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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박 명 숙*

1)

본 연구는 대학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구문제 설정 및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국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서 수용성, 친밀감 및 신뢰성은 학습몰입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학
생 상호작용신뢰성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습몰입을 매개하여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 음악전공 수업에서 학업성취도의 제고를 위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학습몰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음악전공 수업의 내실화와 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연구적 의의라 할 수 있다.
* 검색어: 음악전공,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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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제고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
표는 오늘날 모든 대학의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등교
육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오늘날 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이라는 목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성과를 제고하려는 대학의 혁신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김은지, 2015).
최근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갖는 경험과 만족이 대학 교육
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지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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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험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교육성과를 논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학생의 수가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대학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배상훈 등, 2016).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행요건으로서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식 구성을 강조하는 학습자중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은지,
2015). 수업이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의 내외적 환경을 조작해 가는 몇 가지 변인
들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교수자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상항을 모니터링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하는 안내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Tobin and Tippins, 1993; 강경리, 2018). 학습몰입의 경험은 배우고자하는 열망과 호기심을 일
으켜 좀 더 새롭고 어려운 수준의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김민숙, 윤순영, 2015). 따라서 학습자가 능동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수업 활동에 참여
하여 몰입하는가는 수요자 만족과 더불어 최근에는 대학교육의 전체적인 성과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는 등 교육성과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Richardson and Newby, 2006). 특히 이
러한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활동과 관련하여 투입요인과 성과요인을 매개하는 요
인으로 대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Reyes et.
al., 2012). 따라서 대학생들이 언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수업에 대한 몰입과 만족을 경
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학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의미 있는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김은지,
2015).
최근 들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공급자’인 교수자의 교수 행위 중심에서 ‘수요자’인 학습자
의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즉, 학생을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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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주체로 바라보게 되었다(정혜진, 김경원, 2016). 따라서 교수자 요인만을 평가 개선하는
것으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
용, 학생-학생간의 협력 및 학생들의 적극적이면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때 강의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송영명 등, 2018)
그러나 최근 국내 4년제 대학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수와
거의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33.1~6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대학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유현숙 등, 2014). 특히 음악
대학에서 전공 실기 수업은 일반적으로 교수자와 학생 간의 계층적 관계에서 학습을 강조하는 도
제식(apprenticeship) 수업으로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언어적 소통과 함께 비언어적인 소통이 통합
적으로 진행됨으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석문주,
권덕원, 2016).
이렇듯 최근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질 제고를 위해 학습자 중심 교육이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대학생들
의 학습참여와 교육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만을 다루고 있으며(김은경, 2005; 최정
윤, 신혜숙, 2010; 민혜리, 이희원, 2011; 박경선, 성은모, 2012),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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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이르는 구조적 경로를 밝히는 실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습몰입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몰입의 매개적 영향을 미치
는가?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 대학교육의 수요자 관점에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이 교육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음악전공 수업의 내실화와 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1.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수-학생 상호작용(faculty-student Interaction)이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이 경험하는 교수와
의 학문적이며 사회적 교류 활동을 말한다(홍지인, 배상훈, 2015; Beckett, et al., 2016). 대학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며,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다(배상훈 등, 2016). 대학은 학문적 논쟁과 탐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교수에 의해 학생
에게 전달되는 학문은 무엇보다 신뢰가 전제 되어야 하며, 그 전달과정에서 학생들이 친밀감을 형
성할 때 학습활동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송윤정, 조규판, 2016)
따라서 대학생의 학습참여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생 간 자주 교류하고 교수자가 학
생들의 성장 및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면, 학생들은 학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학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높은 교육적 성과를 달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Astin, 1993; Kuh, 2003;
Pascarella and Terenzini, 2005; 홍지인, 배상훈, 2015). Astin(1993)은 대학의 수업 내 및 외부 활
동에서 교수자와 학생들이 자주 접촉 할수록 학생들의 성장과 만족도가 커진다고 하였다. 김남희
와 김종백(2011)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교수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기반 위에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리적이며 행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송윤정과 조규판(2016)
은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교수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며, 친밀
하고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정도”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즉 교수-학생 상호작
용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장 및 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학의 역할은 학문적 논

- 3 -

음악교육공학(제37호, 2018. 10. 16)

쟁과 탐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교수가 전달하는 학문은 무엇보다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전달과정에서 학생들이 친밀감을 형성할 때 학습활동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송윤정, 조규판, 2016)
이러한 교사-학생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Pianta와 Nimetz(1991)는 교사-학생 간의 관계
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생-교사 관계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를 개발하고, 친
밀감, 의존성, 갈등의 세 가지의 차원을 구성요인으로 제안하였다. Wubbels 등(1993)은 교사의 상
호작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가 리더쉽, 이해, 도움·친밀감, 자유·책임감 부여 등을 포함하
는 지각한 근접성과 불확실, 불만족, 훈계, 엄격함 등을 포함하는 영향력을 측정지표로 제시하였
다. Bryk과Schneider(2002)는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에서 능력, 믿음, 친밀감, 성실성, 상호지지,
상호존중, 개방성, 돌봄 등을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지은림 등(2003)은 교사와 학생의 간의 관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이해
공감, 신뢰감, 존중감, 친밀감, 그리고 유능감을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숙정과 한정신(2004)
은 능력, 성실성, 개방성, 돌봄, 믿음, 그리고 친밀감 등을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 신뢰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남희와 김종백(2009)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애착이론 관점에서 민감
성, 수용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주요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인의 하위
구성요인으로는 신뢰성, 친밀성, 상호지지, 상호존중, 개방성, 수용성 등의 구성요인이 제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활에서 대학생이 교수자에 대하여 신뢰하고 정서적으로 가깝
다고 인식할수록 대학생활적응 및 학습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용성, 친밀감 및 신뢰성
을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인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교수-학습 활동의 중심이 되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관계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뿐 아니
라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인정을 받고 자아개념이나 자아실현을 경험하는 인간으

․

로서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김은주, 2014). 따라
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를 높이며,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 지속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uh, 2003; Pascarella and
Terenzini, 2005; 최정윤, 신혜숙, 2010; 유현숙 등, 2011; 김은주, 2014; 홍지인, 배상훈, 2015).
Astin(1993)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생의 인지 능력 발달의 관계가 있으며, 교수와의 질 높
은 상호작용은 대학생의 내적 동기와 자기 조절적 행동을 향상시키고, 심화된 지식을 얻는 데 있
어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naya and Cole(2001)은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간
의 관계의 질, 학업 관련 대화, 진로 관련 상담, 공동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상호작용 활동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uh and Hu(2001)는 교수와 학생 간의 상
호작용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 기술 향상, 취업 준비 등의 교육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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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 김은경(2005)은 국내 대학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
은 집단보다 대학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며, 성장 및 발달에서도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유현숙
등(2011)은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학생일
수록 종합적 사고력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14)는 교수-학생 상호작용
은 학생의 학습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송영명 등(2016)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몰입이 대학생의 전공 수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수와 학생이 더 많이 상호작용할수록, 학생은 자신이 학습하
는 내용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며, 학습에 몰입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게 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배상훈 등, 2016).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1.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
몰입(flow)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완전히 몰두하여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로, 몰입경험
은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Csikszentmihalyi, 1975; Csikszentmihalyi, 1990). 학습몰
입(learning flow)은 몰입 개념을 학습 맥락에 적용한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수행하거나
수업에 임할 때 완전히 집중하며 최적의 경험을 하는 상태이다(김은지, 2015). 즉 학습몰입이란
학습목표를 성취하고자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학습과정과 활동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된다(Carini et al., 2006; 김은지, 2015).
따라서 학습과정에서 몰입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학습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서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Guo et al., 2007; 오층광,
정애린, 2015). 학습몰입의 경험은 배우고자하는 열망과 호기심을 일으켜 좀 더 새롭고 어려운 수
준의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김민숙, 윤순영,
2015). 학습에 몰입하는 학습자는 학습과정에서 호기심, 흥미, 그리고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
을 경험하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등 학업 성취를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강한
집중력을 보이지만, 학습에 몰입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경우 학습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어려
운 과제를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습활동에 지루함을 느껴 중도탈락이나 학업실패에 이
르게 된다(Skinner and Belmont, 1993; 김민숙, 윤순영, 2015).
최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는 몰입이 효과적인 학습 수행 뿐 아니라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을 예측한다는 관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긍정적 또는 부정
적 영향을 주는 학습자 관련 변인, 학습 과정이나 맥락적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김은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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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몰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Carini 등(2006)은 대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학업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숙정(2011)은 대학생의 학습몰입이 대학생활적응과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
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김은지(2015)는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의 내·외적 요인과 학습 분위기는 학
습몰입을 매개하여 수업만족에 긍정저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충광과 정애린
(2015)는 대학생의 애착, 자기효능감, 학습몰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
몰입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H3.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몰입

H1

수용성

H3
신뢰성
H2

학업성취도

친밀감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설정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음악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설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총 285개의 자료를 수집하였
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를 점검하여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거하고 최종
273개 사례를 최종 유효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표본의 특
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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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본 특성
구분
성별

전공

빈도(명)

비율(%)

남자

76

27.8

여자

197

72.2

작곡

45

16.5

성악

86

31.5

피아노

69

25.3

관현악

73

26.7

합계(명)
273

273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제시된 연구가설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학생-교수 상호작용(수용성, 친밀감, 신뢰
성), 학습몰입, 학업성취도의 5개 변인, 총 2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문헌 고찰을 바
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적용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타당성은 측정
문항의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이며, KMO(Kaiser- Meyer-Olkin)값이 0.6 이상인 경우 연구도구로
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뢰성은 측정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이 0.6 이상인 경우
연구도구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인은 김종백과 김남희(2009), 홍지인과 배상훈(2015), 송윤정과 조
규판 (2016), 이성숙과 김진강(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참고하여 각 각 4개 문항으로

<표 2>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측정문항

수용성

친밀감

신뢰성

요인적재치

교수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함

.809

교수자는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음

.784

교수자는 학생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임

.849

교수자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짐

.798

교수자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임

.772

교수자와 학생들과 감정이나 느낌을 공유함

.842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호의적임

.818

교수자는 학생들을 배려함

.614

교수자는 수업에 충실함

.807

교수자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지함

.891

교수자는 수업에 최선을 다함

.895

교수자는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킴

.826

Cronbach's α

.909

.891

.946

Kaiser-Meyer-Olkin (KMO) 측도

.92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유의확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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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인의 하위차원으로서 수용성, 친밀감, 신뢰성의 측정문항에 대
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측정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이고, KMO는 .922로 요인
분석을 위한 측정문항의 선정이 좋은 편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Cronbach's alpha 계수가 수용성은 .909,
친밀감은 .891, 신뢰성은 .946으로 수용 기준치인 0.6을 상회하는 신뢰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과 같다.
다음 학습몰입 변인은 이숙정(2011), 오충광과 정애린(2015), 박명숙(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참고하여 각 각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몰입 변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
증결과, 측정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이고, KMO는 .847로 요인분석을 위한 측정문항
의 선정이 좋은 편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Cronbach's alpha 계수가 .912으로 수용 기준치인 0.6을 상회하는
신뢰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2>과 같다.

<표 3> 학습몰입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측정문항

학습몰입

요인적재치

외부 자극에 방해받지 않고 수업에 집중함

.890

자신과 수업이 하나가 됨

.891

자신의 환경과 행동에 대한 통제할 수 있음

.880

시간이 평소보다 바르게 흐름

.903

Cronbach's α

.912

Kaiser-Meyer-Olkin(KMO) 측도

.8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유의확률)

.000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는 연구대상 학생들의 지난 학기 전체 평점(GP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수용성, 친밀감, 신뢰성), 학습몰입, 학업성
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습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 회귀분석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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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 간에는 유의수준(p>0.01)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변수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신뢰성과 학습몰입(=.659), 신뢰성과 학업성취도(=.400), 학습
몰입과 학업성취도(=.467)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요약하면 <표 4>과 같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수용성
친밀감
신뢰성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수용성
1
.657**
.559**
.587**
.325**

친밀감

신뢰성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1
.659**
.624**
.317**

1
.659**
.400**

1
.467**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2. 변인 간의 영향관계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 = 99.260 (p =.000), R² =
.525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 1.96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을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서

수용성은

학습몰입에

t=

3.961(p=.000), 친밀감은 학습몰입에 t= 3.482(p=.001), 신뢰성은 학습몰입에 t= 6.771(p=.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 H1-2, H1-3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5>과 같다.

<표 5>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습몰입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학습몰입

독립변수
수용성
친밀감
신뢰성

β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216
.193
.350

.055
.056
.052

표준화계수
β

t값

.226
.219
.388

3.961**
3.482**
6.771**

R² = .525, F = 99.260, p = .000, Durbin-Watson = 1.964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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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 = 19.096 (p =.000),
R² = .176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 2.02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
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서 수용성은 학업성취도에 t=
1.822(p=.070), 친밀감은 학업성취도에 t= .290(p=.772), 신뢰성은 학습몰입에 t= 4.078(p=.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1, H2-2는 기각되고, H2-3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독립변수

β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값

수용성

.086

.047

.137

1.822

친밀감

.014

.048

.024

.290

신뢰성

.181

.044

.308

4.078**

R² = .176, F = 19.096, p = .000, Durbin-Watson = 2.029
*p<.05 **p<.01

다음으로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회귀모형은 F = 75.593 (p =.000), R² = .218의
설명력을 보이며, Durbin-Watson = 1.95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을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t= 8.694(p=.000)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학습몰입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검증결과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독립변수
수용성

β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305

표준화계수
β

t값

.467

8.694**

.035

R² = .218, F = 75.593, p = .000, Durbin-Watson = 1.958
*p<.05 **p<.01

3.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간의 영향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서 수용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친밀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학습몰입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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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수용성/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친밀감/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신뢰성/
학습몰입/
학업성취도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값

R²

1단계

.587

11.944**

.345

2단계

.325

5.661**

.106

3단계(독립)

.078

1.172

3단계(매개)

.421

6.354**

1단계

.624

13.136**

.389

2단계

.317

5.506**

.101

3단계(독립)

.420

.616

3단계(매개)

.441

6.404**

1단계

.659

14.426**

.434
.160

2단계

.400

7.195**

3단계(독립)

.164

2.313*

3단계(매개)

.359

5.067

.222

.219

.233

*p<.05 **p<.01

4. 가설검증 결과
이상의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검증결과

H1.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수용성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친밀감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3. 신뢰성은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H2-1. 수용성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2. 친밀감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2-3. 신뢰성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3.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매개효과)
친밀감 →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매개효과)
신뢰성 → 학업성취도 (학습몰입 매개효과)
수용성

추가분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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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
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학습몰입의 매개적 효과를 실증적
으로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수-학생 상호작용으로서 수용성, 친밀감 및 신뢰성은 모두 학습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있어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음악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수자로부터 긍정적인
태도와 친밀감을 느끼고 이러한 반응이 일관적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보다 더 학습
에 몰입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성숙, 김진강, 2017).
둘째,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신뢰성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수용성과 친밀감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성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지지와 도움을 제공 할 것이라는 믿
음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으로(김남희, 김종백, 2009), 음악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
수자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보다는 교수자의 능력이나 성실함을 신뢰할수록 학습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학습몰입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과정에서 학습
자는 몰입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김은지, 2015). 따라서 학습몰입의 전제조건으로 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높여 학생들이 보다 더 학습에 몰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악전공 교수자와 학습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학습에
몰입할수록 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달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음악전공은 타 전공과
는 달리 전공특성 상 소수의 지도교수로부터 1 대 1의 지도를 받음으로, 교수자에 대해 보다 의존
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음으로(박명숙, 2017), 음악전공 수업에서 교수자 및 음악대학 당국은 교
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떻게 유대감을 느끼고 신뢰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수-학생 상호작용 수준이 학습몰입 및 교
육적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대학에서 이러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 수준
을 높일 수 있는 교육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교수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은주, 2014). 그러므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
려는 장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배상훈 등, 2016).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전공 수업에서 학업성취도의 제고를 위한 교수-학생 상호작용 및 학습몰
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음악전공 수업의 내실화와 질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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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연구적 의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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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Faculty
Interacti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usic major

Myeong-Sook Park
This study explor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faculty Interaction, learning flow,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usic major. This study developed research problem setting and measurement
tool through literature review. Also,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or the students attending the
music college in Korea and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n the
music major, acceptability, intimacy and reliability as student-faculty interac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learning flow. Second, the reliability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ird, learning flow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faculty interac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mediation
of learning flow.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and
learning flow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in music major.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music major.
KEY Words: Music Major, Student-Faculty Interaction, Learning Flow,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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