미도’, ‘자신감’, ‘집중도’

민경훈 외(2016) ‘체육 수업태도’

박현정 외(2013) ‘학교수업태도’

김경희 외(2014)
‘수업준비’, ‘예습과 복습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토론

동에의 참여 정도’

손원숙(2015) ‘수업시간의 집중도’, ‘수업참여도’

Jenkins 외(2005) ‘중요도’, ‘흥미도’, ‘다른 교과와의 비교’, ‘적절성’

양현경(2018) ‘흥미도’, ‘자신감’, ‘중요도’, ‘참여도’

성귀복 외(2011) ‘효과성’, ‘장, 단점 인식’

고은미 외(2016) ’선호도’, ‘효과도’, ‘장, 단점 인식’

송윤지(2020) ‘중요도’, ‘호감도’, ‘자신감’

진동림 외

(金童林 외,2018)

‘수업 분위기’, ‘중요도 인식’, ‘수업참여도’

장춘육(张春宇, 2019) ‘수업 인식’, ‘수업 정서’, ‘수업 참여’

시채림(席彩琳, 2016)
‘수업 인식도’, ‘수업 호감도’ , ‘수업 이해도’, ‘수업 중

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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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적 자아효능감

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개념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Bandura(1977)는 자아효능감을 특정한 과제나 지식의 영역

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Bandura(1997)에 의하면 자아효능감

은개인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 또는

특성 상황에서 목적을 성취하고 성과에 대한 통제를 발휘하며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Bandura(1986)는 자아효능감을 어

떤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행위는 자아

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신념을 동시에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하다고 하였다. 아울

러 Bandura(1986)는 자아효능감을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전진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개인의 자신에 대한 앎(Self-knowledge)’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에

대한 앎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자아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승지안슨(盛建森, 2002)은 자아효능감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감이나 자기조절적 학습능력이 높고 학습활동을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하(2010)는 자아효능감을 학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자아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등의 4가

지 주요한 정보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Bandura, 1977; Bandura,

Hardy & Howells, 1980; Bandura & Schunk, 1981). 그리고 이러한 정보원들에

의해 획득된 자아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행동의 선택과 ‘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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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끝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고형태, 그리고 정서반응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자아효능감은 대상 영역 및 과제의 종류와 구체성에 따라 학업적 자아효능

감,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사회생활효능감, 사회적 자원활용 효

능감 등 다양한 자아효능감으로 나누어지는데, 학업성취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아효능감을 학업적 자아효능감이라고 한다(Bandura, 1977). 학업적 자아효능

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chunk(1989)는 학업적 자아효능감

(academic self-efficacy)을 ‘정해진 수준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학습관련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자

자신이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 학업에서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에 대한 판단과 관련되는 것이다. 소연희(2016)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학업과

관련된 과제 수행을 위해, 학습자가 필요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김아영(2008)은 학업적 자아효능감

을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상황에서 도전적인 과제 또는 교과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모습을 보인

다(김희수, 2007). 그리고 임현정 외(2008)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초

등학교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자기조절

적 학습능력 등의 향상을 중요한 교육성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김용석(2012)은 영어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학습자들의 다양한 정의

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학생의 학업

적 자아효능감을 ‘초등학생들이 학업 분야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정

의하고자 한다.

나.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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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Sherer 등 (1982) 는 ’ 자 신 감 (Self-confidence)’, ‘ 자 기 조 절 효 능 감

(Self-regulatory)’이라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General Self-Efficacy Scale’

을 제작하였으며,Sherer와 Adams(1983)가 이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실리하였

다. 이 후에 차정은(1997)이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척도에 과제난이도 선

호와 귀인이라는 이론적 구성요인을 첨가하여 ‘일반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개발

하였다.

김아영 외 (2001)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

이도 선호’의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이며, ‘자기조절효능감’은 학습자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관찰, 평가 및 반응과 같은 자기조절 기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습자가 도전적 과제, 쉽거나 어려운

과제에 대한 선호정도를 말한다. 이 후에 신태섭(2005)은 학생이 자신의 학업적

수행 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

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후에 김정수(2012)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아효능

감 척도를 참조하여 국악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보완, 및 제작하여 ‘과제난

이도 선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

한, 권선경 외(2015)는 학업적 열등감, 학업적 자아효능감, 학업적 정서조절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

(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학습자가 자신의 학

습 능력에 보이는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자신감’ 관련 8문항, 과제와 목표를 선

호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과제수준 선호’ 관련 8문항, 자기조절 기제를 잘 적용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조절 효능감’ 관련 10문항

등 총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6점)’라는 6점 Likert 척도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소연희(2016)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한 검사지를 초등학교 6 학년의 이해 수준에

맞는 어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나, 내용타당도를 확인한 결과와 신뢰도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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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낮은 6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서정 외(2018)는 고등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이 그릿(grit)을 매개로 학업적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수학포기 여부에 따른 모형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하위 영역과 문항을 개발하여 완

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고등학교 1,2학년 45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구조방정

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혜연 외(2011)는 한국 부모의 관여 행동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을 위한 동기화된 전략 질문지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Pintrich& DeGroot, 1990)

를 기반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특정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성공적인 수행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였고, 학생은 각 교과별로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내용도 이

해할 자신이 있다’, ‘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과제

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

용할 자신이 있다’라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김경주 외(2012)가 사용한 학업적 자아효능감 도구는 총 24개 문항으로 ‘학

습자신감’, ‘학습지속력’, ‘학습과제선호’, ‘학습노력정도’라는 4개의 관찰변인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유효현(2005)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권순구(2018)는 교사-학생 관계 교사효능감과 학습자의 수업참여, 흥미, 학업

적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Bong과 Hocevar(2002)가 MSLQ(Pintrich et al., 1991)의 자기효능감

문항을 6개의 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중국의 경우, 왕재강 외(王才康 외, 2001)는 Schwarzer 의 GSES(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참조하여, 중국어 판 General Self-Efficacy 척도를 개

발하였다. 이후 마우단희(毛丹益, 2019)는 왕재강 외(王才康 외, 2001)와 양육송

외 (梁宇颂 외, 2000)이 개발한 자아효능감 척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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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측정 척도는 ‘학습능력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학습 행동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2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리즈샨(李智贤, 2020)은 양육송 외 (梁宇

颂 외, 2000)가 개발한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참조하여 중학생 학업적 자아

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개 문항으로 ‘학습능력에 대한 자

아효능감’, ‘학습 행동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2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구성요인(<표II-8>

참조)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하위

영역을 ‘자기신뢰’와 ‘자기조절’로 설정하였다.

<표 II-8> 학업적 자아효능감 구성요인(선행 연구 분석)

선행 연구 구성요인

Sherer 외 (1982)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조절효능감

(Self-regulatory)’

차정은(1997)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김아영 외 (2001)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신태섭(2005)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선혜연 외(2011) ‘학생의 성공적인 수행에 관한 인식’

김정수(2012)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김경주 외(2012) ‘학습자신감’, ‘학습지속력’, ‘학습과제선호’, ‘학습노력정도’

권선경 외(2015) ‘자신감’ ,‘과제수준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소연희(2016)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이서정 외(2018)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권순구(2018) ‘학업적 자아효능감’

마우단희(毛丹益, 2019)
‘학습능력에 대한 자아효능감’, ‘학습 행동에 대한 자아

효능감’

리즈샨(李智贤, 2020)
‘학습능력에 대한 자아효능감’, ‘학습 행동에 대한 자아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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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인 간의 관계

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의 관계

교사-학생 관계의 중요성은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권순구, 2018).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학업적 지원이 학생의 수업참여, 학업적 흥미, 자아효능감과 정적인 관

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Wentzel, 2009; Sakiz

외, 2011). 또한, McDermott(1977)은 효과적인 교과지도나 학습에 앞서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신뢰적인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습자들의 정서나 동기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의 관계는 수업분

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업태도나 만족도 등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Skinner 외, 2008).

구체적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Pianta& Steinberg(1992)는 바람직한 교사

와 학생간의 관계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상승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켜 학업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

라, 학생들의 수업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흥

식 외(2008)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체육 학습에 대한 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검증하였다. 김태영(2006)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

계가 학생의 수업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Kelly(1950), 박

문찬(1987), 방재현(2002), 김근수(2002), 이태희(2002), 김정원과 김병숙(2004)

등은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수업태도 및 참여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각각의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한편,Wang(201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교사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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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과 수업참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시

기에 학습자가 지각한 교사의 정서적 지원이 중학교 2학년으로 진학한 학습자

의 수업참여와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교사가 정서적 지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계성

에 대한 학습자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문주 외(2015)

는 교사의 수업방식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흥미, 교과효능감, 수업

태도, 학습전략,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학생이 인식

한 교수자의 수업방식이 학생의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엄순빈 외(2015)는 초등학교 학생이 인식하는 담임교사의 이미지가 초

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임교사의 이미지와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지윤 외(2018)는 교사의 수업방식과 숙제 피드백이 학생

의 수업태도, 수업 분위기, 만족도, 자기주도학습,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수업방식은 학생의 수업태도, 수업 분

위기, 수업 만족도,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상호작용이 학생의 수업태도와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가 미비 다만 교사의 수업능력이나 교과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태도 간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있다. 예를 들어 장샤오닝(张小宁 2015)은 대학교 체육

교육학과의 학부생들의 학습태도와 수업시간 중 교사의 행동 간의 관련성을 분

석하려고 베이징 체육대학교 체육교육 전공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결과 교사의 교과 전문성과 학생의 수업태도 간의 높은 상관을 볼 수

있었다. 양신메이(杨信梅,2019)는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의 학

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교

사-학생 관계가 학습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

생들이 긍정적 학습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양호한 교사-학생 관계가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지아오샤오연(焦小燕 2012)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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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학생의 학교적응, 자기조절노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교적응과 자기조절노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가 정적 상

관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나.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학생 관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관계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본 연구는 다소 미비하다. 관련 선행연구들 중 Davis(2001)는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신이 관심 없는 교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특정을 나타낸

다고 제시하였다. Sakiz 외(2011)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사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소속감, 학업적 흥미, 효능감, 학업적 노력이

높아지며 학업적 무기력함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진현(2007)은 교사

-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 중 ‘자아존중감’과 ‘이해공감’이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영

향을 주지만, ‘신뢰감’과 ‘친밀감’은 직접적으로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권슬기(2016)는 서울시 소재 중학

교 2곳의 남·여 중학생총 400명을 대상으로,학생이 느끼는 ‘교사-학생관계’,

‘자기효능감’, ‘음악흥미’ 등의 영역의 측정도구를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학생이 느끼는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음악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

을 매개로 음악 학습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교사와

의관계성을 긍정적으로생각하는학생은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지고, 이러

한 과정에서 개인이 음악적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효능감을 높게 가질 경

우 역시,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게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정하(2010)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학생이 지각한 교수 전문성이

지각된 교사의 수업과 정서 지원행동을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조사 자료 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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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150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6,908명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

이 지각한 교수 전문성은 지각된 교사의 수업과 정서 지원행동을 매개로 학업

적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정 외(2011)는 초등학교

학생이 인식하는초등교사의변혁적리더십과학생들의학업적자아효능감및학업

적실패내성과의관계를 알아보고교사가 발휘해야 하는리더십에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H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다. 그 결과 초등교사의변혁적리더십과학생들의학업적자기효능감,학업

적실패내성간에 높은 유의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서연희 외(2017)는 체육교사의 교수유형, 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체육교

과태도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J시 소재 중학교 총 358명 학생 대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체육교사의 교수행동 중 ‘자율적 교수행

동’은 학업적 자아효능감 하위 영역 중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

도 선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순구(2018)는 교사들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관계와 학생의 수업흥미,

수업참여,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초

등학교세 곳의 5, 6학년학생 830명과 해당학생들의 담임교사32명을 대상으

로 설문을 실시하고, 자료의 다층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계적 선형 모형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이 인식하

는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들의 수업참여, 흥미,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따라서,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식이 학습자들의 수업참여, 흥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마우단희(毛丹益, 2019)가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영어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서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영어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우민(高敏, 2019)은 초등학생이 지각

한 교사-한생 관계가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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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자우징(赵晶, 2017)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학생

의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부옥(付玉,

2009)와 린중드 외(林崇德 외, 2001)는 초·중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 자아개념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이

교사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 그리고 자아효

능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정적

인 상관을 가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다.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관계

기존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수업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비하다. 관련 선행연구들 중 Randhawa 외(1993)는 수학교

과에 대한 태도,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적 자아효능감, 수학교과에서의 학업성취

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325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수학교과에 대한 태도가 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미정외(2018)는 대구광역시 교육실태자료를

사용하여 대구광역시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기 위한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아효능감과수업태도는 정적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김정묵 외(2004)는

학생의 수업에 대한 컨디션,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박중길 외(2011)는 중학생 체육수업에 대한 태도,

자아효능감 및 결과기대에서 상호작용 효과와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

고자 하였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체육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

아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코바야시 외(2013)는 학습자가

인식하는 교사의 수업태도가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달성 동기와 자아효능감의 척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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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교사의수업 태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에 대

한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형성(2012)은 게임제작 활동을 통한 학습에서 학업적 자아효능감,

학습동기, 컴퓨터 학습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디지털게임을 통한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참여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 자아효능감와 컴퓨터 학습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

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한수정(2013)과 황정희 외(2017)는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학업적 자아

효능감은 진도태도 성숙도의 4개 하위 영역과 모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

났다. 다증회귀분석을 한 경우 진도태도 성숙도의 하위 영역 중의 ‘확신성’, ‘준

비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주증중(周正钟, 2019)은 대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수업태도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广州) 대학교

4학년 학부생 12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어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간의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습태도 하위 영역 중 ‘수업의 중요성 인식’, ’수업의 호감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영어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시재림(席彩琳, 2016)은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 학습태도와 학생의 자아개념 간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학습태도 가진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

기조절적 학습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류징람 외(刘经兰 외,

2016)는 중학생의 학습태도가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학생의 영어 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생 320명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의 학습태도가 높을수록 영어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정적인 상관

을 가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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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 설정 및 정의

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를 ‘초등학생들이 교사가 자

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정도와 교사를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으로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의 하위 영

역을 구성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개발하였다.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학생 관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나. 수업태도

이 연구에서는 수업태도를 ‘중국 초등학생이 수업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으로 보거나,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보는 하나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심리

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를 수업태도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개발하였다.

수업태도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는 것으로 보았다.

다. 학업적 자아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중국 초등학생들이 학업 분야에서 자신

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믿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초등학생들이 학업을 잘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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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자기신뢰’ 및 ‘자기조절’를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하위 영역으로 하는 5점 리커

트 척도를 개발하였다.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

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

경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검증할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

다.

1.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

3.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는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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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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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 및 학업적 자

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을 중국 베이징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5,6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1, 2, 3, 4 학년 학생은 언어 능력과 인지, 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설문

지를 읽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 예비검사 대상

2019년 12월에 중국 베이징시 서성구(西城区) 소재의 C초등학교 5, 6 학

년 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관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중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부

분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이 된 학생은 총 140명이다.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

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최종측정척도를 완성

하였다(부록-1, 부록-2, 부록-3 참조).

나. 본검사 대상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4월~5월에 중국 베이징시 4

개(경제 발달 수준 순서대로 나열하면 해정구海淀区 소재의 초등학교1개, 서

성구西城区 소재의 초등학교 1개, 봉태구丰台区 소재의 초등학교 1개, 팡산

구房山区 소재의 초등학교 1개) 초등학교5, 6학년 초등학생 472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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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중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부

분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이 된 학생은 총 450명이다

( <표Ⅳ-1> 참조).

<표 Ⅳ-1> 본검사 대상

남학생 여학생 지역별 2019년 총GDP

해정구海淀区 54 48 7926(억RMB)

서성구西城区 61 59 5007(억RMB)

봉태구丰台区 57 53 1829(억RMB)

팡산구房山区 64 54 810(억RMB)

총 학생 수 236 214

출처: 중국국무원(國務院2019). 2019국가발전통계.

2. 측정 도구
이 연구에 활용할 측정 도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

적과 대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척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

용한 5점 Likert 척도는 다음의 <표 Ⅳ-2>과 같다.

<표 Ⅳ-2> 5점 Likert 척도

점수 1 2 3 4 5

한국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국어 完全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完全同意

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학생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 3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학생 관계 5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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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척도의 문항은 다음의 <표 Ⅳ-3>와 같다(중국어 원문은 부록-1참조).

<표 Ⅳ-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 문항

구성요인 문항

친밀감

1. 선생님은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신다.

2. 선생님은 나에게 애정을 갖고 계신다.

3. 선생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4. 선생님은 함께 지내고 싶은 분이다.

5. 선생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유능감

6.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

7. 선생님은 적절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신다.

8.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

9. 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다.

10. 선생님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신다.

이해공감

11. 선생님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신다.

12. 선생님은 나의 개성을 존중해 주신다.

13. 선생님은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신다.

14. 선생님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신다.

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

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

였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의 신뢰도는 .91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의 <표 IV-4>과 같다. 각 하위

영역 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신뢰도

가 .851~.920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신뢰도와 하위 영

역별 신뢰도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IV-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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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사-학생 관계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920 .908 .851 .918

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의 타당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하위 영역 간 상관과,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

을 분석하고, 그 후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Ⅳ-5>와 같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의 3가지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은 .799~.828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또한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498~.510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는 3가지 하위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사-학생 관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5> 교사-학생 관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 상관

상관분석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

유능감 .507***

이해공감 .510*** .498***

총점 .799*** .827*** .82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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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려면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

문에, 먼저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왜도

는 .777 ≤｜왜도｜≤ .861, 첨도는 .040≤｜첨도｜≤.580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2, ｜첨도｜≤4)을 충족하고 있었

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교사-학생 관계가 3개의 하위 영역으

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표 IV-5> 참조), 2x 값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

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2x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 2x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

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Kline, 2005), 아래의 모형의 경우(<표 IV-5> 참조)
2x /df값이 2.074으로 도출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x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

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해야 한

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값이 .90이상

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RMSEA(root mean square) 값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 간명성 조정지수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의 모형이 있을 때 더 간명한

모형에 유리한 값을 산출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RMSEA값이 0.5 이

하일 때 매우 좋은 수준의 적합도, .05이상 .08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의 적

합도, .08이상, .09 이하의 값일 때 보통의 적합도라고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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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81, TLI값이 977, 그리고 RMSEA가 .049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표 IV-6> 참조).

<표 Ⅳ-6> 교사-학생 관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2x (df) CFI TLI RMSEA

값 153.472(74)* .981 .977 .049

*p<.05

[그림 Ⅳ-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위계적 요인 모형([그림 Ⅳ-1]참조)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 <표 Ⅳ-7>와 같다.

1차 요인들(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과 각 문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725~.931,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교사-학생 관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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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728~.76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타났으므로 교사

-학생 관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

며, 각 요인은 교사-학생 관계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표 Ⅳ-7>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친밀감→X11 1.000 0.742

친밀감→X12 1.318*** 0.878

친밀감→X13 1.170*** 0.784

친밀감→X14 1.291*** 0.884

친밀감→X15 1.274*** 0.892

유능감→X21 1.000 0.729

유능감→X22 1.049*** 0.789

유능감→X23 1.144*** 0.839

유능감→X24 1.098*** 0.790

유능감→X25 1.263*** 0.931

이해공감→X31 1.000 0.799

이해공감→X32 0.992*** 0.768

이해공감→X33 0.998*** 0.776

이해공감→X34 0.847*** 0.725

2차

요인

부하량

교사-학생 관계→친밀감 1.000 0.728

교사-학생 관계→유능감 1.307*** 0.744

교사-학생 관계→이해공감 1.520*** 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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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태도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호감도', '

참여도', '중요도'를 수업태도의 3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은 다음의 <표 Ⅳ-8>과

같다(중국어 원문은 부록-2 참조).

<표 Ⅳ-8> 수업태도 척도 문항

구성요소 문항

호감도

1. 나는 수업 시간이 즐겁다.

2. 나는 수업 중 배우는 내용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학교 수업에 중 주어지는 활동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참여도

4. 나는 수업 시간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편이다.

5. 나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

6. 나는 숙제를 꼬박꼬박 해간다.

중요도

7. 나는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듣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8.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실제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한다.

9. 나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1) 수업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

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수업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87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다

음의 <표 Ⅳ-9>과 같다. 각 하위요인 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보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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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요인에서 신뢰도가 .849~.88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신

뢰도와 하위 영역별 신뢰도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Ⅳ-9> 수업태도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849 .876 .888 .870

2) 수업태도 척도의 타당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수업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하위 영역

간 상관 및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0>과 같다. 수업태도 척도의 3 가지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

은 .787~.81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또한 각 하위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441~.47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p<.001). 이러한 결과는 이 3가지 하위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

인 관계를 맺으면서 수업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

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0> 수업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 상관

상관분석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

참여도 .474***

중요도 .441*** .445***

총점 .814*** .787*** .79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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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려면 측정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먼

저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왜도는 .570≤｜왜도｜

≤.966, 첨도는 .269≤｜첨도｜≤.751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 2 ,｜첨도｜ 4 )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수업태도가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 3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model)을 구성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표 IV-10>참조), 2x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2x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 2x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Kline, 2005), 위 모형의 경우 2x /df값이 2.155 으로 도출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x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해야 한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결과 값이 .90이상

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RMSEA(root mean square)값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 간명성 조정지수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의 모형이 있을 때 더 간명한 모형에 유리

한 값을 산출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05이하의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

으로, .05이상 .08이하의 경우는 양호한 수준으로, .08이상의 값은 보통 적합도

로 판단한다(Browne&Cudeck, 1993).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CFI값

이 .987이며,TLI 값이 .980이고, 동시에 RMSEA가 .051이므로 양호한 적합도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표 Ⅳ-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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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수업태도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2x (df) CFI TLI RMSEA

값 51.74(24)*** .987 .980 .051

***p<.001

위계적 요인 모형([그림 Ⅳ-2] 참조)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의 <표 Ⅳ-12>과

같다. 1차 요인들(호감도, 참여도, 중요도)과 각 문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

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768~.867,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수업태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639~.74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타났으므로 수업

태도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며, 각

요인은 수업태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Ⅳ-2] 수업태도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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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수업태도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호감도→M11 1.000 0.812

호감도→M12 1.010*** 0.847

호감도→M13 0.886*** 0.768

참여도→M21 1.000 0.867

참여도→M22 1.110*** 0.859

참여도→M23 0.980*** 0.790

중요도→M31 1.000 0.773

중요도→M32 1.046*** 0.781

중요도→M33 1.114*** 0.836

2차

요인

부하량

수업태도→호감도 1.000 0.745

수업태도→참여도 0.854*** 0.738

수업태도→중요도 0.794*** 0.693

다.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

중국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측정도구는 Bandura 자아효능감 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신뢰', '자기조절'의 2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5점 리커트 척도의 문항은 다음<

표 Ⅳ-13>과 같다(중국어 원문은 부록-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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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 문항

구성요인 문항

자기신뢰

1. 나는 수업내용을 잘 이해할 자신이 있다.

2. 나는 수업시간에 과제를 잘 해낼 자신이 있다.

3. 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이 있다.

4.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

자기조절

5. 나는 앞으로 배울 내용을 스스로 예습하는 편이다.

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하는 편이다.

7.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8. 나는 학교에서나 혼자서나 공부가 잘 된다

1)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 검사에 포함된 문항 간 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 내적일치

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879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

도는 다음의 <표 Ⅳ-14>와 같다. 각 하위 영역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살펴

보면, 모든 요인에서 신뢰도가 .876~.912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체 신뢰도와 하위 영역별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Ⅳ-14>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자기신뢰 자기조절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
.876 .912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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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의 타당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하위 영역 간 상관 및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Pearson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15>와 같다.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의 2가지 하위 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은 .828-.86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42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러한 결과는 2가지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학업적 자아효능감이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15>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의 하위 영역 및 총점 간 상관

상관분석 자기신뢰 자기조절

자기조절 .429***

총점 .828*** .861***

***p<.001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려면 측정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왜도는 .436≤｜왜도｜≤

1.03, 첨도는 .659≤｜첨도｜≤1.297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조건(｜왜도｜ 2 ,｜첨도｜ 4 )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2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model)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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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표 Ⅳ-16>참조), 2x 값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2x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 2x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Kline, 2005), 위 모형의 경우 2x /df값이 1.607으로 도출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x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해야 한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의 결과값이 .90이상

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RMSEA(root mean square)값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좋은 모형으로 평가하는 간명성 조정지수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2개의 모형이 있을 때 더 간명한 모형에 유리

한 값을 산출한다(Kline, 2005). 일반적으로 .05 이하일 때 적합도가 매우 좋은

수준, .05이상, .08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 .08이상, .09 이하일 때 의 보통의 적

합도 수준이라고 판단한다(Browne &Cudeck, 1993).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CFI값이 .995이며, TLI 값이 .993이고, 동시에 RMSEA가 .037이므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6> 학업적 자아효능감 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2x (df) CFI TLI RMSEA

값 30.532(19)* .995 .993 .03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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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다음의 <표 Ⅳ-17>과 같다. 1차 요인들

(자기신뢰, 자기조절)과 각 문항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

위는 .745~.919,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관계를 나

타내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639~.766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요인 부하량이 나타났으므로 학업적 자아

효능감 요인 모형에서 각 문항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각 요인은 학업적 자아효능감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구인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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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7> 학업적 자아효능감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자기신뢰→Y11 1.000 0.848

자기신뢰→Y12 0.933*** 0.807

자기신뢰→Y13 0.979*** 0.745

자기신뢰→Y14 0.977*** 0.789

자기조절→Y21 1.000 0.853

자기조절→Y22 0.867*** 0.791

자기조절→Y23 1.056*** 0.919

자기조절→Y24 0.749*** 0.874

2차

요인

부하량

학업적 자아효능감→자기신뢰 1.000 0.766

학업적 자아효능감→자기조절 1.00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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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 ‘수

업태도 척도’,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를 제작하고, 베이징 소재 초등학교 5, 6

학년 학생14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척도 제작과 예비검사를

실시한 뒤,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 척도, 학습태도 척도, 학업적 자

아효능감 척도 등을 수정 및 보완하여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절차를

정리하면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연구 절차

구분 연구절차

[1단계]

국내∙외문헌연구

및사전준비

(2019.8 ~ 2019.11)

1.중국초등교육 제도 관련 선행 연구 분석

2.교사-학생 관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3.수업태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4.학업적 자아효능감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분석

5.사전 면담 및 문항 개발

[2단계]

척도제작및예비검사

실시

척도의수정및보완

(2019.11 ~ 2019.12)

6.사전 면담

7.각 측정 척도의 제작

8. 예비검사 실시 및 예비검사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탐색적 요인 분석(EFA) 실시

9. 예비 검사 결과 바탕으로 문항 수정 보완

[3단계]

검사실시

(2020.4 ~ 2020.5)

10. 검사 실시 교사-학생 관계 4월 중순,

수업태도 5월 초

학업적 자아효능감5월 중순

[4단계]

자료분석및해석

논문작성

(2020.5 ~ 2020.6)

11. 자료분석과 해석

12.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13. 논문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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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연구 문제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 수업태도 척도, 학업적 자아

효능감 척도 등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α)를 계산하고,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사-학생 관계 척도,

수업태도 척도,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 수업태도 척도, 학업적 자아

효능감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와 수업태도,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

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을 실시하였

다.

셋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생의 학업

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Modeling)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있어서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

시키는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을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으

로 2x 의 p값이 .05보다 적거나 CFI와 TLI>.9, RMSEA<.05 인 경우에 연구모

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Bollen, 1989; Kline, 1999). 구조

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은 측정된 공분산이 전집으로부

터 얻어졌을 가능성을 최대로 하여 추정하는 방식은 측정하는 방식인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method)을 활용하였다(Kline, 2005).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실시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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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생

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 초등학교

5, 6 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각 연구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

한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

다. 동시에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

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1. 기술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중국 초등학생 450명의 전반적인 추이를 알아보기 위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V-1>과 같다.

기술통계치들을 분석해 보면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 중 ‘유능감’의 평균이 3.777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해공감’의 평

균이 3.668, ‘친밀감’ 3.580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

계의 모든 하위 영역의 왜도 절대치가 .777~.861, 첨도 절대치가 .040~.580으

로 나타나 ｜왜도｜≤ 2, ｜첨도｜≤ 4의 범위 속에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

하였다.

수업태도의 하위 영역 중 ‘호감도’의 평균이 3.710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중요도’ 3.707, ‘참여도’ 3.704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태도의 모든 하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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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왜도 절대치가 .570~.966, 첨도 절대치가 .269~.751으로 나타나 ｜왜도｜≤

2, ｜첨도｜≤ 4의 범위 속에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신뢰’의 평균이 3.834로 높게 나타났

고, ‘자기조절’의 평균이 3.707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의 왜도 절대치가 .436~1.03, 첨도 절대치가 .659~1.297으로 나타나 ｜왜

도｜≤ 2, ｜첨도｜≤ 4의 범위 속에서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표 V-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N=450)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교사-학생

관계

친밀감 1.00 5.00 3.580 .868 -.859 .580

유능감 1.00 5.00 3.777 1.029 -.777 -.040

이해공감 1.00 5.00 3.668 1.031 -.861 .040

수업태도

호감도 1.00 5.00 3.710 1.097 -.570 -.751

참여도 1.00 5.00 3.704 .964 -.966 .701

중요도 1.00 5.00 3.707 1.038 -.596 -.269

학업적

자아효능감

자기신뢰 1.00 5.00 3.834 .872 -1.03 1.297

자기조절 1.00 5.00 3.707 .962 -.436 -.659

나. 상관분석

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의 관계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 간의 상관관계(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V-2>와 같다.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전체 및 하위 영역과 수업태도 전체

및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특히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 중 ‘이해공감’과

수업태도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487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



53

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태도의 하위 영역 중 ‘호감도’와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

사-학생 관계 전체와의 상관계수가 .489로, 다를 하위 영역에 비해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V-2>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 간의 상관분석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전체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

전체 .564*** .464*** .436*** .487***

호감도 .489*** .407*** .360*** .437***

참여도 .405*** .342*** .300*** .353***

중요도 .415*** .365*** .380*** .370***

*** p<.001

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관계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V-3>과 같다.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

사-학생 관계 전체 및 각 하위 영역과 학업적 자아효능감 전체 및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V-3>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교사-학생
관계

학업적 자아효능감
전체 친밀감 유능감 이해공감

전체 .558*** .462*** .445*** .465***

자기신뢰 .449*** .404*** .385*** .358***

자기조절 .478*** .379*** .368*** .426***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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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관계

중국 초등학생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 V-4>와 같다. 중국 초등학생 수업태도 전체 및 각 하위 영

역과 학업적 자아효능감 전체 및 각 하위 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V-4>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

전체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

전체 .560*** .426*** .444*** .470***

자기신뢰 .476*** .369*** .354*** .415***

자기조절 .471*** .353*** .395*** .38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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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앞 절에서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은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V-1>참

조).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수업태도’ 및 ‘학업적 자아효능감’은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의 각 하위 영역별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림 V-1] 연구가설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표 V-5>참조), 2x 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2x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56

크기가 커질수록 동일한 모형에 대해서도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 2x 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Kline, 2005), 위 모형의 경우 2x /df값이 1.146 으로 도출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x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해야 한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와 TLI 값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값이 .05이하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대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V-5>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2x (df) CFI TLI RMSEA

값 19.486(17)*** .998 .996 .018

***p<.001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구조계수와 요인부하량은 다음의 <표

V-6>과 같다.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77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업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529로 유

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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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6> 연구 모형의 구조관계와 요인부하량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구조

계수

교사-학생 관계→수업태도 0.935*** 0.771 .093

교사-학생 관계→학업적 자아효능감 0.387*** 0.423 .096

수업태도→학업적 자아효능감 0.399*** 0.529 .112

요인

부하량

교사-학생 관계→친밀감 1.000 0.717

교사-학생 관계→유능감 1.143*** 0.692 .092

교사-학생 관계→이해공감 1.196*** 0.722 .094

수업태도→호감도 1.000 0.688

수업태도→참여도 0.842*** 0.695 .075

수업태도→중요도 0.932*** 0.672 .081

학업적 자아효능감→자기신뢰 1.000 0.652

학업적 자아효능감→자기조절 1.112*** 0.657 .105

***p<.001

한편,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

아효능감에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 검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의 <표 V-7>과 같다. 붓스트래핑의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초등학생이 지

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가 .4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이 .128-.671로 나타났다. 이

런 결과를 토대로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태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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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시에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중국 초등학생의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태도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V-7> 모형의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771*** .771***

학업적
자아효능감 .423*** .408*** .831***

***p<.001

요컨대,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근거로 하여 연구가설

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이 지

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7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

준화계수는 .4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셋째,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

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529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넷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

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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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또한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

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23이며, 총 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8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수업태도가 두 변인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 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V-2]와 같

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낸다. 지

금까지 살펴본 모형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

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그림 V-2] 최종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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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는 수업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셋째,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넷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는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검토, 예비검사,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중국 초등학생의 ‘교사-학생 관계 척도’, ‘수업태도 척도’, ’학업적 자

아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교사-학생 관계 척도’는 ‘친밀감’, ‘유능감’, ‘이해

공감’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업태도 척도’는 ‘호감도’, ‘참여도’,

‘중요도’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학업적 자아효능감 척도’는 ‘자기

신뢰’, ‘자기조절’ 의 2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측정 척도 모

두 신뢰도(Cronbach’ α)와 구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대상은 중국 베이징시 4개 초등학교 5, 6학년 초등학생 472명 이

었다. 2020년 4월에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검사를 실시하고, 5

월 초에 ‘수업태도’ 검사를 실시하고, 5월 중순에 ‘학업적 자아효능감’ 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 대상 중 설문지에 응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응답한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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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이 된 학생은 총 450명이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초등학생의 교사-학생관계와 수업태도 간의

상관은 .564로 통게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때 교사-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 중

‘이해공감’이 .487으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수업태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수업태도의 하위영역 중 ‘호감도’가 .489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교사-학

생 관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국 초등학

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계수

는 .7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상관은 .558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교사-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 중 ‘이해공감’이 .487으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학업적 자

아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조

절’가 .499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교사-학생 관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4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

셋째,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상관

은 .5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때 수업태도의 하위 영역 중 ‘중요도’

가 .470으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자기신뢰’가 .476로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수업태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국 초등

학생의 수업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

는 .5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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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

석 결과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또한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

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대한 표준화계수는 .423이었고 총 효과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8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수업태도가 두 변인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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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교사-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 중 ‘자아존중감’과 ‘이해공감’이 학생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우진현, 2007), 학생이 느끼는 ‘교사-학생

관계’와 ‘학생의 음악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권슬기,2016), ‘교사-학생 관계’가 ‘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金

童林외 2017) 등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초등학생의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친밀한 교사-학생 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의 하위 영역 중 ‘이해공감’이 다른 하위 영

역에 비해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수업태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학생의 심리 상태와 정서적 변화를 수시로 파

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업태도와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는 교사-학생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감정’ 하위 영역 중 ‘수

업의 중요성 인식’, ’수업의 호감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학습적 자아효능감과

높은 상관이 있다는 연구(周正钟, 2019), 자아효능감과수업태도 간에 정적 상관

이 있다는 연구(윤미정외2018), 학생의 수업에 대한 컨디션,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이 높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게 나타낸다는 연구(김정묵 외2004) 등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중국 초등학생의 수업태도 하위 영역 중 ’

중요도’가 다른 하위 영역에 비해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

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자기조절적 학습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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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수업태도를 매개로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태도에 따라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업태도가 학업적 자아효능감 향상을 위한 중요

한 과정 변인임을 의미한다. 즉,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 수업태도

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이 긍정적인 수업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

해서는 좋은 교사-학생 관계를 갖춰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좋

은 수업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의 선행 연구를 주로 참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측정척도와 질적자료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험적 검증

과 측정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보다 많은 학생과 다양한 지역 및 학교급에 속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국의 대도시(베이징)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역별로 발전 수준의 차

이가 크기 때문에 교육 역시 균형적으로발전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예

컨대 지역에 따라 한명의 교사가 한 학급당 7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

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건 차이로 인해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과 학교급의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

가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한 통제변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

후에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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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고, 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여 보다 정

확하게 교사-학생 관계, 수업태도,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담당 교과목별로 교사-학생 관계, 해당교과목의 수업태도, 해당

교과목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간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

국에서는 각 학급마다 국어 혹은 수학과를 전공한 반 주임교사가 학습관리 및

학생평가를 전담하고 있다. 국어, 수학을 제외한 과목은 ‘과임교사(科任教師)’들

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주임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과임교사’와 학생 간

의 관계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구체적인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 각 교과목에

대한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색하는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

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하는 교사-학생 관계가 교

사의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교육

부(2019)는 최근 ‘우수 교사 양성 프로그램（Outstanding Teacher

Development Program)’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의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

서 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의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계속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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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설문지

说 明

尊敬的同学：

您好！感谢你配合参加这次问卷调查，为此我要向你说声感谢，谢谢！

为了全面了解全校同学对师生关系的认知状况，以便提高学校教育水平，我们特别组织了此

次问卷调查。非常感谢你作为学校学生代表参加此次调查活动，请您热心提供你的看法和意见，

并希望能够得到你的支持和真实的反馈。

本问卷为单选题，请在最符合你的选项中画√或圆圈。本调查问卷结果仅作为研究使用承诺

绝对不公开，请表达你内心的真实想法。

2020年4月

首尔国立大学 教育系

教育测量评价专业 赵润泽

你的学号：



79

请在最符合你的选项中画√或○。

完 全

不

同意

不 同

意

一

般

同

意

完全

同意

1.老师对我很亲切 ① ② ③ ④ ⑤

2.老师很喜欢我 ① ② ③ ④ ⑤

3.老师很和蔼 ① ② ③ ④ ⑤

4.我喜欢和老师相处 ① ② ③ ④ ⑤

5.和老师相处很舒服 ① ② ③ ④ ⑤

6.老师备课很用心 ① ② ③ ④ ⑤

7.老师在课堂中能运用适合我们的、多种多样的教

学方法
① ② ③ ④ ⑤

8.通过老师的课堂教学我很好的掌握了知识点 ① ② ③ ④ ⑤

9.老师用容易理解的方法为我们解答知识点 ① ② ③ ④ ⑤

10.老师培养我们自主学习的能力 ① ② ③ ④ ⑤

11.老师努力站在我们的立场去思考问题 ① ② ③ ④ ⑤

12.老师尊重我的个性 ① ② ③ ④ ⑤

13.老师能很好的理解我的情绪 ① ② ③ ④ ⑤

14.老师能理解我本身存在的问题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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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수업태도 설문지

说 明

尊敬的同学：

您好！感谢你配合参加这次问卷调查，为此我要向你说声感谢，谢谢！

为了全面了解全校同学对学习的态度，以便提高学校教育水平，我们特别组织了此次问卷调

查。非常感谢你作为学校学生代表参加此次调查活动，请您热心提供你的看法和意见，并希望能

够得到你的支持和真实的反馈。

本问卷为单选题，请在最符合你的选项中画√或圆圈。本调查问卷结果仅作为研究使用承诺

绝对不公开，请表达你内心的真实想法。

2020年5月

首尔国立大学 教育系

教育测量评价专业 赵润泽

你的学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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请在最符合你的选项中画√或○。

完全

不

同意

不

同

意

一

般

同

意

完全

同意

1.上课时我很愉快 ① ② ③ ④ ⑤

2.我认为课堂中学习的知识很有趣 ① ② ③ ④ ⑤

3.我认为学校的课堂活动很有趣 ① ② ③ ④ ⑤

4.我平时能充满自信的参与课堂教学 ① ② ③ ④ ⑤

5.我在课上经常提问 ① ② ③ ④ ⑤

6.我认真完成作业 ① ② ③ ④ ⑤

7.我认为预习非常重要 ① ② ③ ④ ⑤

8.我认为全神贯注地听课很重要 ① ② ③ ④ ⑤

9.我认为课上学习的知识对解决生活中的问题有

很大帮助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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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학업적 자아효능감 설문지

说 明

尊敬的同学：

您好！感谢你配合参加这次问卷调查，为此我要向你说声感谢，谢谢！

为了全面了解全校同学对学习的信心和效能感，以便提高学校教育水平，我们特别组织了此

次问卷调查。非常感谢你作为学校学生代表参加此次调查活动，请您热心提供你的看法和意见，

并希望能够得到你的支持和真实的反馈。

本问卷为单选题，请在最符合你的选项中画√或圆圈。本调查问卷结果仅作为研究使用承诺

绝对不公开，请表达你内心的真实想法。

2020年5月

首尔国立大学 教育系

教育测量评价专业 赵润泽

你的学号：



83

请在最符合你的选项中画√或○。

完全

不

同意

不

同

意

一

般

同

意

完全

同意

1.我有信心能理解课堂知识 ① ② ③ ④ ⑤

2.我有信心能做好课堂作业 ① ② ③ ④ ⑤

3.我有信心能在考试中取得好成绩 ① ② ③ ④ ⑤

4.我有信心能熟练地使用课堂所学的内容 ① ② ③ ④ ⑤

5.我平常能够主动预习接下来要学习的知识 ① ② ③ ④ ⑤

6.我平常能够主动复习课堂所学知识 ① ② ③ ④ ⑤

7.我能思考自己是否有未掌握的知识并努力掌握

它
① ② ③ ④ ⑤

8.无论是在学校或是我独自一人的时候都能很好

的学习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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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hinese Primary School
student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through Class

attitude
Runze Zha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chang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mankind and even some jobs can be replaced directly by

artificial intelligence. A new challenge facing education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s to foster talent with core competencies in the future of the 21st

century. As a result, learners are required to have a high self-efficacy, and

at the same time, teachers are required to have high level of expertise. In

addition, prior research has already demonstrated that the formation of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 predicts various

learner outcomes and changes, such as their adaptation to school,

participation in classes, and even self-efficacy. In China,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link between teacher-student relations in elementary

schools and students' self-efficacy.

This study seeks to us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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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class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regarding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urrent research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1. How does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affect students’ class attitude?

2. How does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affect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3. How does the class attitude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fect their academic self-efficacy?

4. How does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Chinese primary schools

affect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bymediating their class attitude ?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it was conducted analysis of prior

research and developed measurement scales on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the 'class attitude',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students, plot test,

and discussion among experts.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Scale'

consists of three sub-factors: 'Intimacy', ' Teaching Capability', and

'Understanding and Empathy', 'the Class Attitude Scale' consists of three

sub-factors: 'Favorability', 'Participation', and 'Importance ’ , ‘ the

Self-Efficiency Scale' consists of two sub-factors: 'Self-confidence' and

'Self-direction'. All three scales showed good reliability(Cronbach' α) and

good construct validity.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472 fifth and sixth graders in four

elementary schools in Beijing, China. A total of 450 students were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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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for analysis after removing the data of respondents who did not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or gave insincere answers. To check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est

was conducted in April 2020, after which the 'class attitude' test was

conducted two weeks later (early May), and the 'academic self-efficacy' test

was conducted twoweeks later (mid-May) afterwards.

The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tudents’ class

attitud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for the effect of teacher-student relations on the

class attitude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771,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Second,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model,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for the effect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423,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Third, the class attitude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model,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for the influence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lass attitude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is .529,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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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f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through the medium of the class attitude.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s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on academic self-efficacy through

the medium of class attitude are standardized.408,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Also, the standardizing factor for the direct effect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is .423, and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for total

effects was 1.831,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In other words,

the attitude of teaching was found to be the partial mediator between the

other two variables.

Thus,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lass attitude and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the

class attitude is the mediator between the other two variab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and the class attitude are key elements for improving the academic

self-efficacy. Therefo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hina can only have

high academic self-efficacy if they have a positive class attitude and enjoy a

goo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Keyword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class attitude,

academic self-efficacy, SEM,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 Number: 2018-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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