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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방안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결손으로
인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들 방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기초
기능 및 사고력을 숙달하고, 재능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며, 성취에 필요한 정의
적 특성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과 형평성(equity)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
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이 우수할지라도 잠재력을 최대로 계
발하기 힘들다. 이에 사회경제적 맥락 내에서 이들 학생들의 기저에 내재된 인지적, 정의적
및 심리적 발달 과정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공교육의 역할을 점차 강조하게 되면서 학생에
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교육신념과 교수행동에 대한 교수효능감(teacher efficacy)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Ashton, 1984).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행동 및 교수경험에 대해 갖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
로, 실제 교수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에 의거하여 교사는 자신의
교수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Bandura, 1997; Gibson & Dembo, 1984; Tschannen-Moran, Woolfolk
Hoy, & Hoy, 1998),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교수효능감은 교수활동 및 교수노력 등 교수행동은(Bandura, 1977, 1982; Schiefele,
2001; Schunk, 1991) 물론, 교사들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선택
하여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된 바(Sternberg, 1997; Sternberg &
Grigorenko, 2000),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외 영재를 위해 교수 목적, 성공적
인 교수에 대해 갖는 정의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방식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
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성공적인 교수행동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강점을, 교사가
선호하는 교육환경을 활용하여 실제 만족스런 교수결과를 학생들로부터 얻었다고 지각하는
교수효능감으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은 모든 상황에서 일
정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특정영역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서(Ashton &
Webb, 1986), 교사가 지도하는 영역 및 지도 대상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재 및 영재교육에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영재의 인지적, 정의적 및 심
리적 특성을 탐색하고 기술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영재 교수-학습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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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교사의 능력을 판단하거나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1996, 1997)의 성공적 지능에 근거하여,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경험 유무와 학생의
학교급에 따른 소외 영재의 성공적인 지능계발을 위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영재교육 및 소외영재의 프로그램 개발과 바람직한 교원 연
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외 영재의 정의
일반적으로 소외 영재를 정의할 때 소외라는 개념은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다. 소외를 사
회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정의하는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교육과 직업을 주요 변
인으로 여겨 왔으나(Jencks, 1972, VanTassel-Baska, 2003, 재인용),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적
으로 소외된 집단에 소수민족 집단이 많이 포함됨에 따라, 소수민족과 문화적 다양성을 또
하나의 주요 변인으로 인식하고 있다(Frasier, 1980, VanTassel-Baska, 2003, 재인용; Maker &
Schiever, 1989).
소외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정 집단이 원래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
다 적은 비율로 선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Kitano & DiJiosia, 2000). 즉, 인종, 경제수준, 성별
등 모든 사회 집단별로 영재가 출현할 확률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면(Baldwin, 1991; Clark,
1992; Davis & Rimm, 2004; Gallagher, 1994; Kitano & Kirby, 1986; Maker, 1983; Marland, 1972;
McClelland, 1958, VanTassel-Baska, 2003, 재인용; Pendarvis, Howley, & Howley, 1990, Frasier,
Hunsaker, Lee, Mitchell, Cramond, Krisel, García, Martin, Frank, & Finley, 1995, 재인용), 영재교
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재들의 비율도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은 가정의 학생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숙, 조석희, 윤초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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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언, 2004; 김홍원, 윤초희, 윤여홍, 김현철, 2003). 이는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영재교육
현장도 교수, 학습 방법, 교실 환경, 교과목들이 다수의 중산층의 가치와 방법 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Banks & Banks, 1993, Tomlinson, Callahan, & Lelli, 1997, 재인용), 일반 영재와 구분
되는 소외된 영재의 특징을 교육활동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2. Sternberg의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Sternberg(1996, 1997)는 지능이 최소한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론으로 정립하면
서, 지능을 다차원적 용어로 기술하였다. 그의 지능이론에 따르면, 지능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그 시대나 세대의 기준에 견주어 볼 때 성공을 이루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
공을 이루는 능력은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수정 및 보완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고(adapt), 환경을 형성하며(shape), 선택(select)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러므
로 분석적(analytical), 창의적(creative) 및 실제적(practical) 능력들 간의 균형을 통해서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며, 영재성은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 고도로 조절되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지칭하게 된다(Sternberg, 1986, 2003).
분석적(analytical) 지능은 문제를 분석하고 그 부분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대부분 지능 검사는 바로 이러한 능력을 측정하므로, 분석적 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나
IQ는 높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창의적
(creative) 지능은 창의성과 통찰력이 뛰어나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내는 능력
으로, 창의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규칙을 싫어하며 규칙을 깨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practical) 지능은 분석적 지능과 창의적인 지능을 일상생활에 잘 적용하는 능력으로서
(Sternberg, 1997), 실제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실생활에 밝아서(street-smart),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문제 상황에 필요한 사항들을 재빨리 파악하지만, 학교에서는 성
적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다(Sternberg, 2003).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지능을 계발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이 역할
은 일반적으로 특정 교수 상황에서 교수를 수행하는 교사의 능력과 자신의 교수행동에서 교
사가 지각하는 효능감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은 지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교사
의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종의 자기효능감의 한 형태로서 간주되어 왔다(Ross,
1994).
자기효능감이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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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한다면(Bandura, 1997), 교수효능감은 교사 자신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Ashton, 1984). 다시 말해
서, 교사가 학생의 학업 증진과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교수 방법과 상
호작용 기술 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이상의 믿음은 학생의 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교수
행동을 매개하는 사고과정으로서, 결과적으로 학생의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형숙, 2002). 특히, Tschannen-Moran과 그의 동료들은(Tschannen-Moran et al.,
1998) 과제 분석(task analysis)과 교수유능감(assessment of personal teaching competence)의 두 차
원을 통해서 교수효능감을 설명한다. 과제 분석이 평가할 것들을 예상되는 교수 상황에 관련
짓는 것이라면, 현재 교사의 능력과 교수책략이 과제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교수유능감
이다. 그러므로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의 능력에 대한 신념, 학생들에게 개념과 책
략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등에서 효능감이 낮은
교사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Sternberg의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역시 앞서 언급한 바대로 교사가 지
도하는 대상 및 지도영역에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즉, 모든 학생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형성하며, 환경을 선택하는 기회를 똑같이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Sternberg, 2003), 세
가지 지능(분석적, 창의적 및 실제적)의 조절과 조화 정도가 학생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학
습 환경을 형성하고, 선택하는 기회가 적어, 자신의 타고난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할 가능성
이 적을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학생들이 처한 환경과 학습 기회를 고려하지 못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제대로 강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로서,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외부상황에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고, 학습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어느 특정 지능에 편중하여 과제를 해결
하는 학습을 지향하게 된다. 이에 교사 역시 학생의 학년수준과 학습상황에 따라 교수할 개
념 및 책략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교사 자신의 교수역량에 대한 교수효능감을 달리 지각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효능감이 교사는 물론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교
사교육 및 연수를 통해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교수효능감의
변화가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수효능감에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로서, 행정가 및 동료교사의 격려와 지지가
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nobloch & Whittington, 2002).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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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에 대한 지식, 기술과 흥미를 새롭게 갖게 될 때 증진되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다(조형
숙, 1998; Hoy & Woolfok, 1990).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은 다시 말해서, 교사의 경력, 학력, 연
수, 직무만족도 등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김희진, 이분려, 1999; 한석실, 임명희,
2003; Ghaith & Yaghi, 1997; Knobloch & Whittington, 2002).
한편, 교수효능감은 순환적 혹은 나선형적으로 발달한다. Bandura(1977, 1997)에 의하면 교사
의 성공적인 교수행동 경험이 자신의 교수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유도하게 되고, 이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더욱 교사들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시 성공적인 교수행
동을 가져오고 교사의 효능감을 증진하게 된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의 순환적 혹은 나선형적
발달모형은 교사의 경력, 학력, 연수 및 직무만족도 외에 자신의 교수행동을 통한 교사의 신
념과 태도변화에 초점을 두고 교수효능감 발달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점을 볼 때, 소외 영재를 성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소외 영재의 능력
과 특징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들 영재에게 지도하는 개념과 책략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교수 효능감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Ashton(1984)이 지
적한 바,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증진하는데 있어 가장 심각한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학생의
지능이 안정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Sternberg와 Grigorenko(2002)
는 성공적인 지능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오히려 계속 발달하는 전문성의 한 유형으로 기술
하고 있다. 즉, 한 개 그 이상의 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기술획
득과 기술통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서 발달하는 전문성으로 정의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전국 14개 시 도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소외 영재 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영재 프로그램
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중 1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남자 = 67, 여자 = 44, 무응답 =
10). 소외 영재 교사의 연령수준을 보았을 때, 30대와 40대의 교사가 전체 78.5%로, 학생 지
도경력이 평균 13년 이상이었다. 좀 더 자세히 논의하면, 초등 교사의 지도경력은 평균 13.4
년, 중학교 교사의 지도경력은 평균 15.4년이며. 초등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영재지도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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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평균 1.8년과 평균 3.1년이었다. 그러나 시 도 교육청에서의 영재교육이 2002년에 본격
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한다면, 영재 지도경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교사의 학력수준과 전공을 살펴보면, 교육대학교 학사 학력을 가진 교사는 41명(33.9%)이
고,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교사는 58명(47.9%)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교육관련 전공자
와 초등교육 전공자가 각각 1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과학(14%)과 수학(12%) 전공
의 순이었다. 한편,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1% 그리고 국외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7%로 나타나, 영재지도 교사들에게 연수의 기회가 더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영역별로 영재교육 이론, 영재교육 내용, 교수 학습방법, 학생 산출물과 평가방법 및 영재교
육의 정책으로 나눠 보았을 때 다음과 같았다. 영재교육 이론 면에서, 초등 교사는 속진
(37.0%)과 심화(28.4%)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중학교 교사는 질문에 반응한 교
사가 적은 수이지만, 50%에 상응하는 교사가 심화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영재교육 내용면에서는 초등과 중학교 교사 모두 창의성과 논리 사고력에 대해 교사가 숙
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또한 초등 교사가 교수학
습 방법 면에서 창의성 발달(29.0%)을 위한 교수방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바 창의성 신
장을 위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기회의 확충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중학교 교사는 협동학습(60.0%)의 증진을 위한 교수 학습방법에 관
심을 나타내었다.
학생 산출물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초등 교사와 중학교 교사 모두 수행평가 방
법에 대한 필요성과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구체적인 필요사항으로 지필 평가, 면접 및 질문
등의 평가방법과 그 기준 설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면에서는
영재교육의 확대와 시 도 교육청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영재교육 실시로의 확대 필요성
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영재 교사의 연수기회의 확충을 건의하였다.

2. 조사 도구
Rogalla(2003a)는 Sternberg의 삼위일체 지능이론(Triarchic Intelligence)에 근거하여, 영재를 지
도하는 교사의 효능감을 세 가지 지능 요소인 분석적, 창의적 및 실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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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ogalla가 제작한 성공적인 지능계발을 위한 교수(Teaching for Successful Intelligence, TSI,
2003b)는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지능을 계발시켜 주는 교수활동과 관련된 교사의 교수 효능
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원래 31 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5점 척도로 수정, 보완한 후 실시하였다.

성공적인 지능계발에 관한 교수 척도를 제작한 Rogalla(2003a)는 Sternberg의 지능 요소 중
실제적 지능의 문항이 분석적 및 창의적 지능 문항과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이상의 이유에 대해 실제적 지능은 분석적 혹은 창의적(종합적) 능력을 일상적인, 실
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Sternberg, 1997). 본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 분석2) 결과에서도 역시 세 가지 지능간의 이론적 관계성을 볼 수 있었다. 따라
서 문헌연구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요인별 문항을 조절하였다.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요인에 부하된 문항은 전체 변량의 35% 정도를 설명하며,
문제를 새로운 방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
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요인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도록 지도하는 교수효능
감을 의미하며 전체 변량의 7.0% 정도를 설명하였다.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요인은
논리적이며 분석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지도 방법에 대한 교수효능감을 의미하며 전체 변량
의 4.6%를 설명하였다.
문항조절 후, 사후 계획된 분석에서 사용한 요인은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7문항), 창
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7문항)과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4문항)으로 총 18 문항이었
으며 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는 .66~.81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성공적
인 지능계발을 위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가정할 수 있었다(<표

Ⅲ-1>).

2) 검사 도구의 구인 타당도와 요인별 문항추출에 목적을 두고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
다는 가정 하에 사교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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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관한 문항수, 문항기술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문항 기술
신뢰도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

7

효능감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

7

효능감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
효능감

4

․세부사항 파악을 지도
․논지의 일관성 검토를 지도
․여러 가치체계와 이념을 인식하도록 지도
․미묘한 단서에 주의하여 예측하도록 지도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도록 지도
․분명하게 진술되지 않은 가정을 파악하도록 지도
․관련내용을 모든 학생에게 성공적으로 지도

․주제와 관계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하도록 지도
․개방적인 질문하기
․아이디어를 여러 범주로 나눠 생각하도록 지도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지도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특이한 결과를 생각하도록 지도
․여러 면에서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조작하도록 지도
․모든 학생에게 적절히 도전적인 내용을 지도
․성격이 다른 사람과도 잘 상호작용 하도록 지도
․상호보완적인 팀원으로 집단을 구성하도록 지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지도
․친구와 협동하도록 지도

.77

.81

.66

3. 자료 분석
초기 설문지 자료와 후속 자료 분석 시 SPSS 12.0 Window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
의 정확성과 무응답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Tabachnick & Fidell, 2001), 수집한 자료들을
cross-referencing하여 조사하였으며, 각 변인들에 대해서 자료의 정상분포(normality)를 검증하였
다. 그 외, 변량과 공변량 분석의 가정(다변량의 정상분포, 선형성, 변량-공변량 매트릭스의
동질성과 회귀 동질성)을 검증하였으며, 위의 가정이 유의하게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
구에서는 자료변형을 시도하지 않았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다변량 공분산 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M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을 자료분석에서 설정한 이유는,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인 이외에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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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nuisance factor)를 통계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표집된 연구대상의 교
수경력과 교수하는 지역에 있어 편차가 크므로, 자료 분석 시, ‘학생 지도경력’의 차이를 공
변량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학생 지도경력’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변량으
로 사용함으로써, 분석해야 하는 집단수를 증가시키지 않아, 충분한 집단내 사례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Roy-Bargmann Stepdown 분석을 통해, 변인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종
속변인을 투입한 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main effect)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단
변량 분석(Univariate F)을 실시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의한
주효과에 대해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집단차이를 계획적인 비교(planned comparison)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 때, Type I Error를 조절하기 위해, α = .05 수준에서 Bonferroni 수정방법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영재교육 연수유무에 따른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차이
영재교육 연수경험 유무가 세 개의 성공적인 지능계발을 위한 교수효능감('창의적,' '분석적'
및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다변량 공분산 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연수경험 유무에 따른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관찰 평균(Observational Means), 조절 평균(Adjusted Means)과 표준편차
는 <표

Ⅳ-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소외 영재의 성공적인 지능계발을 위한 교사의 교수효능감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전국 14개 시 도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서 소외 영재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은 소외 영재의 실제적 지능(M = 3.97), 창의적 지능(M = 3.90) 및 분석적 지능(M =
3.74)을 계발한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교수 효능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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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수경험 유무에 따른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 Adjusted M SD N
연
수
무
경
험
연
수
경
험

전
체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13.60

창의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83

3.85

7.45
.49

분석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67

3.68

.46

실제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92

3.93

.58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15.32

창의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4.17

4.14

.48

분석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98

3.96

.46

실제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4.14

4.13

.57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13.98

7.32

창의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90

.51

분석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74

.48

실제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97

.58

6.81

80

23

103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분석에서 사용한 변인간의 관
계를 조사하였다(<표

Ⅳ-2>). 공변량인 교사의 지도경력은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 .322, p < .01). 또한 교사의 지도경력은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과도 상관계수는 좀 낮긴 하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204, p < .05).
특히, 종속변인들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54~.73), 상관관계가 높아 본 연구 분석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관은 선행연구에
서 지적되었던 바(Rogalla, 2003a), '실제적 지능'을 ‘분석적 지능’ 및 ‘창의적 지능’과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지능의 특징이 상관분석에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요인과 학생 지도경력간의 상관
변인
1
2
3
4
1.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2.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322**

3.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204*

.735**

4.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140

.560**

* p < .0 5 . * * p <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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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분석적' 및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평균벡터는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공
변량)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Wilks' λ = .79, F (3, 98) = 98.0, p < .001). 즉,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이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평균벡터 변량을 22% 정도 설명하면서, 성공적
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과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의 차이를 조절한 후에도, 교사의 영재교육 연수경험 유무와 성공적
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하여(Wilks' λ = .92, F (3, 98) = 8.93, p = .046). 교
사의 연수경험 유무가 조합된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변량을 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유의한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및 교사의 연수경험 유무가 성공적인 지능계
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단변량 분석과 Roy-Bargmann Stepdown 분석을 실시하
였다. Roy-Bargmann Stepdown 분석을 실시할 때, <표

Ⅳ-3>에 있는 변인별로 '창의적 지능,' '

분석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 계발 교수효능감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가하였다.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공변량)이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적 지능
계발 교수효능감'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되었다(Stepdown F (1, 100) = 24.22, p < .001). 즉, 학생
지도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이 높아, 교사는 스스로 개방적인 질
문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의 차이를 조절한 후에, 교사의 연수경험 유무가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되었다
(Stepdown F (1, 100) = 7.62, p = .007).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의 차이를 조절한 후에도,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후 집단간 계획비교(planned comparison)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학
생 지도경력을 통제한 후,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adjusted M = 4.14)는 그렇지 않은 교사
(adjusted M = 3.85)보다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 =
-2.76, p = .007), 교사 스스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고 지각하였다.
한편, 공변량의 차이만을 조절하였을 경우, 연수경험 유무에 따른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
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Univariate F (1, 100) = 6.77, p = .011), 사후 집단간 계
획비교(planned comparison)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연수경험이 있
는 교사(adjusted M = 3.96)는 그렇지 않은 교사(adjusted M = 3.68)보다 '분석적 지능계발 교
수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 = -2.60, p = .011),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 자신은 학생
들로 하여금 미묘한 단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앞으로 생길 일을 예측하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의 성공적인 지능계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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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효능감은 연수를 통해서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학생 지도경력과 연수경험 유무의 효과
Univariate F .df Stepdown F .df Bonferroni α
효과
종속변인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학생
지도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경력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24.22 **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연수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유무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1/100

24.22 **

1/100

.017

5.30

1/100

2.48

1/ 99

.017

4.48

1/100

.02

1/ 98

.017

7.62 *

1/100

7.62 *

1/100

.017

6.77 *

1/100

.73

1/ 99

.017

2.11

1/100

.03

1/ 98

.017

* p < .017. ** p < .001.

2. 지도학교급에 따른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차이
교사의 지도학교급이 세 개의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창의적,' '분석적' 및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다변량 공분산 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지도학교급에 따른 성공적인 지능계
발 교수효능감의 관찰 평균(Observational Means), 조절 평균(Adjusted Means)과 표준편차는 <표

Ⅳ-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Ⅳ-4> 교사의 지도학교급에 따른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 Adjusted M SD
N
초등
학생
지도

중학생
지도

전체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12.25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3.87

3.89

.43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3.68

3.69

.41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3.98

4.00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14.88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4.03

4.01

.62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3.92

3.91

.57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3.96

3.94

.71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12.89

7.91

창의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91

.49

분석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74

.47

실제적 지능계발 교사효능감

3.9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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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도학교급에 따른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연구에서, 조합된 성공적인 지
능계발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공변량)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Wilks' λ = .90,
F (3, 114) = 4.19, p = .007). 즉,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의 차이는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
능감의 평균벡터 변량을 10% 정도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지능계발의 교수효능감과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이 서로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의 차
이를 조절한 후에도, 독립변인인 교사의 지도학교급과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관계
는 유의하여(Wilks' λ = .93 F (3, 114) = 2.97, p = .035), 교사의 지도학교급이 성공적인 지
능계발 교수효능감의 변량을 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유의한 학생 지도경력(공변량) 및 교사의 지도학교급 효과에 대해 단변량
분석과 Roy-Bargmann Stepdown 분석을 실시하였다. Roy-Bargmann Stepdown 분석을 실시할 때,
<표

Ⅳ-5>에 있는 변인별로 '창의적 지능,' '분석적 지능'과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가하였다.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공변량)이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되었다(Stepdown F (1, 116) = 12.11, p = .001).
즉, 학생 지도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이 높아, 교사는 스스로
개방적인 질문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지도한다고 생각하였다
(<표

Ⅳ-5>).

<표 IV-5>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학생지도경력과 지도학교급의 효과
Univariate F .df Stepdown F .df Bonferroni α
효과
종속변인
학생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12.11 *

1/116

12.11 *

1/116

.017

지도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3.79

1/116

.57

1/115

.017

경력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2.47

1/116

.05

1/114

.017

창의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1.40

1/116

1.40

1/116

.017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5.04

1/116

3.94

1/115

.017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

.20

1/116

3.41

1/114

.017

지도
학교급

* p < .017. ** p < .001.

그러나 교사의 학생 지도경력의 차이를 조절한 후, 교사의 지도학교급에 따른 '분석적 지
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으나, Type I Error를 조절하기 위해, α = .05 수
준에서 Bonferroni 수정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Univariat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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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6) = 5.04, p = .027). 이에 대한 결과를 사후 집단간 계획비교(planned comparison)를 통
해 다시 살펴보았다. 교사의 지도경력을 조절한 후, 중학생을 지도하는 교사(adjusted M =
3.91)와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교사(adjusted M = 3.69)의 '분석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을 비교
했을 때, 중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학생의 분석적 지능계발을 위한 교수 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t = 2.25, p = .030), 이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의 지도학교급이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다변량 공분산분석, Stepdown 분석 결과와 사후 집단간 계획비교의 결과가 서로 약간씩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통계적으로 Type I error를 통제하고자 유의수준을 .05
로 설정하고 Bonferroni 조절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학생지도 경력이 높을수록 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분석적 및 실제적 지능계발에 필요
한 교수효능감은 높았으나, 교사의 지도학년에 따른 학생의 창의적, 분석적 및 실제적 지능
계발 교수효능감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Sternberg의 지능이론에 근거하여 소외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의 효능감을 분석하
였고, 소외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소외
영재를 지도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교사신념과 교수행동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
다. 이에 전국 14개 시 도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소외 영재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교사를 대
상으로 영재교육 연수경험의 유무와 지도학교급에 따른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 대상 중 지도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스스로 소외 영재의 창의적 지
능을 증진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에 대한 학생 지도경력의
설명력을 제외한 후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소외 영재의 창의적
지능과 분석적 지능을 증진한다고 지각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교사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교
수효능감의 증진을 보여 주는 여러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김희진, 이분려, 1999; 한석
실, 임명희, 2003; Ghaith & Yaghi, 1997; Knobloch & Whittington, 2002) 교사가 경력을 쌓아감
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수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만큼 교수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어 교수효능감이 발달한다는 Bandura(1977, 1997)의 관점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재교육 연수경험이 있는 경우 교사의 성공적인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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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이는 특정 교과의 연수경험(수학)이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김정주, 2003; Luo, 2000)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더 많은 학
생인 중학교 영재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사들보다 분석적 지능계발을 위한 교
수효능감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차
이만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지도경력과 영재교사 연수경험이 있다고 해서 Sternberg의 세 가지 지능을 모
두 증진하는 교수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즉, Sternberg의 지능 이론에 기초하여,
영재성은 분석적, 창의적 및 실제적 능력이 고도로 조절되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지칭한다고
볼 때(Sternberg, 1986, 2003),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소외 영재의 세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영재성을 정의할 때, 분석적이며 창의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실생활에 밝아서,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지내고,
문제 상황에 필요한 상황을 잘 파악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비교적 덜 강조하는 교육 현실에
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한 예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의 창의성과 논리 사고
력에 대해 교사가 숙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지만, 그들의 창의성과 논리 사고력을 어떻게 현
실에 적용하여 문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가 하는 교육내용의 필요성은 비교적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제적 지능계발 교수효능감을 과제분석과 교수유능감의 두 차원에서 볼 때, 교사들
이 비교적 실제적 지능에 대한 과제를 예상되는 교수 상황에 덜 관련짓고 수행평가에 반영
하지 않을 소지가 있어, 실제적 지능이 높은 소외 영재의 특성을 교수 상황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교사들이 실제적인 지능을 요하는 과제를 판단하는 자신
의 능력과 교수책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교수효능감을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있
음도 시사하고 있다.
앞서 교사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과제 및 지식(예. 새로운 교육대상, 새로운 학년 혹
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접했을 때, 기존의 긍정적인 자신의 교수효능감에 도전을 받게 되고
교사자신에 대한 신념에 혼동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였다(Tshcannen-Moran et al., 1998). 이
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도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성공적인 지
능계발 교수효능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사들이 학년 증가에 따라 영역 특수적
으로 분화되는 학생의 능력 및 요구조건에 맞도록 자신의 교수행동을 변화시켜 지도하지 않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영역, 지도
하는 대상의 특징과 교육적 요구를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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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소외 영재는 물론 일반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의 영재교육 연수경험을 보았을
때, 국내 및 국외 연수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과연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곧 교사들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과제 및 지식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와 같
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을 선택하여 자신의 강점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Sternberg, 1997; Sternberg & Grigorenko, 2000).
그러므로 영재는 물론 소외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의 효능감을 증진하여 이로 인해 학생의
긍정적인 영재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영재성에 대한 개념의 재확립과 자
신의 교수행동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교수효능감 및 신념에 대한 연구를 보면
(Bandura, 1997),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영재교육 및 교
사연수경험 상에서 나타난 바대로,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
하여, 교사의 교수행동을 이끌어 낸 후, 교수효능감에 까지 반영되어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갖는 신념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때, 단기간의 연수경험으로 쉽게 변화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계획할 때, 첫째, 각 개인이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를
지속적이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영재 및 영재교육에 대한 교수효
능감을 증진하는 선결조건으로 생각된다. 둘째, 영재교육 연수에서 다루는 연수내용을 다양
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명 본 연구대상은 소외 영재를 지도하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재교육 현장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개론적인 영재교
육 이론과 교수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즉 소외 영재의 교육적 요구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는 것이다. 이에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기회 확충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
해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증진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할 필요가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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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ing Efficacy for Successful Intelligence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Gifted Students

Mi-Soon Lee(Korea University)
Seok-hee Cho(KEDI)
The present study explored teachers' teacher efficacies of disadvantage gifted student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teacher efficacy about three factors of
successful intelligences, analytical, creative, practical intelligence through their teaching and in-service
program experiences. A total of 121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eaching and in-service program experiences in gifted education impacted teachers efficacies toward
analytical and creative intelligence, not practical intelligence. Teachers who had more teaching
experience and training in gifted education hold higher teacher efficacy in improving disadvantaged
students' analytical and creative intelligences. For these results,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e
reasons, which based on teac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ponses and suggested the
implications(or directions) in planning for teachers' in-service programs.

Key Words : Teacher efficacy, Disadvantaged gifted students, Sternberg's successful
intelligence, In-servi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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