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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심사를 통해 살펴본
교사의 자기결정성 및 내재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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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및 학생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지각하는 어려움은 교사관심사의 틀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Fuller가 제안하는 ‘교사관심사’ 개념이 우리나라 교사들에게도 적용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교직 수행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동기적 특성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경험적으
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1,060명을 대상으로 교사관
심사, 자기결정성, 교직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교사관심사의 세 요인(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이 서로 구분되는 요
인으로 존재함으로써 교사관심사라는 개념이 한국의 문화적, 교육적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외국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교사들은 직무관심이나 효과관심에 비
해 자기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성과 내재적 동기에 대한 예언에 있
어 교사관심사의 세 요인은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효과관심은 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
직무관심과 자기관심은 부적으로 기여하였다. 넷째, 정준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사
들의 교사관심사에 따른 대표적인 동기발달 패턴을 확인하였다. 효과관심이 높을 때 자기결정
성과 내재적 동기를 많이 지각하지만 생존관심만 높게 되면 부적응적인 동기 패턴을 보인다.
한편 세 영역의 관심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 측면이 공존하게 된다. 이
상의 결과들이 주는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주제어 : 교사관심사,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교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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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 제기

관련성을 보여준다(Adams와 Martray, 1981;
Tsai, 1990). 본 연구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사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

구체적인 학교 상황에서 경험하고 느끼게

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 경쟁력을

되는 문제점과 흥미가 교사들이 교직을 수

강화하고 질적인 개선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행하면서 지각하는 동기적 특성과 관련성을

일환이다. 교사평가제는 찬반 여부를 떠나,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교사관

교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책무성에 대한

심사가 교사가 지각한 문제에 대한 변화와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수업 전문성 개

향상을 지향하는 태도적인 표현이라고 한다

발이나 수석 교사제 등과 그 맥을 같이 하

면 교사의 동기는 자율적 변화를 추구하는

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교육

의지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교사가 지각한

혁신을 보장할 수는 없다. 진정한 변화는

문제의 중요성은 주어진 문제를 주체적으로

교사의 의지와 참여를 수반할 때 가능하다.

해결하고자하는 자율적 동기로 이어진다고

교육의 변화란 사실 교사의 변화이다.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 변화의 주체로서의 교사의 중요성은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라

개념적, 논리적 가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

요컨대, 본 연구는 교사관심사를 통해 교

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

사가 가지는 교직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고

며, 교사의 행동과 사고는 학생들의 사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사관심사를 통

태도, 가치관 및 행동 변화로 연결된다. 이

해 교사의 동기를 살펴보게 되면 첫째, 기

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대해

존의 교사관심사 연구에 심리적 특성을 연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각을 이해할 필요가

계함으로써 우선 교사관심사 연구를 이론적

있다. 이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근 교사관

위해 학생 개개인이 경험하는 학습 문제 및

심사 연구들을 보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다

사회 심리적 욕구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양한 심리적 특성과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논리이다. 그러나 교사에 대한 연구와 논의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고 있으나

는 주로 정책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교사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보고되고 있지

들이 학교 장면에서 지각하게 되는 어려움

못한 형편이다. 둘째, 교사 동기 측면에서도

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심을 가

교사관심사와의 관련성 탐구는 필수적이다.

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사가 현장에서 지각하는 구체적인 문제의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식과 관련될 때 교사 동기를 보다

입체적

들은 교사관심사의 틀 속에서 연구되어 왔

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교사관심사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각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다루어진 교사 동기에

하고 있는 문제, 걱정거리, 요구들로 정의될

대한 연구들은 주로 교장의 리더십이나 교

수 있는데(Fuller, 1969), 학생의 성취도뿐 아

사 효능감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교장의 리

니라 그들의 수업 행동이나 실천에 밀접한

더십이나 교사 효능감이 교사 동기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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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현상을 교사관심사의 발달모형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교사관심사의 개념은 많은 경험적

Ⅱ. 이론적 배경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정교화 되었는데
세 종류의 관심사가 논의되고 있다. 교직

1. 교사 관심사

생활 초기에는 대부분 교사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맞춘다(concerns with survival as a

교사관심사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개

teacher). 이 단계의 관심은 생존관심, 자기관

념화된다. Fuller(1969)가 교사가 지각한 염

심, 자기-생존관심 등으로도 불리운다. 자기

려, 걱정, 흥미라고 정의내린 이후, 특정 문

관심은 주로 교직 생활에 대한 적응, 생존

제 상황에 대하여 행동적 조치나 문제해결

및 위기 상황 극복, 교사로서의 이미지 관

노력을 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교사의 관심

리, 교사 자질의 적합성, 교실 통제 능력,

(Reeves & Kazelskis, 1985), 교사가 해결해야

학부모와 교장/교감 선생님의 기대 부응, 학

할 문제에 대한 감정적 상태(Van den Berg

생 및 동료 교사로부터의 평가 등에 높은

& Vandenberghe, 1995), 특정 대상에 대한 개

관심을 보인다. 교사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인의 감정, 생각, 태도(Mok, 2005) 등으로 정

도 초임교사는 교실 통제, 교사로서의 자신

의되고 있다.

의 능력 부족,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교사관심사 관련 연구는 대부분 Fuller 모
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Fuller(1969)

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수준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Petrusich, 1967).

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1주간 그룹면담

초임교사가 교직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

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심이 시간이 경과하

고, 생존과 관련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함을 발견하였다. 학

나면, 수업을 비롯한 직무과제를 만족스럽

기 초에 그들은 어떻게 새로운 교직환경에

게 수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관심사가 이

서 적응,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

동하게 된다. 이제 관심은 직무과제(concerns

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나 학기 후반 무렵

with task)로 향하는데, 수업이나 직무 수행

에는 수업이나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에 있어서 숙달성과 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나타낸다. 따라서 직무관심도가 높은 교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전환하였

들은 전문성 성장을 위한 기회의 부족, 학

다. Fuller는 이 결과가 일반화 가능한지를

급당 과밀한 학생 수와 같이 효율적 직무

확인하고자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연

수행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에 관심이 많다.

구를 실시하였으며, 1차 면담결과와 일치하

점차 수업에 필요한 기술이 향상되고 직

는 결과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Fuller는 두

무 수행에 있어 숙달 수준이 높아지면, 만

차례에 걸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

족감을 지각하면서 교사의 관심사는 이제

사들의 관심이 ‘교사로서의 자기’부터 시작

학생에게로 향하게 된다. 효과관심(concerns

하여 '학생'에게로 관심의 초점이 이동이 되

with impact)이라 불리는데, 교사관심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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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단계이며 가장 성숙된 형태이다. 이

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예비교사부터 교직

단계에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향상

경력 5년차에 이르는 7년 동안의 교사관심

및 학업 성취,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욕

사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적 방법을 적

구에 대한 이해, 학습 동기 유발, 학생의 잠

용하였다. 이 연구는 교사관심사의 순차적

재력 극대화 등에 관심이 많다. 요컨대, 교

발달에 대한 설명에는 실패하였으나, 왜 효

사관심사는 교사로서의 자기 적응과 생존의

과관심이 교직경력과 무관하게 높게 나타나

문제 해결에서, 수업과 직무 수행의 효율성

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는데 기여하였

추구로, 다시 학생에 대한 자신의 교수 효

다. 그들의 연구에서 경력교사와 초임교사

과성 추구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를 비교하면 효과관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한 단계의 관심사와 문제가 해결되면 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경력교사 중 우수한 교

음 단계의 관심사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는 효과관심에서 유

Fuller

모형은 교사관심사가 순차적으로 발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력이 비슷한

달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심사의 발달

교사 집단 내에 존재하는 개인차 변인을 고

적 특성이 순차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려하는 것이 교사관심사 발달을 이해하는데

존재한다. 교사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관심사가 변화한다는 Fuller의 주장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Reeves와 Kazelskis(1985)도

일부 연구자들(Burn, Hagger, Mutton, Everton,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모든 교사가 같

2000; Ghaith & Shaaban, 1999; Guillaume &

은 속도로 교사관심사 발달단계를 거쳐 가

Rudney. 1993 Reeves, Kazelskis, 1985)은 교사

지 않으며 발달 속도에 개인차가 있다는 지

경력에 따른 교사관심사의 순차적 발달은

적이다. 따라서 교사 경력에 따라 교사관심

초임교사도 성숙된 수준의 관심사를 가질

사 수준을 집단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

것은 동료 교사에 비해 일찍 교사관심사 성

한다. 실제로 그들 연구 결과를 보면(Pigge

숙기로 접어든 경우와 같은 집단 내 개인차

& Marso, 1987, 1990, 1997; Reeves & Kazelskis,

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Mok(2005)은 세

1985; Wendt & Bain, 1989), 초임교사와 경력

영역의 교사 관심사가 교사 경력에 따라 순

교사 모두에서 효과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

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개

타났다. 초임교사의 경우, 자기관심과 효과

인적 특성이 교사관심사 발달에 중요한 영

관심이 동시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사한 맥락에서 교사

이는 효과관심이 자기관심과 직무관심 단계

의 인생발달단계(teachers' life stages)에 따른

를 거쳐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

교사관심사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

다.

였다. 그 또한 교직에 머무른 연수로 정의

Fuller의 발달모형과 일치하지 않는 연구

되는 교직경력은 교사관심사의 역동적 발달

결과에 대하여 Pigge와 Marso(1997)는 기존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

연구들이 횡단적 방법에 의존하여 교사관심

고 있다. Ghaith와 Shaaban(1999)도 교사관심

사의 발달 특성을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했

사가 교사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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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교사 효능감과 같은 교사의 개인적

은 교사로부터 배운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특성이 교사관심사의 변화 및 발달 과정을

높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사가 교직과

보다 효율적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동기가 높고, 열정이

초임교사라도 교사효능감이 높으면 보다 성

있을 때, 학생들 또한 배움에 대한 의욕과

숙된 수준의 관심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높은 학습 동기를 갖게 된다(Patrick, Hisley,

다. 반면에 경력교사일지라도 교사효능감이

& Kempler, 2000; Wedel & Jennings, 2006).

낮다면 교사관심사는 교사관심사의 초기발

열정을 가진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으면 싫

달단계인 자기관심이나 직무관심에 머물 수

어하는 과목일지라도 흥미를 갖게 되지만,

있는 것이다.

좋아하는 과목일지라도 준비되지 않고 열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관심사

이 부족한 교사의 수업은 흥미를 감소시키

연구는 주로 교사의 배경적 특성을 예언변

게 된다. 이처럼, 교사는 다양한 통로를 통

인으로 하여 이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상대

해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학생

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1960년대 Fuller

들의 동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중

가 처음 제안한 이후, 교사관심사라는 심리

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 구인이 크게 확장되어 오지 못한 것은

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에 교사의

이러한 연구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교직에 대한 동기 연구는 교사효능감 분야를

교사관심사 연구에서 다루었던 배경적 특성

제외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대

으로는 교직경력(Findlay, 2005), 성별(Ghaith&

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다(Brookhart &

Shaaban, 1999; Pigge, Marso. 1987), 근무하는

Freeman, 1992; Malmberg, 2006; Pelletier,

학교급(Ghaith& Shaaban, 1999; Pigge, Marso,

Seguin-Levesque, & Legault, 2002). 본 연구에

1987), 인종(Findlay, 2005) 등이었다. 요컨대,

서는 교사관심사를 통해 교사의 자기결정성

교사관심사는 교육경력이나 성별과 같은 배

과 내재적 동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 특성에만 집중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발전
과 확장을 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사관

가. 교사의 자기결정성

심사는 문제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정서적

자기결정성 이론은 한 개인의 행동을 유

이고 인지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교사 행동

발하고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Adams & Martray, 1981) 및 교사행동의 동

강력한 동기의 원천이 행동주체의 내부에

기를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있음을 강조한다(Ryan, 1995; Ryan & Deci,

볼 수 있다.

2000). Deci and Ryan(2000)은 인간이 정서,
인지, 행동에서 적응적, 기능적 발달을 보이

2. 교사 동기

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율

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 가운

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내재적

데 하나가 교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동기유발과 개인의 심리적, 지적 성장을 위

없다. 가르치는 것에 스스로 동기화되지 않

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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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는 거의 없다(Malmberg, 2006).

자율성 욕구는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압력
없이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나. 교사의 내재적 동기

있는 자유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데, 개인

자기결정성 동기이론과 마찬가지로, 내재

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의사결정권을 갖고

적 동기이론도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동기

활동이나 직무에 대하여 가치를 인식할 때

의 원천을 강조하는 이론이다(Patrick, Hisley,

자율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자율성은 긍정

& Kempler, 2000). 내재적 동기를 가진 사람

적 감정상태 및 내재적 동기를 예언하는 중

은 과제를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과

요한 개념이다. 한편 유능감 욕구는 개인의

내재적 재미가 과제수행을 하게 하는 원동

능력을 행사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력이다. 이점에서 과제 수행은 외부의 목적

수행하기를 원하는 내적 욕구를 의미하며,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과제 자체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개인

가 동기의 원천이며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의 성공적 과제수행을 경험함으로써 충족된

할 목적이다(Deci, Vallerand, Pelletier, & Ryan,

다. 유능감 개념은 동기이론에서 긍정적 자

1991; Patrick, Hisley, & Kempler, 2000).

아개념, 자기효능감, 지각된 능력, 기대감,

교직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가진 교사들

통제 개념과 비슷하며, 지각된 유능감이 학

은 가르치는 활동과 관련하여 즐거움과 내

습 및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

재적 재미, 성취감, 자아실현을 경험한다. 내

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관계성 욕구는

재적 동기의 교육적 유용성은 많은 경험적

사회적 맥락 하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학습상황

계를 형성하고자 추구하고 발전시키고자 욕

에서 내재적 동기는 학업성취, 노력, 지속성

구이다.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유의한 타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Vallerand, 1997),

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관련된 것으로

교수 상황에서 교수전략과 같은 교사행동에

소속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Reeves

관계성 개념은 자율성이나 유능감에 비해

등(1999)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미흡한 편이어서,

기를 가진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의 과제흥

관계성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이나 결과 변인

미가 교직에 대한 외적동기를 가진 교사에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Anderman &

게 배운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대한 내재적 동

Leake, 2005).
이 세 가지 욕구 충족 정도가 자기결정성

III. 연구방법

을 결정하는 변인이며, 궁극적으로 자기결
정성은 내재적 동기 및 주관적 안녕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atrick, Hisley, &

1. 연구대상

Kempler, 2000). 자기결정성 개념은 학습, 스
포츠, 의료, 상담 및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위하게 연구되었으나, 교사에 적용된 연구

교사 1,0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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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표 2> 교사관심사 기술 통계

교직 경력 평균재직기간

남

여

전체

교사관심사

2

3

초임 교사

6.8개월

96

322

418

1. 자기관심

.19

.43

3.69(.67)

.76

경력 교사

4.02년

192

424

616

2. 직무관심

.29

3.44(.55)

.73

무응답

-

26

3. 효과관심

3.23(.55)

.88

전체

-

288

746

평균(표준편차) 신뢰도

1,060

Fuller의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응답을 보인 17명을 제외하여 총 1,060명이

타당화한 교사 관심사 질문지(The Teacher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설문은 2006년 7

Concern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신규교사 연수와 1

한 원문항에 따라 충실하게 번안하였다.

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여하였던 교사를

George의 TCQ는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신규교사 연수

과관심을 포함하여 3개의 하위척도, 총 45

는 교직 임용 후 최소 6개월이 경과된 시점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20번)

에서 받는 자격 연수로, 여기에 참여한 교

문항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6.8개월이었고, 교

판단하여 총 44개 문항만이 본 연구에 사용

직경력은 6개월에서 2년에 걸쳐있었다. 1급

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정교사 연수는 교직 경력 3년 이후에 받는

였으며 최종분석에서 나타난 기술 통계치는

자격 연수로,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의 평균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재직 기간은 4.02년 이었으며, 재직기간을
보면 대부분 3년-5년이었으나 28년에 이르

나. 교사의 자기결정성

는 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격연수는 모

교사의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

든 교사들이 참여하므로 동기에 따른 편파

장인들의 기본욕구충족 질문지(The Basic

성 문제는 없었다. 기존의 교사관심사의 연

Need Satisfaction at Work Scale, Ilardi, Leone,

구에 따르면 교사관심사의 변화는 주로 예

Kasser, & Ryan, 1993)를 수정, 번안하여 사용

비교사～5년 경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하였다. 이 질문지는 직장업무를 수행할 때

고 있다. 이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

직장인들의 기초적인 심리적 욕구가 어느

의 교직 경력이 제한적이긴 하였으나, 교사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관심사를 확인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

도구이다.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본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는 문항들을 교직 업무 환경에서 교사
들이 느끼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측정

2. 측정도구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교사의 자기결정성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

가. 교사 관심사

론의 핵심인 세 가지 심리적 욕구인 자율

교사관심사 측정도구는 George(1978)가

성, 유능감, 관계성 욕구를 포함하여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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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 198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내재적

<표 3> 교사의 자기결정성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문항수)

동기 질문지는 과제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율성

2.78

.63

.71(6)

동기적 개념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려는

유능감

3.66

.57

.68(5)

관계성

3.60

.47

.66(8)

자기결정성 전체 3.34

.41

.79(19)

변인

의도로 개발되었으며, 즐거움, 노력, 지각된
유능감, 과제가치, 심리적 압력 및 긴장감을
포함한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측정도구와 중복
되는 지각된 유능감 하위척도를 제외하고

하위척도,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즐거움, 노력, 가치 하위척도를 포함하였으

율성 하위척도는 “수업 및 학교 업무를 수

며 각 하위척도에서 2 문항씩 이용하여 질

행하는 데 있어 내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원문항에서

문항을 포함하여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유

사용된 ‘과제’ 또는 ‘활동’ 등의 용어를 ‘'수

능감 하위척도는 “동교 교사들이 내가 잘하

업’, ‘가르치는 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고 있다고 말해준다”를 포함하여 6문항, 관

용어로 진술하였다. 즐거움, 노력, 교직에

계성 하위척도는 “나는 직장 사람과 잘 지

대한 가치는 내재적 동기로 표현하였으며

낸다.” 등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형태

심리적 압력 및 긴장감은 독립적으로 분석

는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문항내

하였다. 이들 8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79

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이었으며 하위 변인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반응하도록 하였

다.

다. 요인분석 결과 자율성에 해당하는 1문
항과 유능성에 해당하는 1문항의 요인 구조

IV. 연구결과

가 적합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19개 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별 평
균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1. 교사 관심사의 요인 구조

다. 교직에 대한 내재적 동기

교사 관심사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자

교사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성분 분

재적 동기 질문지(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 방법으

<표 4> 교직에 대한 내재적 동기 및 압력 및 긴장감 기술통계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문항수)

즐거움

3.95

.71

.79(2)

노력

3.60

.74

.61(2)

교직에 대한 가치

4.41

.58

.73(2)

3.27

.96

.74(2)

내재적 동기

압력 및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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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사 관심사 요인분석
문항번호
33(효과)
38(효과)
42(효과)
32(효과)
43(효과)
37(효과)
29(효과)
41(효과)
30(효과)
17(효과)
16(효과)
34(자기)
13(효과)
22(효과)
35(자기)
40(효과)
36(효과)
7(자기)
5(자기)
2(자기)
9(자기)
3(직무)
14(자기)
8(효과)
15(자기)
24(자기)
25(직무)
21(직무)
18(자기)
19(직무)
27(자기)
45(직무)
23(자기)
11(직무)
31(자기)
26(직무)
12(직무)
28(직무)
44(직무)
39(직무)
6(직무)
10(자기)
4(자기)
1(직무)
고유치
설명분산

요인1
0.74
0.71
0.68
0.67
0.65
0.61
0.58
0.57
0.56
0.55
0.53
0.49
0.48
0.47
0.46
0.44
0.42
0.12
0.16
0.06
0.19
0.30
0.09
0.47
0.24
0.02
0.14
0.01
-0.07
-0.04
0.01
0.11
-0.06
0.13
0.18
0.29
0.04
0.13
0.34
0.32
0.10
0.00
0.01
0.04
6.48
14.72

요인2
0.14
0.15
0.04
0.20
0.04
0.18
0.33
-0.17
0.40
0.06
0.09
0.40
0.31
0.37
0.32
0.05
0.10
0.73
0.71
0.70
0.56
0.51
0.50
0.49
0.44
0.43
0.27
-0.07
0.05
0.00
0.28
-0.02
0.34
-0.15
0.23
0.02
-0.12
0.11
-0.03
0.08
0.23
-0.06
0.04
-0.05
4.34
9.86

요인3
0.00
0.00
0.08
0.01
0.09
0.08
-0.05
0.23
-0.09
0.15
0.16
0.03
0.02
0.02
0.06
0.28
0.24
0.03
-0.13
-0.06
0.01
-0.16
0.29
-0.19
0.16
0.39
0.24
0.58
0.55
0.52
0.50
0.48
0.47
0.47
0.45
0.42
0.40
0.40
0.40
0.40
0.38
0.36
0.30
0.29
4.00
9.09

문항의 내용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 개발의 극대화
학생들의 다양한 성취 수준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 유도
학생들에게 배움의 가치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학습 향상 속도가 느린 학생들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학생들에게 학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생들의 건강, 영양 상태에 대한 이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만드는 것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에 대한 인식
체계적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
학생들의 학습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
효율적인 시간 관리
시험과 성적 처리의 방법 향상
학생들의 요구에 나를 맞추는 것
학생들이 말을 잘 듣도록 하는 방법
산만한 학생들을 잘 다루는 능력
적절한 수준의 수업 통제 능력
내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 대한 이해
문제 학생 다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학생의 성취감 향상
나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
교사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것
틀에 박힌 수업 절차 혹은 방식
교사에 대한 많은 규칙과 규제
교장선생님이 우리 반이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함
다른 교과 담당 교사의 부적절한 도움
나의 교사 자질 부족을 동료교사들이 알게 되는 것
매일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나의 수행에 대한 동료교사의 부정적인 평가
교사를 위한 불충분한 행정 지원
동료교사의 존경을 잃는 것
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
수업과 관련 없는 많은 학교업무
수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시간 부족
교사로서 전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와 지원 부족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수업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부족
교직에 남고 싶은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
상관(교장, 교감선생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학급당 과밀한 학생수
* 최종문항은 밑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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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인행렬을 회전하였다. 개념적으로 교

것은 어떻게 학생을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사관심사가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의

하는 것이다.

세 영역으로 구성되므로 요인수를 3으로 지
정하였다.

Veenman(1984)은 초임교사의 교실통제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

요인이 부하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국에서는 5년 이내 교직을 이직하는 비율이

요인1은 효과관심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

가장 높은데,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경험

성되어 있다. 요인1의 문항 내용을 종합하

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교실 통제라고 한

자면, 크게 학습들의 학습능력 개발에 대한

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Fuller의 교사

관심,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

관심사의 개념이 우리나라 교사에게도 확인

학생들의 심리적 요구에 대한 관심 등으로

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으므로 개념적 순

집약된다. 요인2는 대체적으로 자기관심에

수성을 위해 해당 요인에 부하되지 않았거

해당하는 문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문항

나 요인 부하량이 낮았던 문항을 제외하고

내용을 보면, 학생통제, 수업통제에 대한 관

총 33개 문항만을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심이다. 반면, 요인3은 대체적으로 직무관심
에 해당하는 문항들이다. 학교행정이나 규
제에 관한 관심, 수업준비에 대한 걱정, 수

2. 교직경력 및 성별에 따른 교사관심사의
차이

업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관심, 과밀한 학
생 수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외부 평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는 교직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교직 생활에 적응해나가고 다양한 능력들을

<표 5>를 보면, 요인1과 요인2가 뚜렷한

향상시켜 나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직 경

요인구조를 보이는 반면, 요인3은 직무관심

력은 교사의 관심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

문항에 자기관심 문항이 일부 혼재되어 있

성이라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교사관심사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요인에 부하되어

연구들은 교직 경력에 따른 교사관심사의

있는 자기관심 문항이 주로 ‘교실이나 학생

변화를 가정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

통제’인 반면 제3요인에 포함된 자기관심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Ghaith

문항은 대부분 ‘교사로서의 받는 외부의 평

와 Shaaban, 1999; Pigge와 Marso, 1997). 이에

가’와 관련되어 있다. 외부의 평가가 직무수

본 연구는 교직경력과 성별을 독립변인으

행 요인에 섞여 존재하는 본 연구 결과는

로,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을 종속변

우리의 중, 고등학교 교사들이 외부의 평가

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교직경력

를 자신의 과제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과 성별이라는 배경적 특성에 따른 교사관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

심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제2요인에 통제와 관련된 문항들만 부하된

교사관심사의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 중고

점은 우리나라 교사가 지각하는 자기관심은

등학교 교사들은 자기관심이 가장 높고, 직

학생과 수업 관리가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무관심, 효과관심 순으로 나타났는데, 유치

즉, 우리나라 교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던 이희자․이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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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직경력 및 성별에 따른 교사관심사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관심사

평균

Type III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제곱

F

남

3.50

여

3.85

교직경력

3.15

1

3.15

7.61**

자기관심

전체

3.76

성별

27.41

1

27.41

66.18***

(3.69)

남

3.37

교직경력*성별

.03

1

.03

.07

여

3.74

오차

443.10

1070

.41

-

전체

3.63

남

3.44

여

3.50

교직경력

1.99

1

1.99

6.60**

직무관심

전체

3.48

성별

1.98

1

1.98

7.55**

(3.44)

남

3.30

교직경력*성별

.44

1

.44

1.48

여

3.45

오차

321.49

1070

.30

-

전체

3.40

남

3.28

여

3.30

교직경력

3.93

1

3.93

12.98***

효과관심

전체

3.30

성별

.22

1

.22

.72

(3.23)

남

3.12

교직경력*성별

.52

1

.52

1.72

여

3.19

오차

324.02

1070

.30

-

전체

3.17

초임교사

경력교사

초임교사

경력교사

초임교사

경력교사

(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다른 측정도

한 개인 내에 존재하는 세 종류의 교사관심

구를 사용하였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사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피험자내 반복 측

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기>강화>갱신>

정 설계를 통한 ANOVA 검증을 통해 살펴

성숙의 순이었다. 그런데 이는 교수효과 영

보았다. 그 결과 세 영역 간의 차이는 유의

역에 높은 관심도를 보인 외국의 연구(Capel,

한

2001; Conkle,1996; Pigge and Marso, 1997;

F=232.99 p<.001)으로 확인되었다. 말하자면

Reeve와 Kazelskis, 2001)와는 다른 결과이다.

각각의 교사들은 세 영역의 관심사에 대해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 결과는 우리

유의미하게 다른 수준의 관심사를 보인다고

나라의 독특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것(Type

III

자승화=114.13,

df=2,

학교 환경 및 교육제도와 같은 환경적 특성

자기관심과 직무관심, 교수효과 모두에서

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동일

교직경력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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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사관심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교직에 대한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압력 및 긴장감

단계1 β

단계2 β

단계1 β

단계2 β

단계1 β

단계2 β

.09**

.10***

-.08*

-.03

-.05*

-.03

-.15***

-.13***

-.01

.00

.20***

.14***

step1
교직경력
성별
step2
자기관심

-.06***

-.04***

.18***

직무관심

-.21***

-.03

.12***

효과관심

.28***

.27***

-.01

2

수정된 R

.03***

2

R change

.12***
.08***

.01*

.06***
.05***

.04***

.09***
.05***

지 않았으나 자기관심과 직무관심에서 교육

있었다. 세 종류의 교사관심사가 교사의 자

경력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와 효과관심에서

기결정성, 내재적 동기에 주는 상대적 영향

교직경력의 주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력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

초임교사는 경력교사에 비해 자기관심, 직

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성별과 교직경력에

무관심, 효과관심 모두에서 더 높은 관심을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1단계에 교직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력에 따른

경력 및 성별을, 2단계에 세 종류의 교사

차이는 직무관심에 비해 자기관심이나 효과

관심사를 투입하여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

관심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내재적 동

Ghaith와 Shaaban(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

기가 즐거움, 노력, 가치, 압력 및 긴장감으

치하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자기관심과 과

로 구성되었으나 압력 및 긴장감이 다른 하

제관심에서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가 더 높

위 요인들과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은 관심을 보였다.

점에서 별도로 독립시켜 분석하였다.
자기결정성에 대한 표준화 β의 크기를

3. 교사의 자기결정성, 내재적 동기, 압력
및 긴장감 지각과의 관련성

살펴보면 성별과 교육경력이 설명하는 정도
는 3%에 불과하지만 교사관심사를 투입하
였을 때 자기결정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로 증가하고 있다. 내재적 동기에 있어서

Fuller의 개념적 모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

도 5%의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준다. 교사가

하고, 이러한 교사관심사가 자기결정성과

교직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압력 및 긴장감

내재적 동기와 같은 교사 동기와 어떠한 관

을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5%의 설명력

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요약컨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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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사관심사와 교사동기와의 정준상관 분석 결과
정준부하량
제 1 함수

제 2함수

제 3함수

자기관심

-.28

.81

.51

직무관심

-.70

.35

-.63

효과관심

.38

.85

-.36

자율성

.87

.07

.34

유능감

.47

.15

-.39

관계성

.29

.50

-.17

즐거움

.27

.33

-.74

노력

.36

.51

-.39

가치 지각

.24

.64

-.26

압력 및 긴장감

-.44

.67

.39

정준상관

.37***

.26***

.14**

Wilks 람다

.79

.92

.98

χ (df)

245.54(21)

89.30(12)

19.03(5)

유의도

.000

.000

.002

교사관심사

교사동기

2

사 관심사는 교사의 자기결정성이나 내재적

양상을 띤다. 이러한 교사관심사의, 자기결

동기, 압력 및 긴장감 지각과 같은 교사 동

정성이나 내재적 동기, 압력 및 긴장감 지

기를 설명함에 있어 성별이나 교직 경력과

각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력은 매우 흥미롭

같은 배경적 특성보다 훨씬 많은 설명량을

다. 결국 자기관심과 직무관심이 많을수록

보이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자기결정성 수준이나 내재적 동기는 낮아지

있다.

지만, 효과관심이 많게 되면 자기결정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관심사의

나 내재적 동기 수준은 높아지는 셈이다.

종류에 따라 자기결정성과 내재적 동기에

이상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교사관심사와

기여하는 방향과 크기에 있어 차이가 존재

교사 동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관계 구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관심과 직무

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정준상관

관심은 자기결정성과 내재적 동기에 부적으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변량분석을 실

로 작용하는 반면 효과관심은 정적인 기여

시한 결과 Wilks 값이 .79(F=12.15, df=21

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직을

p=.000)로 확인됨으로써 교사관심사와 교사

수행하면서 지각하게 되는 압력이나 긴장감

의 동기라는 두 변수간 사이에 유의한 관련

은 자기결정성이나 내재적 동기와는 반대의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준분석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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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3개의 정준 함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되는 고도로 복합적인 활동이다. 가르치는

유의하였다.

내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 학생의 심리와

우선 제1함수의 정준 부하량을 살펴보면

정서에 대한 공감과 배려, 수업과 학생들에

낮은 직무관심(-.70)과 높은 효과관심(.38)이

대한 효과적 관리와 통제 등의 전문성을

자율성(.86), 유능감(.47) 등 교사 동기 전반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크고

에 걸쳐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작은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된다. 교사

직무관심이 특히 낮으면서 효과관심이 높은

들이 현장에서 지각하는 어려움은 교사관심

교사가 자율성과 유능감을 많이 지각하며

사의 틀 속에서 연구되어 왔다. 1960년대부

압력 및 긴장감은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터 Fuller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된 교사관심

반면 제2함수를 보면 높은 자기관심(.81), 효

사는 교사가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과관심(.85)이 가치지각(.64), 노력(.50), 관계

스스로 지각하는 염려나 걱정 혹은 흥미를

성(.50) 압력 및 긴장감(.67)과 짝을 이루고

주제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

있다. 그러므로 효과관심과 더불어 자기관

사 교육이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증

심이 높게 되면 교직에 대한 가치를 지각하

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고, 다양한 노력을 투자하며 친밀한 관계성

교사관심사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도 충분히 지각하지만 또한 동시에 교직 수

본 연구는 교사관심사라는 렌즈를 통해 교

행에 대한 압력 및 긴장감도 더불어 느끼게

사의 동기적 특성을 조명해보고자 시도하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제3정준함수는 낮은

다.

직무관심(-.63), 효과관심(-.36)과 동시에 높은

확인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심(.51)이 즐거움(-.74), 노력(-.39), 유능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교사관심사가 자기관

감 지각(-.39), 압력 및 긴장감(.39)과 짝을

심, 직무관심, 효과관심으로 구분되어 존재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직무관심이나 효과관

하였다. 관심의 수준에 있어 자기관심이 가

심이 낮으면서 자기관심만 높은 교사들의

장 높았고 효과관심이 가장 낮았다. 둘째,

경우, 교직에 있어 즐거움이나 유능감을 지

신규교사가 세 종류의 관심 모두에서 경력

각하지 못하고 교육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사보다 더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여교사

노력이 적고, 압력과 긴장감을 지각함을 추

가 높은 자기관심과 직무관심을 나타내었으

론해볼 수 있다.

나, 교사경력과 성별간의 상호작용은 존재
하지 않았다. 셋째, 교사관심사는 자기결정
성과 내재적 동기를 유의하게 예언하지만

V. 논의 및 결론

세 종류의 교사관심사는 이들에 대해 차별
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넷째, 정준상관분석

교사가 가진 특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다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사들의 대표적인

양한 교수 활동과 관계될 뿐 아니라 학생들

동기발달 패턴을 확인하였다. 효과관심이

의 지식과 행동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높을 때 자기결정성과 내재적 동기가 높지

러나 가르친다는 것은 다양한 능력이 요구

만 생존관심만 높게 되면 부적응적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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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나타나며, 세 영역의 관심이 모두

관심을 보였다. Fuller는 초임교사가 자기관

높은 경우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 측면이

심에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반면 경력교사

공존하게 된다.

는 직무수행이나 교수효과와 관련된 영역에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할 점은 다

높은 관심도를 보인다는 단계론을 주장하였

음과 같다. 첫째, 세 종류의 교사관심사에

다. 이에 대해 Ghaith와 Shaaban(1999)은 다소

있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자기관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교사관

심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교수효

심사의 하위 영역간에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과 영역에 높은 관심도를 보인 외국의 연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Capel, 2001; Conkle,1996; Pigge and Marso,

다른 영역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제안한

1997; Reeve와 Kazelskis, 1985)결과와는 다소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사발달에 대한

다르다. 예컨대, Conkle의 연구에서는 효과

논쟁에 있어 Fuller보다는 Ghaith와 Shaaban

관심>직무관심>자기관심의 순이었고, Reeve

(1999), Capel(2001)의 입장을 지지해준다.

와 Kazelskis(1985), Capel(2001), Pigge와 Marso

셋째, 세 영역의 교사관심사가 자기결정

(1991) 연구에서는 효과관심>자기관심>직

성이나 내재적 동기와 같은 교사의 동기를

무관심 순이었다.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

차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자

각해볼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가 서

기나 직무에 대한 관심은 자기결정성이나

구의 교육적 환경을 토대로 이루어진 점을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키지만, 효과 관심은

고려할 때, 교육제도 및 교육환경이 다른

교사의 자기결성성 및 내재적 동기의 향상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사들의 관심사가 이들

을 가져온다. 그동안의 교사관심사의 연구

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 주로 교직경력이나 최종학력, 성별 등을

즉, 우리나라의 교육적 구조, 환경, 풍토에

토대로 하여 진행되어 왔지만 이러한 연구

따른 독특한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

들은 같은 교직경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각

한 맥락에서 교사관심사가 보편적이고 일반

자마다 발달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

적인 특성이기 보다 문화 특수적 특성임을

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직에 대한 신

시사 받을 수 있다. 벨기에와 영국의 교사

념, 태도, 동기 등에서도 개인차를 가지고

들을 대상으로 교사관심사의 측정학적 성격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사실 같은 연차의

을 탐구하였던 Meek와 Behets(1999)는 벨기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도 발달 수준 및 속

에와 영국에서 다른 요인구조가 나타났다는

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사관

점,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간에도 요인구조

심사의 성숙 수준도 단순히 교직에 얼마나

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있었는가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

교사관심사가 상황 특수적인 효과를 가질

면 교사관심사는 양적 개념인 교직경력, 예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컨대, 교직생활 기간과 같은 배경적 특성보

둘째, 우리나라 상황에서 볼 때, 초임교사

다는 질적 개념의 교사 특성, 예컨대, 교사

가 교사관심사의 세 영역(자기, 직무과제,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계가 더 높

교수효과) 모두에서 경력교사보다 더 높은

을 가능성이 높다. Ghaith와 Shaaban(199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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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교사관심사는 교사로서의 개인적

이 기울이지만 동시에 교직에 있어 압력과

효능감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긴장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이 그것이다.

교사관심사의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섯째, Fuller에 따르면 한 단계의 관심이

는 교사의 배경적 특성에 대한 접근뿐만 아

다른 관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지각된 문제

니라 보다 심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들

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교사관심

연구결과, 초임교사에게서 자기관심이 높은

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은 확인시켜준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지

다.

만, 경력교사도 초임교사와 마찬가지로 자

넷째, 정준분석 결과 확인된 세 정준함수

기관심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

는 교사관심사와 관련된 교사의 동기유형을

볼만한 대목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사관심사 발달에 이론

실에서 경력교사가 자기와 관련하여 지각되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컨대, 제1함수는

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교사관심사 발달 모형의 이론적 관점에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관심이나 직무관

볼 때, 가장 이상적 발달단계를 거친 경력

심이 교사의 동기에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

교사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들은 자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상기한다면, 우리

기관심과 직무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

나라 교사의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고 교육자로서의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관

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선 교사

심사인 효과관심으로 관심이 이동된 상태이

가 직면하고 있는 자기관심이나 직무관심을

다. 따라서 제1함수는 성숙된 단계로 관심

해결할 수 있도록 교직 환경을 개선하는 것

사 발달 과정을 거친 교사가 보여주는 교사

도 필요하다. 교사의 관심사를 교원양성 프

의 동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들은

로그램과 교직연수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운

자기결정성이 높고, 내재적 동기도 높으며,

영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교사들이 효과관

압력 및 긴장감을 지각하는 수준이 낮다.

심사 영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반면, 제3함수는 초보적인 교사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적, 인지적

잘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관심이 높고

의지를 유발하는 등의 교사관심사의 질적

직무관심과 효과관심이 낮은데, 이 경우 제

성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

1함수가 묘사하는 교사와 비교해서 교사동

이 경주될 때 교사들은 교직에 있어 자기결

기가 부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2함

정성과 내재적 동기를 지각할 수 있기 때문

수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교사

이다.

의 일반적 관심사 형태와 교사동기를 설명

결국 교사관심사는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하는 듯하다. 세 영역 모두에서 관심이 높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며, 유능한 교사가 되

으나 특히 자기관심이 높다. 이 경우 교사

고자 하는 표현이다. 교사가 변화의 핵심이

동기는 적응적 특성과 부적응적 특성이 공

며 그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교육 혁신을

존하고 있는데,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면, 교

하는 가운데 교육수행에 필요한 노력을 많

사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어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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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등을 파악되어야 한다. 교육의 핵심에

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교사가 존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논

다.

의하였듯, 교육혁신을 이루고 학교 현장 수
업을 개선하려면 교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축적될 필요가 여실하다.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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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eacher Concerns
on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Myong Hee Yang․YoonJung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secondary school teachers' concerns based on
Fuller's model,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se concerns on teachers'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toward their teaching practices. A total of 1,060 secondary school teachers
completed three sets of questionnaires: the Teacher Concerns Questionnaire (George, 1978), The
Basic Need Satisfaction at Work Scale (Ilardi, Leone, Kasser, & Ryan, 1993),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Ryan, 1982).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se teachers identified self, task,
and impact concerns as distinct areas of teacher concerns, implying that Fuller's teacher concern
model is applicable in a Korean cultural and educational context. Korean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wed the highest concern about 'self' compared to task and impact concerns.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eacher concern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both teachers'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indicating that three types of teacher concerns exerted differential influences on
teachers'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Impact concern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eacher motivation, while self and task concerns had a negative influence. Furthermor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elucid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concerns and motivation by showing
three different developmental profiles of teacher motivation in relation to teacher concerns; teachers
with impact concerns showing a high level of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teachers
with self concerns showing a low level of self-determin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teachers
with high concerns in all three areas showing both adaptive and maladaptive patterns of motivation.
Key words : teacher concerns, self concerns, task concerns, impact concerns, teacher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in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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