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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내적 외적 동기, 교수몰입과 행복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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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을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최
적의 경험상태를 느끼면서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몰입에 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몰입에 미치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상대
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몰입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교수몰입에 외적 동기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내적 동
기만 교수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교수몰입은 교사의 내적 동기와
주관적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고 있었다. 즉, 교사의 내적 동기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효과와 교수
몰입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가 있었다. 셋째, 외적 동기와 주관적 행복감은 외적 동기가 높을수록 주
관적 행복감이 낮아지는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
의하였다.
주요어 : 내적 동기, 교수몰입,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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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속에 푹 빠져서

를 발달시킨다. 둘째,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과 과

시간 감각조차 잃어버리고 주변상황에 대해 전혀

제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한다. 몰입은 도전과 능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일에 완전히 흡수되는

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과

경험을 할 때 이 상태를 몰입(flow)이라고 한다(이

제를 수행하느냐의 여부는 외적인 힘이나 통제에

은주, 2001).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

Csikszentmihalyi(1975, 1990)에 의해 처음 제시된

다. 이 능력이 결국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

몰입의 개념은 본래 예술가나 과학자와 같이 창

인이 되므로 행위자와 행동 사이에 구분이 무의

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중 높은 수준의 성취를

미해지고 자신이 흥미 있는 행동을 별 다른 의식

이룬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다른 것을 얻기 위

적인 노력 없이 행하게 된다. 셋째, 몰입 상태를

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경험함으로써 자의식 즉, 자신의 경험에 충분히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데에서 유래되었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

다. 몰입은 개인의 기술, 능력이 도전 및 과제의

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과 같은 생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경험 상태 즉, 개인

각은 사라져 과제 수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이 직면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

뿐 아니라 자아 경계가 한결 넓어진다. 넷째, 몰

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느끼

입 상태에서는 시간이 빨리 흐른 것처럼 느껴지

는 주관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상

며, 다섯째, 내적 동기가 유발된다. 즉, 어떤 외적

태이다. 몰입 상태에 있을 때 개인의 모든 의식과

인 보상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위 그 자체가

신체의 각 기관은 하나의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재미있고 그 자체의 활동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몰입의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과 자기 충족감을

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자기목

맛보게 된다.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의 특성

적적 활동이라고 한다.
또한, 몰입 경험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를 선택

을 몰입이 촉진되는 조건과 몰입 상태에서 경험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몰입은 능력과 도전의 함

하는 현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몰입 상태가 촉진되는 조건으로는 첫째,

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즐거운

과제의 난이도가 개인의 기술과 능력 수준에 적

것이므로 자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절하고, 둘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

이전에 수행한 과제에 대한 능력은 향상되고 성

나 놀이에서 경험되며, 셋째, 목표 달성 정도에

공에 대한 목표 수준도 향상되어 점점 더 어려운

대한 분명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전달될 때 몰

도전을 찾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김창대, 2002).
몰입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교사들이 교수활동

입 상태가 촉진된다.
한편 몰입 상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에 몰입한다면 교사들은 수업시간이 대단히 즐겁

는 첫째,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 때

고, 교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현장에

집중의 대상은 한정된 당면 과제로 제한되어 있

서 만족과 기쁨,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이것은 다

으며 과제와 무관한 다른 생각, 근심, 걱정은 순

시 학생들의 수업환경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

간적으로 의식에서 차단된다. 이 상태에서는 보다

다.

많은 심리적 에너지가 성공적으로 목표에 투입되

교육이란 인간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이

므로 몰입경험은 보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자기

며 형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정범모,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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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교수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를 갖게 된다고 한다(양명희, 조윤정, 2006).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수활동은 직접적으로 학

한편 스포츠, 예술, 체스게임 등에 국한한 초기

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수활동이 어떠하

몰입연구에서 나아가 Bakker(2005)는 몰입의 개념

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지식, 정의적 행동변화의

을 인간조력전문직(human service professionals) 즉,

질과 방향의 양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이준

간호사, 음악교사 등의 직무상황에까지 확대해서

엽, 2000). 그러므로 학습상황에서 수업을 통해 학

적용했는데 그는 특히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생들에게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주체인 교사가 스

경험하기 위해 일하는 내적 동기가 몰입을 이끈

스로 수업에 몰입한다면 학생들에게 질높은 수업

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Csikszent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mihalyi & LeFevre, 1989; Jackson, 1992; Massimini,

이처럼 교사변인은 학생의 학업성취 및 만족의

Csikszentmihalyi & Fave, 1988)이 내적으로 동기화된

수준에 크게 관여하는데, 교사들의 높은 직무 동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할 때 높은

기는 직무수행수준의 향상까지 이끈다(박관성,

수준의 몰입상태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

1999). 동기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

나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스포츠나 레저 영역

한 심리적 요소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

에서 도출된 것(최기연, 2006)이므로 교수학습 맥

을 제시하며 유지시키는 심리적 상태다. Deci

락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1975)는 행동유발 근원에 대해 행동 그 자체에서

필요가 있다(이은주, 2001). 이처럼 스포츠나 레저,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만족 때문이냐, 활동의 결

음악 작곡과 같은 분야에서 몰입의 연구가 많은

과로 얻어지는 외적 보상 때문이냐에 따라 동

것은 몰입의 경험이 직무와 관련된 분야보다 자

기를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

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최기연(2006)은 지적하고

(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했다. Csikszentmihalyi

있다.

(1975)는 내적 동기란 개인이 어떤 외부와의 관련

기존 학교 장면에서의 몰입연구는 Csikszent

없이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는 동

mihalyi와 Larson(1984), Csikszentmihalyi, Rathunder와

기라고 하였다. 즉, 외부의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

Whalen(1993) 등을 필두로 해서 학생들의 학업몰

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입은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혀냈

여한다면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진 것이다. 반면

다. 그리고 학생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어떤 외부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서 점차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교사의 몰입경험이

외적 동기화 되었다고 한다. 교사들에 있어 외적

다. 특히 Gunderson(2003)과 Nian(2002)은 교사의

동기는 급여, 혜택, 승진, 지위, 환경, 직업의 안정

몰입경험이 학생들의 태도에 더 반응적이고 높은

성 등과 같은 조직에 의해 주어지는 보상을 얻기

상호작용을 보이며 인지적 관여를 깊게 한다고

위한 것이며, 내적 동기는 개인의 수행과 관련되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모두 교사의

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긍정적 감정

몰입경험 자체가 교사개인의 심리적 과정과 어떻

이 될 것이다. 교직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진 교

게 연관되어서 어떤 긍정적 결과를 낳는가 보다

사들은 가르치는 활동과 관련해서 즐거움과 내적

는 주로 학생의 변화나 학업적 결과에만 초점을

재미, 성취감, 자아실현 등을 경험하고, 이런 교사

두고 있어 교사 개인의 몰입의 경험에 대한 경험

에게서 배운 학생들은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흥미

적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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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영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Kowal과
Fortier(1999)는 몰입이 내적 동기 및 자율적 외적

복잡한 행동 능력을 만들어냄으로써 현재의 기술
을 확장시킨다.

동기와 정적 상관을, 무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보

이러한 몰입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여주었으며 타율적 외적 동기와는 무관하는 점을

인 감정은 즐거움, 행복감, 쾌감 등이 있다(김창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는 자율적으로 동기화된 선

대, 2002; 유영달, 2005). Wells(1988)는 특히 몰입

수들은 몰입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타율적으로

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자기존

동기화된 선수들은 몰입을 적게 경험하는 것을 의

중감을 갖고 있으며 보다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

미한다. 여기서 내적 동기란 활동 그 자체가 주는

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경험은 만족감과 같은 나

즐거움과 만족 때문에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고,

른한 휴식과 같은 느낌과 달리 즐거움과 성취감

외적 동기는 과제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적보

을 동시에 경험하는 강한 정서의 질을 가지고 있

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로서 Deci와 Ryan(1985)

으며, 한 개인이 일단 몰입경험을 하게 되면 더

는 이를 다시 자율적 외적 동기(self-determined

높은 자기 존중감과 행복감을 성취하기 위해

extrinsic motivation)와 타율적 외적 동기(non-self-

새로운 수준의 과제를 찾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determined 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했다. 자율

다시 그 과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술

적 외적 동기란 본인의 선택에 의해 행동하는 경

이 더 우수해지고 자존감과 성취감이 상승한다.

우, 예를 들어 수학이 대학진학에 중요하므로 자

Csikszentmihaly(1975)의 말처럼 몰입이란 현재 주어

기이익을 위해 공부하는 경우이고, 타율적 외적

진 삶의 장면에서 개인이 느끼는 최적의 주관적

동기는 타인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하거나 보상

경험으로 일종의 행복감이며 최적의 정서상태이

이나 처벌 때문에 하는 경우로 이에 동기화된 경

다. 이런 즐거움과 행복은 몰입경험의 인지적 정

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갖

서적 평가과정의 산물이라고 한다(Diener, 2000;

는다(이은주, 2001).

Diener & Diener, 1996).

Csikszentmihalyi,Rathundedhk과 Whalen(1993)은 몰

이런 내용은 유영달(2005)의 몰입의 발달과정과

입 경험이 개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계

유사한데 즉, 내적 동기화가 몰입을 이끄는 한 요

있는 새로운 행동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표

인이 되며 몰입을 경험한 후 최고의 정서 상태를

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경험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학생들

데 있어서 개인이 가진 기술과 흥미는 그 활동에

을 지도하고 수업을 의미있게 이끄는 것 자체에

서 몰입을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며,

대해 동기화되는 교사들의 내적 동기가 수업장면

반대로 몰입 경험은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흥

에서의 교수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이것이

미와 관련된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

교사의 몰입의 경험을 촉진시켜 긍정적인 자기존

표와 흥미 구조를 확장하려는 힘을 만들어 낸다.

중감과 더불어 최적의 주관적 행복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몰입경험은 일단의 과제나 기회들을 제공

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학습상황은 교사들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지

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업무와 달리 수업

속적이면서도 깊이를 더해 가는 즐거움을 제공할

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사들의

수 있는 등급화된 과제들을 제공한다. 즉, 개인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

기술이나 능력에 부합하는 최적의 과제는 더욱

과적인 수업을 이끄는 교사들의 동기와 몰입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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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 자신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이

Hennessey와 Tighe(1994)가 제작한 작업선호 검사

는 다시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를 송선희, 하대현,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형주(200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작업 선호검사는 내적 동기를 측정하는 15문항

째, 교사들의 몰입에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보다

과 외적 동기를 측정하는 15문항, 총 30 문항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내적 동기와 외적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수몰입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교사들의 내

높을수록 내적 혹은 외적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

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몰입, 주관적 행복감은

다. 송선희 등(2004)은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 동기

서로 어떤 관계인가?

를 즐김 8문항, 도전 7문항으로, 외적 동기를 외
부 8문항, 보상 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들이
보고한 Cronbach  는 .62-.68이었다.

방 법

이 연구에서는 송선희 등(2004)의 연구와 하대
현, 최형주, 송선희(2003)의 연구에서 요인 부하량

참여자

이 .40이하거나 문항이 적절하게 요인에 부하하지
않는 1, 8, 9, 14, 21, 22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내

서울, 경기 지역의 교사 206명이 연구에 참여하

적 동기 12문항, 외적 동기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였다. 참여한 교사 중 남성은 36명(17.5%), 여성은

이 연구에서 Cronbach 는 내적 동기가 85, 외적

169명(82.0%), 무응답이 1명(0.5%)이었고 소속 학

동기가 .82였다.

교는 초등학교가 23명(11.2%), 중학교가 98명(47.6
%), 고등학교가 84명(40.8%), 무응답이 1명(0.5%)이

교수몰입

었다.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담담교과

교사의 몰입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최기연(2006)

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담당이 68명(37.36%),

이 개발한 교수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수몰입

음악, 미술, 체육 담당이 18명(9.89%), 특수, 보건,

척도는 Csikszentmihalyi(1975)가 제시한 몰입상태에

영양, 상담 교사가 20명(10.99%), 그 외 교과목 담

서 일어나는 특성인 도전과 기술의 균형, 행동과

당이 76명(41.76%)이었다. 참여자의 나이는 만 22

지각의 일치,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과제에

세에서 57세까지였으며 평균은 35.0세였고 교직경

대한 전적인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의

력은 1년 미만에서 33년까지였으면 평균은 9.42년

변형된 느낌, 자기 목적적인 경험의 9개 하위 요

이었다.

인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각 요인 당 5문항씩
총 45문항이며, 모든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도구

‘전혀 아니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6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몰입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작업선호 검사

최기연(2006)이 보고한 하위요인 신뢰도는 도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내적 또는 외적으로

과 기술의 균형은 .77, 행동과 지각의 일치는 .75,

동기화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Amabile, Hill,

명확한 목표는 .81, 구체적 피드백은 .80,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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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적인 집중은 .73, 통제감은 .84, 자의식의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상실은 .77, 시간의 변형된 느낌은 .80, 자기 목적
적인 경험은 .85이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자료분석

 .는 도전과 기술의 균형은 .73, 행동과 지각의
일치는 .77, 명확한 목표는 .81, 구체적 피드백은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

.81, 과제에 대한 전적인 집중은 .76, 통제감은

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신뢰도검증을 위해서

.82, 자의식의 상실은 .76, 시간의 변형된 느낌은

는 Cronbach  를 검토하였다. 변인들의 관계를 검

.77, 자기 목적적인 경험은 .89였다.

토하기 위해서 변인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과 구
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정방정식 모

주관적 행복감

형검증에서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

며 내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측정변인은 하대현

서는 생활만족 척도로 부정적인 정서는 부적 정

등(2003)의 연구와 송선희 등(2004)의 연구를 참고

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여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각각을 4개의 하위

생활만족척도는 일반인들의 생활만족 정도를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 동기는 즐

측정하기 위해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김1과 즐김2, 도전1과 도전2로 나누고 각 요인별

(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총점을 구하여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마찬가

Scale: SWLS)를 이종길(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지 방식으로 외적 동기의 경우 즐김1과 즐김2, 도

였다. 생활만족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전1과 도전2로 나누고 각 요인별로 총점을 구하

며, ‘아주 그렇지 않다’가 1점, ‘아주 그렇다’가 5

여 외적 동기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교수몰

점인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

입은 9개의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구하여 측정변

은 것을 의미한다. 이종길(1992)이 보고한 Cronbach

인으로 사용하였고 주관적 행복감은 생활만족도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점수와 부정 정서 척도의 총점을 구하여 측정변

부적 정서 척도는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인으로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모형 적합도는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Affect Schedule: PANAS)를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규(2003)가 번안한 척도 중에서 부적 정서 척도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사용하였다. 부적 정서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

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많이

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이하(Hu &

그렇다’는 5점인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보

주관적인 고통수준이 높고 불쾌함을 의미한다.

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Watson 등(1988)이 보고한 Cronbach  는 .85였고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이현희 등(2006)은 .87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

이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였다(홍세희, 2000). 또한 비교하는 모형이 내재된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수준이 높은 것을

2
경우에 모형비교는 적합도 지수에 더해서 χ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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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를 고려하였다.

측정모형의 교수몰입 하위변인 중에서 명확한 목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5.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와 구체적 피이드백 요인, 자의식의 상실과 시
간의 변형된 느낌 요인간에는 오차항간에는 공분
산 경로를 추가하였다. 이는 최기연(2006)의 연구
결과에서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 피이드백 요인,

결 과

자의식의 상실과 시간의 변형된 느낌 요인간에는
요인간상관이 .71, .68로 매우 높아 이들 하위요인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몰입과 주관적 행복의

의 오차변량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은 오차변량간

상관분석 결과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몰입과 주관적 행복

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918,

감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와 각 변인간의 상관계

.902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2로 보통의 적
합도를 보이고 있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

였다. 이론모형 검증에서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몰입이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 경로만 있는

내적 동기, 외적 동기는 모두 교수몰입에 유의

단순효과 모형(그림 1)과 교수몰입이 내적 동기와

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들이 교수몰입에 미

외적 동기를 매개하는 매개효과 모형(그림 2) 그

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수몰

리고 매개모형에서 외적 동기와 교수몰입 사이의

입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경로를 제외한 수정 매개효과 모형(그림 3)을 비

분석 결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교수몰입을

교하였다.

2

2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R =.19, adj-R

표 3의 검증결과와 같이 매개효과 모형의 적합
2

=.18, F=24.07, df=2, p<.001). 그러나 외적 동기

도가 단순효과 모형에 비해 양호하게 나타났다(χ

의 예측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β

=298.383, CFI=.917, TLI=.902, RMSEA=.072). 매

=.09, p>.05) 내적 동기의 예측력은 통계적으로

개효과 모형의 경우 외적 동기와 교수 몰입간의

유의미하였다(β =.42, p<.001). 따라서 교수몰입에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따라서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

교수몰입이 내적 동기와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 즉
외적 동기와 교수 몰입간의 경로를 제외한 수정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몰입과 주관적 행복감

매개효과 모형(그림 3)과 매개 효과 모형의 χ2차

에 대한 모형검증

이 검증 결과 △χ2(1)=1.591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또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

내적 동기, 외적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

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수정 매개효과 모형에서

는 영향에 있어서 교수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제외된 경로는 구조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않는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매개효과 모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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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몰입, 행복감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즐김1

1.00

2. 즐김2

.70* 1.00

3. 도전1

.70** .57** 1.00

5

6

7

8

9

10

4. 도전2

.42** .30** .51** 1.00

5. 내적동기

.89** .82** .86** .66** 1.00

6. 외부1

.14* .14** .20** .13

7. 외부2

.14

8. 보상2

.00 -.06 .13

.08

9. 보상2

.10 -.08 .12

.05

.03

.41** .45** .60** 1.00

.20** .13

.13

.79** .73** .86** .79** 1.00

.05

.01

11

12

13

14

15

16

17

14

15

16

17

18

19

.19** 1.00

.20** .18** .17* .52** 1.00
.04

.56** .51** 1.00

10. 외적동기

.08

11. 몰입1

.49** .45** .27** .15* .42** .10

.09

.04

-.02

-.02

.05

.15* .27**-.00

.06

1.00
.60** 1.00

12. 몰입2

.29** .25** .17*

-.00

.01

13. 몰입3

.34** .37** .22** .16* .35** .19** .21** .17*

.09

.20** .65** .45** 1.00

14. 몰입4

.32** .39** .26** .13

.35** .13

.14*

.08

.01

.11

15. 몰입5

.33** .34** .22** .11

.32** .19** .14*

.13

-.07*

.16* .67** .53** .62** .61** 1.00

.04

.58** .38** .66** 1.00

16. 몰입6

.29** .28** .13

.11

.26** .11

.01

-.03

.04

.62** .58** .54** .48** .62** 1.00

17. 몰입7

.31** .33** .15*

.09

.28** .16* .19** .07

.05

.14

.57** .40** .41** .39** .65** .47** 1.00

18. 몰입8

.22** .22** .13

.12

.22** .21** .18** .10

.04

.16* .40** .13 .23** .21** .47** .30** .70** 1.00

19. 몰입9

.43** .42** .29** .17* .42** .13

-.06

.06

.10

.03

.60** .38** .45** .44** .56** .41** .56** .49** 1.00

20. 교수몰입

.45** .46** .28** .18* .43** .18** .16*

.10

.02

.14* .84** .66** .73** .70** .86** .75** .78** .61** .75** 1.00

21. 생활만족

.33** .35** .24** .14* .33**-.04

-.13

-.09

-.09 .41** .34** .30** .25** .38** .32** .42** .29** .49** .48** 1.00

22. 부정정서

.25** .28** .20** .12

-.00

.27** -.20** -.23** -.15* -.17* -.23** .23** .40** .20** .30** .19** .18** .13

-.03

23. 주관적행복 .32** .35** .25** .14* .34**-.17* -.18** -.16* -.17** -.21** .33** .44** .27** .33** .29** .26** .25** .08

.23** .27** .41**

1.00

.36** .39** .69** .94** 1.00

M

11.21 15.02 10.49 6.41 43.13 9.59

6.37

9.27

8.89 34.12 19.94 20.39 22.19 22.53 20.32 20.63 18.09 16.52 20.67 181.27 16.74 37.43 54.17

SD

1.93

1.45

2.15

2.08

2.23

1.98 1.68

6.35 2.08

6.19

3.03

3.59

3.24

3.22 3.50

3.62

3.76

3.77

4.12 23.54 3.19

7.05

8.84

주. * p<.05, ** p<.01

표 2. 교수몰입에 대한 내적 동기, 외적 동기의 회귀분

수정 매개효과 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

석 결과

음을 보여준다.

예언변인

R2 (adj R2)

내적 동기

.19(.18)

외적 동기
주. *** p<.001

F

β (B)

24.07*** .42(1.55)
.09( .34)

t

수정 매개효과 모형을 분석한 결과 경로도는

6.57***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교수

1.39

몰입은 높아지고(β =.51, p<.001) 내적 동기와 교
수몰입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아졌다(내
적 동기; β =.26, p<.01, 교수몰입; β =.53,

- 8 -

양난미․이지연 / 교사들의 내적 외적 동기, 교수몰입과 행복감의 관계

표 3.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296.616

144

.918

.902

.072(.060-.084)

단순효과 모형

346.943

147

.892

.874

.081(.070-.093)

매개효과 모형

298.383

145

.917

.902

.072(.060-.083)

수정 매개효과 모형

299.974

146

.917

.903

.072(.060-.083)

1.591

외적
동기

외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
몰입

행복
감

내적
동기

행복
감

내적
동기

교수
몰입
그림 1. 단순효과 모형

***
외적 -.32
동기

.51***

교수
몰입

행복
감

내적
동기
그림 2. 매개효과 모형

그림 3. 수정 매개효과 모형

적 동기가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교수몰입의
***

교수
몰입

내적
동기

.53

매개효과를 검토하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교수

행복감

몰입과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26**

것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교수몰입에 외적 동기
가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주. * p<.05, ** p<.01, *** p<.001

내적 동기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그림 4. 수정 매개효과 모형 경로도

있었다. 둘째, 교수몰입은 교사의 내적 동기와 주
관적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고 있었다. 즉, 교사의

p<.001). 반대로 외적 동기는 교수몰입과 관련이

내적 동기는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효과와 교수몰

없었으며 외적 동기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입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가 있었다. 셋째, 외적

낮아진다(β =-.32, p<.001).

동기와 주관적 행복감은 외적 동기가 높을수록

내적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표준화된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지는 관계가 있었다.

직접효과는 .256, 간접효과는 .267, 전체효과는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사, 음악교사 등의 인간

.523이었다. 각 변인의 전체효과가 주관적 행복감

조력전문직의 직무상황에까지 몰입의 개념을 확

을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의 58%였다.

대해서 적용했을 때,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경
험하기 위해 일하는 내적 동기가 몰입을 이끈다
고 한 Bakker(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영

논 의

선수들의 타율적 외적 동기가 몰입에 유의한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Kowal과 Fortier(1999)의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집단에서 내적 동기, 외

와 그 외 많은 연구들(Csikszentmihalyi & LeFev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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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Jackson, 1992; Massimini, Csikszentmihalyi &

교사의 몰입경험에 관련한 연구들(Csikszent

Fave, 1988)에서 내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이 자유로

mihalyi & Larson, 1984; Csikszentmihalyi, Rathunder &

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할 때 몰입상태가 높아진

Whalen, 1993; Gunderson. 2003; Nian, 2002)은 교사

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교사들은 급여, 혜택,

의 몰입경험이 학생들의 태도에 더 반응적이고

승진, 지위, 환경, 직업의 안정성 확보 등과 같은

높은 상호작용을 보이며 인지적 관여를 깊게 한

외적 동기보다는 가르치는 활동과 관련한 즐거움

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모두 교

과 내적 재미, 성취감, 자아실현 등을 경험하고자

사의 몰입경험자체가 교사개인의 삶이나 심리적

하는 내적 동기를 통해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

나타났다.

교직은 외부에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평가되고 있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내적 동기가 몰입을 이

지만, 실상 많은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가져오

끌고 다시 몰입은 최고의 정서상태와 긍정적 정

는 작업환경이다. 그런 점에서 교단에서 가르치는

서경험, 부정적 정서가 없는 상태로 이끈다는 유

일에 내적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는 것을 통해서

영달(2005)의 몰입의 발달과정에 대한 모형과 일

행복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몰

교사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대한 의미있

입의 경험이 교수몰입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

는 함의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인간의 긍정적 속

타나는 것임을 검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을 강화함으로써 병리에 대한 완충효과를 가져

교사의 작업 장면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심리현상

올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예,

에 대한 흥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일반 스

Seligman, Csikszentmihalyi)의 주장처럼, 교사의 소진

포츠, 체스게임에서 뿐 아니라 교실장면에서 학생

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

들의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

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특성인 몰입경험을 강화

로서 교사의 몰입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

하는 것이 정신 건강의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고

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외적 동기는 오히려 교사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횡단적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는

교사들이 교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활

점이다. 물론 몰입에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여

동에서 뜻을 접고 급여나 승진, 지위, 직업의 안

러 가지 제약에 의해 횡단적 연구를 통해 자료를

정성 확보에만 관심을 둘 때 내적 만족감이나 즐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핵

거움, 기쁨과 거리가 멀어질 뿐 아니라 심지어 부

심주제인 몰입경험의 경우 그 특성상 횡단적 수

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자료에 의해 다른 연구변인들과의 상관은 밝힐

는 교사의 삶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직에서의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과를 경험적으

행복감이 오히려 외적 동기만을 가질 경우 현격

로 관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히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교사들의 정

추후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뿐 아니라 종단적

신적 안녕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교

자료수집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논의한 제한점과 더불어 교사들의

수활동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가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몰입경험에 대한 측정이 모두 기억과 회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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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한 자기보고식이라는 점이다. 물론 타당화된 교

는 능력을 신장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욕

수몰입의 척도를 쓰긴 하였으나 몰입 경험에 대

구를 인식하고, 심리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교사들의 내적 동기를 보

ESM(경험표집법 또는 경험 추출법)등과 같은 자

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내적동기

료수집방법을 활용한 종단적 연구가 보다 바람직

자체에는 단기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하더

할 것으로 본다.

라도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과목의

셋째, 교사의 개인적인 변인에 대한 영향을 고

교수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이에 대한 신

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교사몰입

념을 사범대나 교대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은

이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교사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박관성, 1999; 임성택, 2001)이나 불안
수준과 같은 변인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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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학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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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Teacher's Motivation,
Teaching Flow and Happiness

Nan Mee Yang

Jee Yon Lee

Ewha Womans University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teacher's motivation, teaching flow and
happines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206 teachers who had worked in Seoul, Kyounggi-province were
stud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e found extrinsic motivation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teaching flow and intrinsic motiva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eaching flow. Next,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revealed that intrinsic motivation had both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medicated by teaching flow on happiness. Last, extrinsic motivation h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o
happiness.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rinsic motivation, teaching flow,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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