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연구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제50권 제1호, 2012, pp.161-192

A study on respons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performance-based bonus pay:
grounded theory
Kim, Kyung-Yoon (Chung-Ang University)
Gu, So-Yeon (Chung-Ang University)†
Lee, Eun-Suk (Chung-Ang University)
Yi, Chung-Ran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teachers’ performance-based pay system is a incentive system introduced to estimate
their effort and performance and compensate for them fai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eachers perceive and cope with the pay system and to find out how their
diverse perceptions and responses interact with their teacher culture
The results of data-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d their
performance-based pay system as an inadequate system unsuitable with the teaching profession
because they thought that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eachers’ activities in terms of quantity
and compensate for their effort and performance by giving money. Secondly, they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in reacting to the pay system, such as adaptive teachers
who try to effort to meet its standards, perfunctory teachers who get scores without genuine
care, and critical teachers who insist on improvement or reform. Thirdly, the pay system seems
to influence somewhat positively on the teacher culture so that teachers try to use more time
for self-improvement. However, it has contributed partly to form the negative teacher culture
such as critical or perfunctory response of some teachers and lack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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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원성과상여금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쏟는 노력과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성과급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 또한 그러한
인식과 대처방식이 교직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첫째, 교사의 업무를 정량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교원성과급제가 교직 특수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인식하였다. 둘째, 교원성과급제를
수용하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순응적 교사, 형식적으로 점수를 관리하는 형식적
교사,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는 비판적 교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원성과급제가 자기 계발
등의 긍정적인 교직문화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이 제도로 인해 일부 교사들의
비판적, 형식적 대처와 갈등, 협력 부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교직문화 형성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었다.
주제어 : 교 원성과급, 교 직문화, 근 거 이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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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이하 ‘교원성과급제’)1)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쏟는 노력과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 보상을 차별화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2).
이전까지 교사들의 보수체계는 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
어 업무를 열심히 하거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
었다(김희규․김경윤, 2011; 하봉운, 2005).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교장이나 교감으로의
지위 상승 기회가 있지만, 그것은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고
그나마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수의 교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다(박상완, 2006).
성과급의 유용성은 사회심리학의 기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급은 업무동
기유발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업무성과에 금전적 보상을 결부시킴으로써 노력에 대한 보상기대
를 형성하여 업무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 노력을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Porter & Lawler, 1968; Vroom, 1964; 한승주, 2010 재인용). 이와
같은 견지에서라면, 성과급제로 인해 교사들의 ‘현재주의’가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교사들이 전
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심리적인 보상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온 교사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역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논거들에 의한 것이다. 첫
째,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교사들의 노력을 줄이게끔 함으로써 교사들의 윤리의식을 해이하게
할 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한 연구는 강도 높은 인센티브 체제의 직원들은 동기화되지 못하고
인센티브가 없는 일상적 보수체제에 비해 오히려 일을 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ehr &
Schmidt, 2004). 둘째, 금전적 인센티브는 내재적 동기 즉, 직무로 이끄는 것을 동기화하는 책무
감이나 만족도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Kreps, 1997). 셋째, 실적기반의 보수에서 자주 거
론되는 비판은 금전적인 보상에 의한 동기화에 상대적으로 면역되어진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들
이 금전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Firestone & Pennell, 1993)
교원성과급제의 효용성에 관한 찬반 논란이 있어온 가운데, 최근까지 국내의 교원 성과급제
에 대한 연구들은 성과급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
1)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7조의2: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2) 교원성과상여금 오해에서 이해까지(2009).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web/1110/ko/board/view.do?bbsId=149&boardSeq=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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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었다(김희규·김경윤 2011; 하봉운 2005; 박영숙 2002 등). 하봉운에 의하면 교사들은 성과급제
의 평가 기준이 교사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사상과는 거리가 멀어 받아들이기가 힘들뿐
만 아니라, 수업과 학교업무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평가자의 개인
적인 선입견과 편애가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교사들 간에 갈등이 야기한
다고 하였다. 또한, 이쌍철과 홍창남(2008)은 성과급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사일수록, 심리적
거부감이 낮고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경력이 낮고 직위가 높을수록 성과급 정책에 더 순응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시행 대상이 되는 교사들과 교직사회
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즉 교사들이 성과급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
처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인식과 대처방식이 교직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어떠한지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입 10여년을 넘기며 교직사회 동기부여의 제도적 장치
로서 시행되어온 교원성과급제가 교직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교원들은 이에 대한 대
처전략과 교직문화와의 작용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원의 직접적인 면담방식을 통해 잠재되어
온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차원의 심층적인 질적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 연구
의 필요성은 이 점에서 착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셋째, 그러한 인식과 대처방식이 교직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 원 성과급제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1년 간
이루어진 교원의 교육활동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생
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쏟는 노력과 실적
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열심히 노력한 교사는 그에 따른 정당한 보
상을 받고, 이를 본보기로 다른 교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인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 쏟는
노력과 열정, 수업전문성과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교과부에서 말하는 공공
기관에서 성과(成果)의 개념은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의 결과물”이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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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교육활동 성과’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종합적 발달, 학교의 교육력 제고 등의 교육활동
의 결과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들이는 과정적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2010, 교과부).
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 변화를 정책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문민정부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세칭 '5.31 교육개혁 방안', 1995. 5. 31)에서 ‘능력중심 승진·보
수 체계를 도입하고 교원종합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제안하면
서부터다. 이후 중앙인사위원회가 ‘능력 및 실적 반영 승진·보수체제’ 마련과 관련하여 ‘성과급
지급방침’을 발표하고(1995.11.17), 1996년과 1997년에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특별근무성적을 고
려하여 10%의 교사들에게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1998년에 국민 정부 때에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등장한 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는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교사들도 공무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시에 성과
급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업무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지
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고, 그런 반대에 부딪혀 성과급 지급이 미루어져 오다가 2002년
에 차등지급률을 책정된 전체 상여금액의 10%로 제한하면서 전체 교원에게 성과급 지급이 이
루어졌다. 2005년까지도 10% 차등지급률을 유지했고, 2006년, 2007년에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
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차등지급률이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8년
에는 30%, 2009년에는 30～50%로 확대되었는데, 2010년부터는 차등지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
는다는 국정감사의 지적3) 때문에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이 상향되어 50%, 60%, 70% 중에서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했고, 80% 이상 100%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
게 했다4).
한편, 2011년부터 성과상여금이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이원화되었는데, 학교성과급
은 2011년에 전체 성과급 예산 중 10%가 지급되었고, 2012년에는 당초 30%를 목표하였으나
교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10% 후퇴한 20%가 지급될 예정이다. 해마다 개인 그리고 학교간의
차등지급률이 늘어나면서 교원들 간에 성과급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과학기술
부, 2012). 2012년을 기준으로 개인 차등지급률을 50%로 할 때, 학교와 개인평가 모두에서 최고
등급(SS)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BB)을 받은 교사 간 성과상여금의 차이는 1,456,350원이 된
다.5) 개인 차등지급률을 70%로 하면 그 차이는 1,791,970원, 100%일 때는 2,295,410원이 되어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 교원의 성과급 지급이 ‘호봉을 산정해서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행안부와 교과부가 협의하여
30~50%까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시달하였는데, 99.7%의 학교가 최저수준(30%)만 이행하고 있어 성
과상여금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재설계를 지적함(교육과학기술부, 2010).
4)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2010.2)
5)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의 등급은 각각 S, A, B 등급(개인성과급은 2010년까지 A, B, C로 구분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S, A, B 등급으로 변경됨)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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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2010)는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서 차등지급을 확대하는 이유로 한 해 동안 들인 노
력과 열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거나 보상 크기가 작을 때 열심히 근무한 교원의 사기
를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2. 교 직 문화와 교 원 성과급제

교직문화는 '교사집단에서 보이는 교사 특유의 독자적인 행동양식, 규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황기우, 1992). 이는 다른 직업 종사자들의 기풍(ethos)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교사 충
원방식, 사회화, 교직 유인체제(보상체계) 등의 구조적 특징과 교사들이 그들의 일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Lortie, 1975). 달리 말해, 교직문화는 교사들의 행위를 제약하
는 객관적 구조와 교사들의 주관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이정선, 2000).
교직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 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교직사회가 보수적이고 개인주의
적이라고 했다. 황기우(1992)는 초등학교의 교직문화를 연구한 결과, 과거의 개인적 경험과 관
행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개인적 고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 교수활동의 즉시성과 긴박
성으로 인한 현재주의, 그리고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 성향이 지배적이라고 했고,
이정선(2000)은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 달걀상자 모양의 세포적 구조로 인한 소통 방해 및 상
호 분리가 조장되는 개인주의 경향, 경력의 계단이 없고 보상체계는 능력의 변화에 따라 부여
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현재주의 경향, 변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계속성을 유지하려는 보수주
의 경향, 특수하면서도 일반적인 지위로 취급되는 교직의 이중성을 특징으로 꼽았다. 김희규
(2003)와 박영숙·전제상(2003) 등은 교직사회가 다른 조직에 비해 폐쇄적이며,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이 강하고, 실험정신이 부족한 특성이 있고, 전문적 성향이 있으면서도 승진과 전보에 얽매
이는 관료적 성향이 강하고, 변화보다는 전통과 안정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교직문화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늘 행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학교는 교원 간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직문화의 특성에 성과급제의 도입됨으로 인하여 교원은 성과급제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성과급제 도입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 초등학교 교원들을
면담하여 교원평가에 대한 인식과 학교조직의 특성을 분석한 박상완(2006)은 교원평가 정책의
실시가 학교의 구조적,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며, 성과급제 실시가 교직문화
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임을 시사 하였다.
성과급제 실시를 의식하고 살아가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든 간에, 성과급 차등액 확대는
교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전략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대응전략은 교
직문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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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식을 조사한 김미정·유수정(2007)의 연구는 성과급제가 교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일부분 언급하고 있는데, 교사 면담 결과에는 성과급제의 실시로 이전보다 어려운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언급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성과와 보상 간의 연계성을 찾기 힘들고 도입 취지인
열심히 일하는 문화조성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교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과급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적인
특성이 성과급제도의 실시와 관련됨을 볼 수 있었다. 한승주(2010)는 차별적 금전보상이 공무원
에게 어떤 의미로 경험되었는지를 분석했는데, 공무원들은 공공조직에 내재된 구조적 제약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성과급제를 ‘모순된다고 판단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이를 가능한 방식으로 ‘끌어안으려는’ 대응은 상징적 형
식주의와 같은 제도의 왜곡과 함께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키고 있어 결국 성과급제도는 업무동
기유발과는 무관한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성과급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연구(하상근, 2005)와 외적보상보다는 내적보상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
면서도 공무원이기에 업무수행 만족, 성취감이라는 내적보상보다 공공이익 추구가 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근주·이혜윤, 2007)는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제도가 그다지 효과
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보수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받은 공무원·교원
의 인식과 이들로 구성된 각 조직의 문화적인 특성들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쌍철·홍창남(2008)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상 집단의 문화와 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 여 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선
정 시 성별은 남자가 약 30%로 교육현장 성비에 맞추었으며, 경력은 10년 이하 6명, 10∼20년
7명, 20면 이상이 4명이다. 연령은 20대 4명, 30대 5명, 40대 6명, 50대 2명로 골고루 분포하였
다. 성과급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지침상으로는 30:40:30%로 강제 할당)을 연도별로 보면
5:8:4, 6:7:4로 근사하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어느 한 쪽으로 치
우치지 않고 고루 분포하도록 하였다.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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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 번 성 별 연령 (만 ) 경력

학급수 * 지역

보직

등급
2009

1
여
48
25
60
서울 부장
1
2
여
41
16
17
서울 부장 3(파견)
3
여
26
2
17
서울
2
4
여
50
28
27
서울 부장
1
5
여
29
3
22
경기
1
6
여
44
22
36/22
경기
2
7
여
40
10
22
경기
2
8
남
39
12
22
경기 부장
1
9
남
29
5
45
경기
2
10
남
38
12
45
경기
3
11
남
42
17
21
경기 부장
2
12
여
52
23
6
경기
2
13
남
41
12
21
경기 부장
3
14
여
35
8
17
서울
2
15
여
35
8
28/40
경기
3
16
여
39
14
33
서울
2
17
여
28
4
42
경기
1
※ / 표시는 연구참여자의 전보로 인한 2009/2010년 담당 학급수를 나타낸 것임.

등급2010

1
1
2
1
2
2
2
1
2
2
1
2
2
3
3
2
1

학교 급에 따라 학교의 구조적 여건과 업무, 그리고 성과 평가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
자를 초등교사로 제한하였다. 또한 비슷한 여건과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을 대상으
로 연구하기 위해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수석교사, 영양교사는 제외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총 17명(남 5, 여 12)으로 부장교사 6명, 평교사 11명이다.
2. 자료 수 집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1년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수행하였다. 4명의 연구자 각자가 4～5명의 연구
참여자를 면담하였으며, 1회 면담 시간은 40분～90분 정도였는데 남교사들이 여교사들보다 비
교적 적게 걸렸다. 면담을 하기 전에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으며, A4 용지 1쪽
분량의 교원성과급제 개요를 작성해 미리 설명한 한 후에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정보수집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면담을 실시했다. 질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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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 의 대처방식, 그리고 교직문화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연구자 4명이 각 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pilot) 면담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만들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모든 면담은 녹음하였으며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문을 바꾸
거나 추가하면서 진행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4명의 연구자가 각자의 자료를 반복 청취하면서
전사하였다. 면담 및 전사 중에도 연구자들은 수시로 만나서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연구 방향
및 방법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3. 자료 분석과 신뢰성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이 만든 근거이론 연구방법 절차에 따랐다. 이 방법은
연구하고자 하는 과정(또는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나온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생성하거나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는 정보의 범주를 만들어 내고 (개방코딩), 범주들을
서로 연결시키며(축코딩), 범주들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구성하고(선택코딩), 광범위한 이론적 명
제로 끝내는 절차로 이루어진다(Strauss·Corbin, 1990; Creswell, 2007/2010 재인용).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먼저 각자가 전사한 자료를 거듭하여 읽고 코딩하고 분류했다. 코딩은
먼저 전사된 원문의 파일 우측에 메모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코딩에 필요한 기호
와 기술어는 사전에 설문 내용에 따라 기초적인 안을 만들고 인터뷰 내용에 따라 수정하는 절
차를 거쳐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성과급제도에 대한 인식 중 등급을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내
용이라면, 성과급제도는 ‘I’, 인식은 ‘P’, 차등화는 ‘D’라는 기호로 쓰기로 하여, 이를 간략히 표기
할 때에는 IP/D로 하기로 하고 기술어는 ‘사기저하’ 등 인터뷰 내용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
명명하여 메모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들은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코딩하지 않기 위해 계속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거쳤으며, 서로가 코딩한 내용을 교환하여 다시 읽고 잘못 코딩한 내용
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코딩된 모든 전사 자료는 Nvivo 9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개방코딩 작업
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과로 105개의 개념이 나타났고, 그 중 그것을 언급한 연구참여
자의 수가 매우 적은 개념들은 제외시키고 총 71개의 개념들을 37개 하위범주로 분류한 다음,
그것을 다시 17개 상위범주로 묶었다. <표 2>는 개방코딩으로 범주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범주화를 통해 발견된 중심현상은 ‘일상에서의 성과급 의식’이었다. 다음으로 축 코딩에서는
그 중심현상과 관련이 있거나 그것을 설명하는 범주들의 맥락을 통찰할 수 있도록 범주와 범주
간의 연관성을 찾아 연결하여,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과 현상을 설명하는 전략,
전략을 형성하는 맥락과 중재조건, 전략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패러다임을 찾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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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well, 2007/2010).
<표 2>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터뷰 자료 범주화(개방코딩)
상위범주

하위범주

성과급제 도입 성과급제에서 예외일 수 없는 상황
타 직종과
다르다는
교직인식

쉽고 편한 업무를 원함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는 직업

사람을 키우는 일의 보람
협력 중시
조직위계와 구성원의
닫힌
구조와
보수성
구성원의
협력 중시 행정과 위계의 중시
보너스를 받는 느낌
응원 혹은 위안이 됨
돈장난의 비교육적인 정책
성과급에
대한 인식

성과급 적용이 불가능한 교직

신뢰할 수 없는 정책
심리적 보상과 칭찬이 더 나음
차등 폭 확대가 부작용 초래
일상에서의 성과급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성과급 의식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성과급

개념

성과급제 도입의 현실, 변화를 요구받는 교직
쉽고 편한 업무를 원하는 교직 분위기
돈 버는 사람들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직업, 책임감
이 강한 직업
사람을 키우는 일의 보람
노장이 함께하는 교직,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 없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문화
행정중심의 문화가 지배, 거부하거나 항변하지 못
함, 부장(보직)교사 업무의 부담과 중요성
보너스를 받는 느낌
응원 혹은 위안이 됨
당연히 주어야 할 예산으로 활용, 상대적인 등급판
정으로 인해 기분나쁨, 치사한 돈 놀림에 실망
단기간에 성과에 대한 정량화(측정, 지표화)가 어려
움, 성과급 적용 직종이 아님, 가르치는 업무에 대
한 평가는 불가함
A등급교사가 모범교사는 아님,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기
대(예상)할 수 없음, 도입취지와 달리 잘못 운영, 제도불신
과 적용에 반대(방향개선)

심리적 보상과 칭찬이 더 나음
차등 폭 확대가 부작용 초래
성과급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평가지표의 개선 신뢰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성과급
경력(나이)에 따라 유불리가 있음, 교장-교감의 임의적인
평가점수 반영에 불만, 기준과 점수 자체의 불합리성, 매
년 평가 지표가 달라짐(혼선과 불이익 초래), 모두가 수용
할 수 있는 평가지표 구성 어려움, 보장된 권리의 불이익
조치, 부장(보직)교사들에 대한 이중혜택의 불합리성, 연륜
과 노하우의 배려가 없음, 잘못 책정된 평가지표들, 학교
와 지역상황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필요성
평가지표의 계속적인 개선에 대한 신뢰 필요

평가등급에 대한 대체적인 수긍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
엄밀한 평가기준 없이 차등 확대는 부적
절
차등 최소화 자기선택권 제한 상태에서 성과급 적용
(차등화)은 곤란
차등 확대의 최소화
의도적인 상위등급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노
노력이나 력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음
준비않기
적극적인 연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가등급에 대한 대체적인 수긍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음
엄밀한 평가기준 없이 차등 확대는 부적절
자기선택권 제한 상태에서 성과급 적용 (차등화)은 곤란
차등 확대의 최소화
상위등급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거나 준비하지
는 않음
과거에 비해 연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

평가기준의 문제점 많은 평가지표
개선정도
등급공개
여부
평가등급
수용정도

개인별 등급의 공개
개인별 등급의 비공개

개인별 등급의 공개
개인별 등급의 비공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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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과
실천 활동
형식적
점수관리
동기유발과무관
성과급제로
인한 긍정적
교직문화
성과급제로
인한 부정적
교직문화

상담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
관리자에게 의식적으로 잘 보이기
성과급 평가를 위한 형식적 노력
동기유발과 무관한 성과급제
자기개발 동인으로서의 기능
자기성찰과 변화의 긍정적 효과

상담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
관리자에게 의식적으로 잘 보이기
성과급 평가를 위한 형식적 노력
동기유발과 무관한 성과급제
자기개발 동인으로서의 기능
자기성찰과 변화의 긍정적 효과
교직사회의 의견대립과 갈등 조장, 교직원간의 인화 저해,
교직생활의 갈등과 불편한 인간관계 조 성과급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을 둘러싼 교사간의 갈등과
성
정치학, 위화감과 불신조장, 인간미의 상실, 하위 등급자에
대해 미안함
서로를 의식하는 경쟁과 스트레스의 조 경쟁하는 교직분위기의 형성, 스트레스 발생, 필요이상의
성
과도한 비교의식의 조장
개인주의 팽배, 단절되는 선후배, 비협조적 분위기와 닫혀
소통과 협력적 관계의 실종
지는 구조(소통단절)
교사성과평가로 인한 상심과 좌절감, 낮은 등급을 받는 교
하위등급자의 좌절과 적당주의의 고착화 사들이 느끼는 기분 나쁨, 사기저하 유발, 자포자기하는
교사들과 적당주의

축코딩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패러다임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일련의 연구 문제들(교원성
과급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대처방식, 그것이 교직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해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대처방식을 유형화했는
데, Strauss와 Corbin은 ‘선택코딩’을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서 핵심범주(core category; 때로는
central category 중심범주)를 밝히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택코딩은 ① ‘핵심범주’를 명명한 뒤 ② ‘이야기 윤곽’을 적고
③ 패러다임 모형에 나타난 범주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관계진술문 작성’을 통해 이론을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이재범, 2010). 이 단계에서는 첫째,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는 ‘가설적 정형화’, 둘째,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맥락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와, 인과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의 속성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
계의 진술’, 셋째, 이들을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한 ‘유형분석’의 순서를 거쳤다(Strauss & Corbin, 1998; 구차순, 2007 재인용).
축코딩 및 선택코딩은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 후, 연구자가 함께 연구목적과 연구문제를 바
탕으로 코딩 결과를 검토하면서 수정과정을 거쳤다.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연구자들은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논의하고 수정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연구자의 충실한 연구수행을 묻는 신뢰성과 직결된다. 이 연구
에서는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였는데 원자료에 대한 연구 참여자 및 연구자들의 교차 확인과 4인
의 연구자 외 전문가 2인에 의한 개방코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받아 그 결과를 수
정작업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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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경력, 보직, 성과급 평가 등급 등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참여자들을 선
정하고자 했지만, <표 1>에서 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했듯이 17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서울
과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고 그들 중 6명이 부장교사로 실제 각 학교의 부장교사 비
율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3등급보다 1등급을 받은 교사들이 많고(2009
년과 2010년에 한 번이라도 1등급을 받은 교사 6명, 한 번이라도 3등급을 받은 교사 4명), 현장
상황에 비해 남자 참여자의 비중이 높기도 하다. 그러나 교사들의 보다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
낸다는 점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르게 하기보다 접근이 쉽고 친밀도가 높
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축 코딩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직문화의 맥락에서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개방 코딩하여 범주화 한 결과, ‘일상에서의 성과급 의식’이라는
중심현상을 찾았고, 축 코딩을 실시하여 범주들의 패러다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그 결과6)를 요약하면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성과급을 의식하게 된 인과적 조건은 ‘교원
성과급제의 도입’이며, 그것이 시행되는 맥락적인 조건은 ‘타 직종과 다르다는 교직인식, 조직위
계와 협력을 중시, 성과급에 대한 인식’이고, 교사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
않기, 적극적 활동, 형식적 점수 관리’였으며, 그러한 전략에 영향을 주는 중재적 조건은 ‘평기기준 개
선, 등급공개 여부, 평가등급 수용정도, 차등 최소화’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동기 유발과 무관함, 자기개발과 성찰 등의 긍정적인 문화, 갈등을 유발하는 등
의 부정적인 문화’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를 간략히 보여주는 것이다.
6)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 여러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의 내용을 길게 싣지 못한 문제
가 있다. 여러 명이 비슷한 응답을 한 경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인터뷰 내용을 짧게 인
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으니 독자가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의 내용을 공개하여 이해를 돕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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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대처방식에 대한 이론적 모델
가. 중심현상: 일상에서의 성과급 의식

성과급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교사들도 있고 반면에 성과급을 의식하고 연수를 받
는 등 점수 관리를 하는 교사들도 있었는데, 모든 교사들이 매년 성과급과 관련된 등급을 받고
그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교사도 성과급을 의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일 년 동안 생활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그거를(성과급을) 신경 쓰면서 하는 건 아니죠 … 의식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경쟁도 있고.” (연구참여자1)
“빨리 연수를 받아라, 원격연수를 빨리 듣자. 그러한 것들 그 기준이 분명 내년에는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수기준이 없었어. 그거 생각하고 열
심히 들은 사람은 또 허탈한 거지. 근데 올해는 또 그 연수 기준이 있어요 해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기준에 신경이 쓰이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신경이 쓰여요.” (연구참여자7)
“나름 성과급 관리하느라고 자격증도 따고 연수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연구참여자17)
나. 인과적 조건: 성과급제의 도입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은 성과급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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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반응했다. 성과급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교사이면 누구나 예외 없
이 성과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일상에서 성과급을 인식하고 있는 현상’의 인과적 조건이라 하
겠다.
다. 맥락적 조건: 타 직종과 다르다는 교직 인식, 조직 위계와 협력을 중시, 성과급
에 대한 인식

(1) 타 직종과 다르다는 교직인식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직이 다른 직종과 다른 면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교직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책임감이 강한 직업이며 그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생각은 성과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관되기도 했다.
“교육이라는 게 애들을 가르치는 건데 (중략) 교사들이 애들을 사랑으로 대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중략)
교사들을 사회적인 편안하게 돈 버는 잣대로 보지 말고, 경제적인 잣대로 보지 말고 (중략) 정부에서는 일
잘하고 애들 관리 잘하는 교사를 성과급 대상으로 대하니까 저는 그래서 부정적이에요.” (연구참여자10)

또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교적 직무가 편하기 때문에 교직을 선택했다는 이
야기는 성과급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선생님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편하게 살려고야.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게 아니야. (중략) 일이백 더 받
기 위해서 일 년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많아.” (연구참여자14)

(2) 조직위계와 구성원의 협력 중시
교사들의 일상에서 성과급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교직문화의 맥락에도 관련되어 있다.
교직은 경력의 단계가 뚜렷하지 않아 경력교사와 신입교사가 같은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하
고, 특별히 일을 잘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받게 되는 성과
급 등급은 경력 교사들에게 자존심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나이가, 연차가 들어갈수록 (중략) 저 사람이랑 나랑 뭐 다른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뭐 더 받고 이랬을
경우에는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신경을 쓰게 되지.” (연구참여자15)

교직문화의 다른 특징으로는 닫힌 구조와 보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직 사회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라거나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문화’라는 개념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 사이
에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어서 성과급 등급 평가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서로의 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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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 (중략) 교사들은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 그렇
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해.” (연구참여자14)

또한 교직사회는 행정과 위계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다. 이를 보여주는 개념은 ‘가르치는 일
보다는 행정중심의 문화가 지배’, ‘거부하거나 항변하지 못함’, ‘부장(보직)교사의 업무 부담과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업무를 구분하면서 과다한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과
학급경영에 중점을 두지 못한다고 했다.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수업과 학급경영 전문간데 교직경력 근 30년 되는 베테랑 교사로서 항상 아
쉬움이 있어요. 학급경영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아이들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연구참여자4)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거부하거나 관리자에게 항변하지 못하며 이러
한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보직교사들은 평교사들보다 업무 부담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성과급
평가는 업무가 과한 보직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소규모 어느 학교는 관리자가 평가기준을 해 놓고, ‘검토해 주세요’ 했을 때 누가 ‘이것은 안 되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곳은 특별한 구역이거든요. 특히 관리
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어요, 관리자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건전하게 건의할 것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누가 ‘이거 잘못 되었는데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요 . 아니면 말 안 하면 그대로 통과한다는 거죠.” (연구참여자12)

(3) 성과급에 대한 인식
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심현상(일상에서의 성과급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맥
락적 조건이었다. 성과급을 받으면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라거나 ‘응원 혹은 위안’이 된다는 교
사들이 있었다.
“성과급이 나온다는 자체가 …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기는 해요.” (연구참여자5)
“솔직히 말하면 성과급은 응원 차원입니다.” (연구참여자4)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과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들은 ‘돈
장난이다’, ‘교직에는 성과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다’, ‘심리적인 보상과
칭찬이 더 낫다’,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한다’ 등의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성과급이 ‘돈 장난’이라는 것은 교사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따로 떼어 주는 것이라는 생
각과 업무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등 지급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서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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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병가나 연가까지 지표에 넣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내 월급 잘라가서 남 주는 게 되죠.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실례로 정부에서도 그 자본을 어디서 마련했
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연구참여자10)
“비슷하게 한 거 같은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연구참여자14)
“병가 몇 번, 연가 몇 번도 따져요. 치사하지 않냐? 아플 수도 있지. 사람이.” (연구참여자11)

‘교직에 성과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육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난다 해도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교직의 특성 상 성과급 적용이 맞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
치는 일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으로 드러나는 게 없고, 단기간에 드러난다 해도 그게 정말 성과냐…” (연구참여자15)
“드러난 성과가 어떤 한 개인의 교사의 성과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연구참여자4)
“내가 정말 애들한테 사랑을 많이 줬는데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손을 한 번 잡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참여자8)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하위 범주에는 성과급 평가 등급이 높다고 해도 그 교사를 모
범교사로 볼 수 없다는 것,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
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고 하위 등급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좌
절감을 주고 있어 성과급제의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다.
“A등급7) 받아서 돈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사들 중에 모범이란 얘긴데, 글쎄…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연구참여자16)
“내가 6학년도 맡고 남들이 싫어하는 방과후도 맡았어. 근데 나는 A를 못 받을 확률도 있어.” (연구참
여자14)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나눌 것이며. (중략) 평가자체도 그렇게 객관적이 않고 많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9)
“내가 C등급을 받았어. 아. 여기서 오는 좌절감이 더 커서 절대로 도입한 취지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
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12)

또 다른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성과급보다 ‘심리적 보상과 칭찬이 더 낫다’, ‘차등 폭을 확대
하는 것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있었다. 교사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을 더 중히 여기고 있었고, 차등 폭이 커질수록 박탈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고 위화
감을 조성한다고 우려했다.
7) 2011년 이후 등급상의 명칭변경이 있었음(A, B ,C 등급에서 S, A, B 등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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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센트만 늘린다면 오히려 못 받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연구참여자9)
“선생님들 간에 위화감이 분명히 생기는 거지. 불화의 소지가 있고 위화감이 생기고. 그게 금액이 적었
을 때 얘기거든. 그게 재작년… 근데 금액이 커지면 더 심하지.” (연구참여자14)
“성과급으로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책…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나 먼저 교권을 세워주고 (중략) 사실
제일 보람을 느낄 기회가 애들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라든지, 학부모들이 진짜 감사하다고 할
때라든지, 그럴 때가 사실… 교사로서는 그렇잖아요.” (연구참여자17)
리

라. 작용-상호작용(전략):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 않기, 적극적 활동, 형식적 점수 관

위와 같은 맥락적 조건 속에서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성과급을 의식하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
로 성과급제에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된 전략의 범주는 ‘성과급을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
나 준비 않기’, ‘적극적인 전문성 향상과 실천 활동’, ‘형식적 점수관리’였다.
(1)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 않기
‘성과급을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 않기’는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더 하거나 어려운 업무를 맡으려 하거나, 연구대회나 장학지도 등을 나서서 더 하는 경우는 없
다는 것이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서 등급이 높게 나오면 좋겠지만 내가 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구참여자2)
“그거 돈 몇 푼 받으려고 장학지도 하느니 안 하고 말지.” (연구참여자9)

(2) 적극적인 전문성 향상과 실천 활동
반면에 성과급을 위해 이전보다 연수를 더 받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더 한다는 응답도 있
었다. 성과급을 위해 수업이나 업무를 더 많이 하려는 경우는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연수에
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성과평가기준에 연수시간도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기본점수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60시간 이하 받던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60시간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상담도 열심히 하고
교직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연구참여자1)

(3) 형식적 점수 관리
또 다른 전략으로는 ‘형식적 점수 관리’가 있다. 성과급제의 취지대로 수업이나 업무, 자기개
발에 더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점수를 더 받기 위한 전략이다. 이는 성과급 평가 등급
이 교장, 교감의 점수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관리자에게 의식적으로 잘 보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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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형식적으로 연수 시간을 더 채우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자에게는 잘 하려고 하지요. 성과급제와 관련해서 더 잘 하려고 하지, 왜냐하면 교장 교감 선생님
의 점수가 있어요.” (연구참여자6)
“전혀 뭐 그렇게 연구하지도 않고 애들에 대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엉뚱한 연수를, 자질구레한 연수
를 많이 받았다 …(그런 교사들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주변에.” (연구참여자16)
마. 중재적 조건: 평기기준 개선, 등급공개 여부, 평가등급 수용정도, 차등 최소화

앞서 살펴 본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전략’은 중재적인 조건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네 가지의 상위 범주로 정리되었는데, ‘평가기준의 개선 정도’, ‘등급공개
의 찬반 수준’, ‘평가등급의 수용정도’, ‘차등 최소화’가 그것이다. 문제점이 많은 평가지표들을
얼마나 개선하고 신뢰를 얻는가에 따라서, 평가 등급 공개/비공개 분위기에 따라서, 판정된 등
급을 교사들이 수용하느냐 혹은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률을 확대하느냐 최소화하느냐
에 따라서 교사들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각 학교에 상황이
이러한 중재적 조건들을 달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가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중재조건들이 어떻게 조성되느냐가 교사들이 성과급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 형식적으로 대처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평가기준의 개선 정도
평가 지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에 비해 업
무를 많이 맡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기도 하고, 반면에 경력이 항목에서는 배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암암리에 나이순으로 평가하여 젊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했다. 평
가 항목 중에 관리자 점수가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편차가 작더라도 등급 간 경계에 있는 교사
들에게는 결정적일 수 있어서 평가가 임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매년 평가 지표가 달
라지고 학교마다 지표가 달라 교사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고, 각 학교 크기와 지역상황을 고려
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병가, 연가, 육아휴직 등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보장된 권리를 제대
로 누릴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었고, 부장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중혜택이 있지만, 경력이 배제
되면서 연륜과 노하우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문제도 있었다. 게다가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성과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지표화한 경우도 있었다.
“방과후 교실 대여해 주는 거는 교직 전문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요.” (연구참여자4)
“그 학교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기준에 들어갔어요.” (연구참여자12)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개설을 했으면 얼마나 글을 올리고 그걸 관리를 했느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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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점수를 넣는다고 그러는 거야.” (연구참여자16)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표상
의 문제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그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였다.
“불만의 소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한 바로 우리의 머리로, 두뇌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꺼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4)
“초창기에는 주관적으로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기준을 많이 줘요. 주기는 하지요, 그리고 점점 합리적
으로 되려고…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중략)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정량화하고
객관적으로 치수를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연구참여자7)

평가지표가 타당하고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높은 등급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노력
을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받았잖아요. 첫 해에는 제일 낮은 등급 받았는데, 둘째, 셋째 해에는
제일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중략) 우리 학교처럼 합리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자격증이나 연수 등
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동기가 생기긴 하죠.” (연구참여자17)

(2) 등급공개의 여부
평가 결과 나타난 각 개인의 등급은 본래 공개되지 않는 것이고 교사들 스스로도 말하지 않
는 분위기가 있지만, 또래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공개되기도 하고 이의 신청을 통해 전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서로가 몇 등급인지를 대략 아는 상황은 교사들이 성과급을 돈 문제보다 자존심
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연관된다 생각되고, 성과급을 의식하고 적극적이든 형식적이든 그
에 대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의 신청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서 조금씩 전해지는 거죠.”
(연구참여자1)
“암암리에 알게 되기도 … 또래끼리는 무슨 등급 받았는지 물어 보게 되면…” (연구참여자2)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급을 받겠다가 아니라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나쁜 등급이 나와서 너무 너
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서로 자존심 안 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연구참여자12)

(3) 평가등급의 수용정도
결정된 등급을 수용하는 정도도 교사들의 전략과 상호작용하는 중재조건이 된다. 대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맡은 교사들이 높은 등급을 받는 데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업무들은 평가하기가 모호한 문제가 있고, 그 때문에 등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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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안 하려는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스카우트 같은 거라든지, 학교 평가회 같은 거. 특기적성이라
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S를 준다는 것에는 당연히 공감을 해.” (연구참여자15)
“교감 선생님이랑 평교사가 막말 오고가면서 싸운 적 있다고 들었거든요. … 증거를 보여달라. 왜 그런
지 보여 달라부터 시작해서, 다투는 학교도 많았다고 들었어요.” (연구참여자5)

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은 교사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낮은 등급을 받은 교사는 연수를 더 받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노력해도 그만
한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을 젊은 사람 다 시키고 그런 게 불만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 주니까. S등급을 주
니까. 올해도 좀 잘해서 자격증을 뭔가 따야지.” (연구참여자17)
“내가 C등급 받았을 때 자존심이 너무 너무 너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으로 내가 못
했나 보다 인정하기 보다는 좌절이 더 크죠. 뭐야 열심히 할 필요 없네. 열심히 해도 C를 받는다면 대
충 해도 C 받지 뭐.” (연구참여자12)

(4) 차등 최소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과급의 금액 차이가 커질수록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업무에 더욱 열심을 낼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
는 교사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00만원 200만원 더 준다는 게 가계에 보탬이 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순전히 지금 정도의 성과급
이면 기분 문제거든 .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성과급을 더 올리고 차등을 더 심하게 두면,
학교 업무가 더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된다면, 그게 또 우려되는 거야. (중략)
그게 교육적인 성과는 아니니까.” (연구참여자 14)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차이가 난다. (중략) 그 정도면 한 번 생각을 해 볼까? (웃음) 그렇더
라도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중략) 수업 안하고 그것만(평가에 관련된 일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
실 교사 입장에서는 돈이 다가 아닌 거지.” (연구참여자 16)

차등 폭이 커져 이전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점수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교사들 사이에 갈
등이 심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엄밀한 평가 기준이 없이 차등지급률을 확
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채로 차등이 커지면 교사들 사이에
불화만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업무를 고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과
급 평가는 거의 업무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급의 차등을 높이게 되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가능한 차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대처방식: 근거이론 연구 181
“업무의 경중을 비추어서 성과급을 주는 기준을 삼게 될 때 나에게 그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참여자4)
“차등 폭을 많이 둔다 … 교원들의 위화감을 직결로 형성하는 지름길이에요.” (연구참여자10)
바. 결과: 동기유발과 무관함,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성과급은 어떤 교사들에게는 업무를 더 잘 해야겠다, 수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유
발이 전혀 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의 4분의 1정도가 성과급은 그 취지와 다르게 수업이나
생활지도, 행정 업무에 보다 열의를 내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내가 담임 맡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지. 성과급 잘 받을려고 최선을 다한 건 아니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연구참여자4)
“열의가 안 생기는 거야. 순수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뭐가 없는 거야.” (연구참여자
15)
“내가 일년을 학교에 근무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성과급 때문에 뭘 해야겠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 어떤 것이든, 업무든 뭐든 내 책임감에서 학교 일을 하는 거고 뭘 하는 거지” (연구참여자16)

반면에 또 다른 교사들에게는 자격증을 따거나 연수를 받는 등 자기개발의 동인이 되기도
하고 1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돌아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자기발전 개발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 (연구참여자2)
“받고 나서 지난해에 했던 업무나 학생들 지도했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연구참여자3)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성과급에 대처하는 동안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성과급 평가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서로를 의식하는 경쟁적인 분위기와
비교의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또한 교직사회의 개인주의는 더 심하게 되었고
동료 교사 간, 선후배 교사 간에 소통과 협력이 더 어려워진 문제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하위
등급을 받은 교사들은 좌절감과 사기저하를 느끼거나 자포자기하여 적당히 하고 말자는 태도
를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돈에 관련 되서 점수로 평정한다고 하니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연구참여자2)
“옛날에는 밖에서 나를 비교 안 하니까 저도 비교를 안 했고 당연히 우리 선배님, 우리 동료교사 이랬
었는데…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스스로도 남하고 비교하는…” (연구참여자12)
“일 년차 교사가 와서 성과급 받는데 ‘제가 선생님보다 일 많이 했어요’하고 들이대면 그걸 무슨 수로
가르치냐는 거지. 어떻게 가르쳐.” (연구참여자10)
“나쁜 등급을 받은 교사니까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문제가 생겨도 그러려니… 사고만 안 치
고 개인적으로 피해만 오지 않는 식으로만 썩은 거 포장하듯이…” (연구참여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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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택코딩
가. 핵심범 주 명명 하기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먼저 성과급제 도입과 교사들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이야기 윤곽을 제
시하고 여기서 중심현상을 대변하는 핵심범주를 ‘교원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로 설
정하였다.
나. 이야기 윤곽

위 핵심범주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해보면, 민간부문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직원대상의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되고 IMF 위기 등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변화
와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정책에 입각한 인사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어 2000년대 들어서자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에도 성과급제의 도입이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인과적 조건).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에 교직은 보수적인 문화를 기반으
로 행정과 위계를 중시하며 구성원간의 협력이 만들어 내는 결과라는 점과 사람을 키우는 직무
라는 인식이 교직사회에 강하게 작용하여 민간이나 타 공직사회에 도입되는 것과는 달리 제도
도입 자체를 부인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해 왔다.
특히 교직의 경우는 단기간의 성과에 대한 정량화나 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평가기제가 제대
로 작동할 수 없으며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 없는’ 교직문화의 특성과 맥락적 요인들이 제도 정
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맥락적 조건). 또 차등 지급 폭이 확대되면서 가장 빈번하게 의
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성과급제를 일상 속에서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중심현상). 이러한 반응을 보인 교사들은 새로운 보수제도의 도입과 변화에 적
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식, 낮은 등급의 평가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노력 또는 참
여하는 방식, 거의 신경을 쓰지 않거나 비판적인 참여 방식의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었다(작용/
상호작용 전략). 그러나 교사들이 이들 전략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성과급제 평가
방식과 지표의 타당화와 합리화, 평가결과에 대한 순응과 불응, 차등 폭의 최소화 여부 등이 어
느 정도의 조건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중재적 조건). 끝으로 이와 같은 성과급제
에 대한 교사들의 작용과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교직문화의 형성에 다소
기여 내지 작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교직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분석되었다(결과).
다. 가설적 정형화

‘가설적 정형화’는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으로,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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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맥락적 조건을 형성하는 각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상관관계를 정형
화하였다. 맥락적 조건은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는 교직’,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 ‘성과급
인식’의 세 가지로 핵심범주와의 가설적 관계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형화된다.
예1: 교직이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을 중시하
며 성과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의 교원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
예2: 교직이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을 중시하
며 성과급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의 교원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
예3: 교직이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을 중시하
지 않으며 성과급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의 교원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
예4: 교직이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약하고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을 중시하
며 성과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의 교원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이하 생략)
라. 가설적 관계진술

근거이론의 목적은 가설발견이며 근거이론의 가설은 무엇이,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 발생
하는지를 설명하는 관계진술의 형태로 나타난다(최홍석 외, 2004). 따라서 ‘가설적 관계의 진술’
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의 속성 사이
에서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여 진술하게 되다. ‘유형분석’
또한 ‘가설적 정형화’와 ‘가설적 관계의 진술’ 결과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한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사례와 변인
을 NViovo 9 프로그램을 활용해 코딩 처리한 후 이를 토대로 패러다임 모형의 주요 범주별로
나타난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설적 관계의 진술’과 ‘유형분석’은 근거자료
와 핵심범주, 패러다임 모형과 상호 연계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가설적 관계의 진술문의 예
는 다음과 같다.
예: 교직이 다른 직종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보통이고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을 중시하
며 성과급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교원의 성과급제 시행 일상에서 대처하기’는 성과
급을 의식하는 정도와 제도의 합리적 운영요구가 높을 때 ‘적극적인 전문성 향상과 실천’을
통해 교직문화에 긍정적인 양상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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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 언
교원성과상여금은 교사가 교육활동에 쏟는 노력과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함으로써,
노력한 교사는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교사들도 열심히 노력하
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출발한 교원성과급제는 도입 시작부터 교원단체
들과 정부 간 의견 차이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최근 들어 정부의 본래 의도대로 그 운영방법이
구체화되고 겉보기에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행연구(김미정·유수정, 2007;
김희규·김경윤, 2011; 박영숙, 2002; 한지민, 2010)들은 교원성과급제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기
보다는 교원간의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모호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원성과급제가 교직 고유의 환경 속에 기능하면서 교원
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직문화와 어떠한 양상
으로 상호작용하고 어떠한 결과를 생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교원의 성과급제에 대한 인식은 이 제도 자체가 교직의 특성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주류적인 반응이었지만 성과급제의 도입으로 연수활동 등 전문성신장 등을 위한 가시적인
교직변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교원도 있었다.
성과급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교원들은 교직은 다른 직업과 달리 사람의 내면을 키우는
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교육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나 성장해 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단기간의 성과를 정량화하
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상하는 교원상과급제는 그 제도 자체가 정량화할 수 없는 교직에 맞
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성과급제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
로 보는 교원들은 평가 기준을 의식하면서 소극적이지만 나름대로 그 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도의 현실적인 운용측면에서 당초의 정책적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면서 누가 더 어려운 업무, 기피하는 업무, 그리고 더 많은 업무를 하였는가와 평가권자의
재량 등 크게 작용하고, 교실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정량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에 대한 평가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행정중심 학교로
더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높았다. 한편, 직무연수는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비교적 평가 기준을 채우기 쉽기 때문에 전보다 증가하였다.
다음은 선택코딩을 실행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원 성과급제에 대처하는 유형을 알아낸
결과이다.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이야기 윤곽을 제시하고 중심현상을 대변하는 핵심범주를
‘교원의 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로 명명하였다. 가설적 정형화와 가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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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진술과 유형분석과정을 거쳐 교원들의 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의 행태는Ⅰ, Ⅱ,
Ⅲ의 세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표 3> “교원성과급제 시행의 일상에서 대처하기”의 유형
Ⅰ유형
패러다임
범주
인과적 조건 성과급제 도입의 불가피성 인식
◎
성과급에 대한 인식; 긍정적(부정적)
△(△)
맥락적 조건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중시
◎
타 직종과 다른 교직인식
○
중심현상 일상에서의 성과급 인식; 의식(무의식)
◎(△)
평가등급의 수용정도; 수긍(이의제기)
◎(△)
중재적 조건 차등 최소화(요구)
◎
평가지표의 개선(요구)
○
성과급을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 않기
△
작용상호작용 적극적인 전문성 향상과 실천 활동
◎
(전략) 형식적 점수관리
△
동기유발과
무관한
성과급제(인식)
△
결과
성과급제로인한교직문화의생성; 긍정적(부정적)
○(△)
해당
연구참여자

-

1, 3, 4,
7, 9, 17

Ⅱ유형
◎
○(◎)
○
△
◎(△)
○(△)
○
◎
◎
△
◎
○
△(○)

Ⅲ유형
○
△(○)
△
○
○(△)
△(△)
○
◎
○
○
△
△
△(◎)

5, 11, 13, 2, 6, 8,
14, 15, 16 10, 12

※ 유형 간 비교에서 상대적인 인식 강도나 수준(◎ 높음, ○ 중간, △ 낮음)

연구자는 이를 각각 ‘순응적 참여형’, ‘형식적 참여형’, ‘비판적 참여형’이라 명명하고 그 특징
에 대해 정리하였다.
(1) Ⅰ유형(순응적 참여형)
이 유형은 시대상황과 학교 교사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성
과급제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제 자체에 대해 부정
적인 생각은 낮으며(긍정적인 생각도 낮음) 조직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을 중시하고 평가등급을
수용하는 체제 순응적 성향을 보여 주었다. 이 유형의 교사들은 일상 속에서 성과급을 높은 수
준으로 의식하고 있으면서 ‘성과급을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 않기’에 낮은 빈도를 보여
역으로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준비하거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높은 반응을
보인 ‘적극적인 전문성 향상과 실천 활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또 차등 폭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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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에는 다른 유형들의 교사들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개선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유형에 속한 교사들은 성과급제가 동기유발과
관련성이 없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기성찰과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와, 낮은 수준이지
만 자기개발 동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의 긍정적인 교직문화 생성과 연결된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1, 3 ,4, 7, 9, 17번 연구 참여자의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한다.
“네 거의 다 순응하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10년 정도 하다 보니 옛날보다는 현장분위기가 많이 전체
적으로 교직분위기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연수도 받고 노력하고 상담도 열심
히 하고 교직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보다는…” (연구참여자1)
“이제는 받습니다. 기준이 60을 받는데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무시를 못해요. 교육과정
부장을 할 때 연수 받게 하려고 정말 설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착이 되니까 미리 공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 년에 60시간 받으려고 노력하구요.” (연구참여자4)
“예. 물론 있어요. 올해도 좀 그래서 ‘자격증을 뭔가 따야지.’ 어떻게 보면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
학교처럼 합리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생기긴 하죠.” (연구참여자17)

(2) Ⅱ유형(형식적 참여형)
이 유형은 ‘성과급제 도입의 불가피성’이나 일상에서 성과급제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의식하
고 있는 반면 성과급을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를 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전문성 향상과
실천 활동’에 소극적이면서 ‘형식적인 점수관리’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하다. 즉, 연수나 업무
분장 등 평가지표항목과 관련된 것에 실질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산정에 요구되는 점수를 따기 위한 요식적인
활동과 관리자에게 잘 보이기 등에 의존하는 경향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유형은 또 ‘동기유발
과 무관한 성과급제’에 다른 유형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성과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5, 11, 13, 14, 15, 16번의 연구 참여자 사례가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일 년 동안 연수 60시간 이상을 받으면 몇 점, 30시간 이상 받으면 몇 점,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었을 때여도 그냥 연수는 꾸준히 많이 받았지만, 그런 게 항목에 있으니까 연수는 챙겨서 더 받았지.
시간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연구참여자15)
“‘아, 얼마 뒤에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겠구나’ 그러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 등급
자체가 나를 평가한 등급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과 그리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된 걸 알고 있고,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해도 등급이 올라갈 거란 보장도 없고…” (연구참여자14)

(3) Ⅲ유형(비판적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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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성과급제 도입의 불가피성 인식’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았고 ‘성과급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조직 위계와 구성원의 협력중시’가 모두 낮은 특징을 보여 주었으며 ‘타 직종
과 다른 교직인식’은 보통수준이었다. 또 평가등급에 대한 수용도가 낮고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
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또 이들 유형의 교사들은 ‘성과급을 위해 의도적인 노력이나 준비
않기’와 ‘적극적인 전문성 향상과 실천 활동’에서 보통 수준의 반응을 보여 성과급제에 비판적
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관련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다른 유형과는 달리 성과급제로 인한 부정적인 교직문화의 생성에 높은 반응결과를 보여 주었
는데, 높은 빈도의 반응을 보여준 부정적 교직문화의 대표적인 개념군(의미단위)으로는 ‘낮은
등급을 받는 교사들이 느끼는 기분 나쁨’, ‘교사성과평가로 인한 상심과 좌절감’, ‘비협조적 분위
기와 닫혀 지는 구조(소통단절)’, ‘자포자기하는 교사들과 적당주의’, ‘교직사회의 의견대립과 갈
등 조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 사례로는 2, 6, 8, 10, 12번이다.
“‘내가 제보다 일을 덜한 게 없는 데 왜 내가 낮은 등급을 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연구참여자2)
“어떤 분들은 반대로 내가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가서 할 말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
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당신 반에 특수아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성과급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특수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넣어라!” (연구참여자2)
“나쁜 등급을 받은 교사니까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다. 문제가 생겨도 그러려니, 사고만 안치고
개인적으로 피해만 오지 않는 식으로만… 썩은 거 포장하듯이…” (연구참여자10)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의 대처방식이 교직문화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학교 및 교사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성
과급제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순응적 참여형은 제도 자체를 무조
건 거부하기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어려운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전문성 향상 노력 등
평기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형식적 참여형은 ‘성
과급제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반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
하지 않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참여에 소극적이나 관리자에게 잘 보이려는 등 평가 기
준 항목에 초점을 두어 형식적인 점수관리에만 신경 쓰는 경향을 보여 교직문화와 무상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참여형은 ‘성과급제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
고 있으며, 받은 등급의 수용도가 낮고 평가지표의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고 성과급제로 인해
부정적 교직문화 형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원성과급제가 합리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나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88 교육학연구 제50권 제1호

첫째, 교원성과급제의 운영에 투입되는 엄청난 국고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현장에서
는 정책순응 교원들 못지않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교원들의 존재하고 있는 바 이들 부류의 제
도적 불신과 불만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로 당초의 정책 취지를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본다. 특히 형식적, 비판적 참여형은 평가지표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나 평가과정과 결과
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보완적 조치가 강구된다면 상당히 줄일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불
만과 요구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급정책에 대한 교원의 반정서가 강하고 심리적 보상과 사기고양정책을 희구하는
교단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성과급 정책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교사가 돈
이나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고, 교직은 봉사직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심리적인 보상8)을 더 의미 있게 여겨 온 것으로 파악한
Lortie(1975)의 결론이나 금전적인 보상은 관리에 대한 분개심을 촉발시키고 고용인의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들은 생산성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본 Firestone & Pennell(1993)의 분석
은 한국 교직사회에도 유효한 이론임이 입증된 셈이다. 관련하여 Lavy(2007)는 금전적인 인센
티브가 아닌 대체적인 인센티브로 수업량의 조정, 승진, 능력 있는 교사에 대한 대중적인 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내부에서 직접 관찰하는 문화인류학적 연구 등 더 다양하고 세밀한 후속적
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연구 참여자에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
교사, 수석교사, 영양교사 등은 제외하였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연구와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하여진다면 더 많은 개선방안
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Lortie(1975)가 교사들이 어떤 유형의 보상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심리적 보상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전체의 86.1%에 달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느꼈을 때' 라
고 답변했다.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대처방식: 근거이론 연구 189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원 성과상여금 오해에서 이해까지. http://www.mest.go.kr/
(Translated in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From
Misunderstanding to Understanding of the Teachers’ Performance-related Pay.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http://www.mest.go.kr/
(Translated in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Guideline for Payment of Teacher`s Performance-related Pay.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http://www.mest.go.kr/
(Translated in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Guideline for Payment of Teacher`s Performance-related Pay.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Translated in English) Khu, C. S. (2007). Grounded theory :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김미정·유수정(2007). 교원 성과급 정책 인식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연구논총, 28(2), 147-164.
(Translated in English) Kim, M. J., & Yoo, S. J. (2007). A Case Study on the Teachers`
Recognition of the Pay Performance Policy.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8(2), 147-164.
김희규(2003). 학습조직 육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 전략. 교직문화 변화를 위한 학교 실천사례
및 지원과제탐색 워크숍. 연구자료 RM2003-39, 한국교육개발원, 141-160.
(Translated in English) Kim, H. G.(2003). The Implement Cases and Supporting Problems
for Changing the Culture of Teaching Profession. Workshop Materials. RM
2003-39,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41-160.
김희규·김경윤(2011).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정책수용도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8(1),
39-59.
(Translated in English) Kim, H. G., & Kim, K. Y. (2011). A Study on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Policy.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18(1), 39-59.

190 교육학연구 제50권 제1호

박상완(2006). 교사평가에 관한 교원의 인식에 나타난 학교조직의 특성, 초등교육연구, 19(1),
261-292.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W. (2006). Teachers` Perceptions on the Teacher
Evaluation 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9(1), 261-292.
박영숙(2002). 교원성과급 보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19(3), 55-78.
(Translated in English) Park, Y. S.(2002). A Study on Operational Conditions of an
Incentive System for School Teacher.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19(3), 55-78.
박영숙·전제상(2003). 교직활성화를 위한 교직문화 변화전략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RR2003-09.
(Translated in English) Park, Y. S., & Jeon, J. S. (2003).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Change the Culture of Teaching Profess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R2003-09.
이근주·이혜윤(2007). 보상유형에 대한 차별적 기대가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한국행정학보, 41(2), 117-140.
(Translated in English) Lee, G. J., & Lee, H. Y. (2007). The Determinants of the
Performance: Expectancy of Reward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2), 117-140.
이쌍철·홍창남(2008). 교원성과급 정책집행의 순응 및 불응 요인 분석. 교육행정연구, 26(4),
217-240.
(Translated in English) Lee, S. C., & Hong, C. N. (2008). An Analysis of the Variables
Affecting the Compliance and Non-compliance of Teachers with Merit-pay Policy.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6(4), 217-240.
이재범(2010). 노인의 전통스포츠 적용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과 효과검증.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Translated in English) Lee, J. B. (2011). The Approach of Grounded Theory and
Examination Effect about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raditional Sports for the
El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ungji University.

교원성과급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대처방식: 근거이론 연구 191

이정선(2000). 초등학교 교직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3(3), 51-87.
(Translated in English) Lee, J. S. (2000).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thropology of Education. 3(3). 51-87
최홍석 외(2004). 공유재와 갈등관리: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 서울: 박영사.
(Translated in English) Chol, H. S. (2004). Common Pool Resources and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and Cooperation Surrounding Water Resources. Seoul:
Pakyoungsa.
하봉운(2005). 교사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사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분석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23(1). 239-259.
(Translated in English) Ha, B. W. (2005). Assessment of Teacher Reactions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a Performance-based Bonus Pay Program.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1). 239-259.
하상근(2005). 정책집행의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공공기관에서의 성과급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정 책 학회보 , 14(4), 1-28.
(Translated in English) Ha, S. G. (2005).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on-compliance
of Policy Implementation: A Case Study on Pay-for-Performance System in Public
Organization.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4(4), 1-28.
한승주(2010). 성과급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근거이론의 적용.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71-526.
(Translated in English) Han, S. J. (2010). Response of Civil Servants to Pay for
Performance: An Application of Grounded Theory.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pring Seminar Materials. 471-526.
한지민(2010). 교원성과급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직무 만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 석사학위논
문.
(Translated in English) Han, J. M. (2010). The Relation of the Awareness of Teachers
about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and Their Job Satisfaction. A Master's
Thesis. Teague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황기우(1992). 한국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한 해석적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Translated in English) Hwang, G. W. (1992). An Analysis on the Korean Elementary

192 교육학연구 제50권 제1호

School Teachers'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 (조흥식 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7년에 출판)
Fehr, E., & Schmidt, K. M. (2004). Fairness and Incentives in a Multi-Task
Principal-Agent Model.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6(3), 453–474.
Firestone, W., & Pennell, J. (1993). Teacher Commitment, Working Conditions, and
Differential Incentive Polici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4), 489–525.
Kreps, D. (1997). Intrinsic Motivation and Extrinsic Incentives. American Economic Review
87(2), 359–364.
Lavy, V. (2007). Using Performance-Based Pay to Improve the Quality of Teachers. The
Future OF Children. 17(1). 87-101.
Lortie, D. C.(1975). School teacher: A Sociological Stud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oter, L., & Lawler, E.(1968).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IL: Irwin.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Vroom. V.(1999). Performance-based management: responding to the challenged. Public
Productivity and Management Review, 22(3), 288-307.
• 논문 접수 2012년 1월 15일 / 수정본 접수 2월 27일 / 게재승인 3월 3일
• 김경윤: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Legal Writing에
대한 硏究’로 법학석사 취득.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비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교
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 교원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심을 가지
고 있음.
• 구소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교육학석사 취득,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교직사회, 학업성취와 계층이동, 대입
정책의 역사 등을 공부하고 있음.
• 이충란: 중앙대학교 간호학 학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교육과정)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 박사학위과정 수료, 현재 안산청석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보건교과 교육 및 미
디어 교육에 관심 있음.
• 이은숙: 서강대학교 철학과,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졸업.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
육으로 석사학위 취득. 현재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상담으로 박사학위과정 및 통일초
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장애가족상담, 정서중심상담, 성인애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