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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미치는
내․외적 보상 요인의 영향

장 내 찬(대불대학교 교수)*
요

․

약

․

본 연구는 초 중등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내

․

외적 요인의 제공이 필요한지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과업동기와 관련된 각각 내 외적 6개 요인
을 선정, 이들 요인들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되었다. 총 64개
문항을 통해 교사 310 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SPSS를 활용, 중다회귀 분석법으로 p < .05 혹은 그 이
상에서 분석했다.
내적 세 요인-“직무 자체”, “인정”, “성장가능성”과 외적 두 요인-“인간관계”, “정책/행정”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내적 요인-“성취”, “승진”, “책무성”과 외적 요
인-“보수”, “직무환경”, 직업안정”, “감독기술”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 이론 및 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어: 직무동기, 내적 보상, 외적 보상

Ⅰ

. 서 론

학교 교육의 효과성은 학교 요인, 교사 요인, 학생 요인, 가정 요인 등, 여러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 요인 즉, 교사의 직무 동기 유발을 빼 놓을 수 없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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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의 실제적 수행자가 교사이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일차적 수행자인 교사의 직무 동기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사가 하는 일이란 대부분 타율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는 가르칠 내
용과 방법을 선정, 조직하고, 이를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상부로
부터 일일이 간섭받거나 지시를 받아 자기 직책을 수행하지 않으며 자율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수
행한다 (Lieberman, 1956).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에 높이 동기화 되었을 때
나타난다. 즉, 학생 지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기꺼이 수용, 실천에 옮기
려는 자율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과업들은 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 즉, 동기유발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실제로 그들은 수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들로 둘러 싸여 있다 (Ashton & Webb, 1986; Rosenholtz, 1989).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지, 이 학급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또, 저 학급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학습 지진아는 개별지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생활 지도는 어떤 방식과 절차로 어떻게 진행할지,
학생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지, 교사들 간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잡다한 학교 행정 업무
는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지.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는 무수한 문제들은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 없이 지시대로 행동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교사의 동기유발
없이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 교사들의 높은 교직 만족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교사의

․

직무동기 유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사들의 낮은 동기 유발 (고완태 장동원, 1998; 윤종건,
2001; Johnson, 1986)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해왔으나 그 노력은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 다소의 금전적인 보상 (전제상, 2001;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84)을 높여 주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금전적 보상이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한계가 있다는 (Bacharach, Lipsky, & Shedd, 1984; Rosenholtz & Smylie, 1984) 점을 보여주고 있
다.
지금까지 직무동기 유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산업체 근로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고,
교사 동기유발을 위한 연구도 다소 수행되기는 했으나 그 결과는 서로 달랐다. 그 결과,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을 위한 보다 일반화된 대안이 부재했던 탓으로 교사들의 사기 진작 정책수립에 혼

二要因理論을 중심
으로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대한 연구가 석사학위 수준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敎育學硏
究’와 ‘敎育行政學硏究’ 등 학술지 논문으로서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한국교육학회, 2002; 한국
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80년대 및 그 후 Herzberg의

교육행정학회, 2001). 그 결과, 교사 직무동기 유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 대
안이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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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동
기 유발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다소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여러 이론과
연구에서 중요시 됐던 요인, 특히 Herzberg의

二要因理論에서 연구되었던 내․외적 보상 요인을 선

정, 이들이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그의 이론은 많은 비판, 특
히 연구 대상의 선정을 비롯한 방법상의 비판을 받아 왔지만 아직도 다수의 연구가들에 의해 설득
력을 인정받고 있다(Owens, 1991; Organ & Bateman, 1991; Jamentz, 1983). 본 연구의 구체적 수행 내
용은 내적 보상-“성취”, “승진”, “인정”, “직무 자체”, “성장 가능성”, “책무성”과 외적 보상-“보수”,

․

“인간관계”, “직무환경”, “직업안정”, “감독기술”, “정책/행정”들이 초 중등학교 교사들의 직무동
기 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었다.

․

II.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과 내

외적 보상

동기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행동의 방향을 결정지으며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작용’
(Atkinson, 1964: 274)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Steer & Porter (1979: 6)도 동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
을 유발, 유지토록 하는 정신적인 힘’으로 정의함으로써 ‘동기유발’을 일정한 방향성과 지속성을
가진 행동을 일으키는 내적인 힘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동기유발이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 촉발되
는가 아니면 이와 같은 요인을 포함하여 개인의 특성 요인과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
되는가에 따라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대별된다. 전자에는 Maslow의 요구계층이론, Herzberg의

二要因理論, Alderfer의 ERG 이론 등이 있고, 후자에는 Vroom, Porter와 Lawler의 기대이론, Locke의
목표설정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등이 속한다. 전자의 공통점은 개인의 행동이 욕구의 산물로
서, 욕구와 보상이 무엇인지를, 후자의 공통점은 욕구나 보상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
고, 그 지각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 즉, 인지적 과정을 중시한다. 본 연구는 내용이론에 기초하
여 교사들의 직무 동기유발에 미치는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의 영향을 탐색하고자 했으며, 이를 중
심으로 선행 이론과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자들은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전
자를 과업 자체나 성과와 관련된 보상으로 후자를 직무환경과 관련된 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Sieber, 1981).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서는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을 명확히 구분, 교사의 직무
만족과 동기 유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동기 요인, 직무불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위생 요인으
로 명명했다 (Herzberg et al. 1959). Sieber (1981) 역시 전자를 자기 충족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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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목적 그 자체와 관련이 있고, 후자를 목표 달성을 위해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보상과 관
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ortie (1975: 101)도 외적 보상을 과업 자체에서보다는 급료, 수입, 명성
및 권력 등, 과업 수행과 지위로부터 얻게 되는 외재적인 결과로, 내적 보상을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심리적인 결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내적 보상이 과업 수행자체에
서 오는 결과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반영하고, 외적 보상은 과업수행을 위한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보상 중, 내적 보
상이 근로자의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치고 외적 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 간의 공통
된 견해이지만 적지 않은 또 다른 실증적 연구들은 이들과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내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론을 든다면, Herzberg의

二要因理論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성취, 승진, 인정, 직무 자체, 성장 가능성, 책무성 등, 내적
보상은 과업의 내재적 속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으

로 그의 행동을 동기유발 시킬 수 있으나, 보수, 인간관계, 직무환경, 직업안정, 감독기술, 정책/행정
등, 외적 보상은 과업의 외재적 조건과 연결되어 직무 불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생 요인으로 직
무동기를 유발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Owens, 1991; Organ & Bateman, 1991; Robbins, 1991). 그러나
그의 이론은 두 요인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김창걸, 1996; 노종희, 1997; 이종학, 1997; 주삼환 외, 2003; Robbins,
1991; Owens, 1991), 다수의 연구가들의 조사 연구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직무 동기를 설
명하는 데도 설득력 있다는 것이다 (Jamentz, 1983).
Bacharach, Lipsky, & Shedd (1984)와 Spuck (1974)에 의하면, 보수와 같은 외적 보상은 비 매력적인
과업의 능률을 올리는데는 효력이 있으나 문제해결 중심의 과업 능률을 올리는데는 내적 보상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유쾌한 과업(악취가 난다든지, 매우 고된 단순 노동 등)을 수행할
때는 과업 자체에서 생기는 내적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줘서’ 즉, 외적 보상에 의해 그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중심 과제는 외적 보상에 의해 수동적으
로 수행되기보다 자발적인 헌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만큼 내적 보
상이 필요한 것이다. Lortie (1975)는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생지
도 자체라고 하면서 내적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지도는 교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므

․

로 그는 여러 내 외적인 보상 중 과업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Goodlad (1984)는 보수가 이
직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교직 입문의 주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적 보상이 교사들
의 직무동기 유발에 별 영향이 없다고 정리하고 있다. 특히 Deci (1972)는 금전적 보상은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약화시킨다고 함으로써 외적 보상이 내적 요인에 의한 동기유발에 오히려 역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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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보수와 학습지도에의 기여도를 연구한 McLaughlin (1993)은 추가적
인 보수를 받은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대한 금전적, 외적 보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과 연구들은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내적 보상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외적 보
상은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내적 보상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외적 보상은 그
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적 보상 못지 않게 보수, 인간관계, 직무환경 등, 외적 보상도 중요
하다고 밝힌 연구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직무동기 유발을 위
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들이 외적인 보상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 금전적 보
상은 높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욱 중요하며, 그들은 가능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Johnson, 1986).
Voydanoff (1978)와 Zeitz (1984)의 연구 결과를 보면, 외적 보상이 내적 보상보다 오히려 교사 직무
동기 유발에 더 유력한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보수가 교사들의 욕구 충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Hall (1986)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
발에 내적 보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외적 보상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사들이 타 집단의 근로자들보다 지위나 보수가 낮거나 적다고 느
낄 때 유능한 교사를 유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사들도 교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직
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Watsonet al. (1991)도 외적 보상의 하나인 인간관계가 교사의 직무동기 유
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민주적인 리더십 즉, 감독 기
술이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조사, 보고하고 있다. Wisniewski (1990)의 연구에서

―

도 교사동기 유발을 위해서 보수, 작업조건, 교사 학생관계 등의 외적 보상의 유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들과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는 Nkereuwem (1990)은 내적 보상 못지 않게 외적 보상이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동기유발은 특정 요인에 의해 유발되기보다 과업자
체, 인간관계, 근로자 개인의 태도 등,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는 Miskel & Ogawa (1988)도 직무동기 유발을 단순히 특정 보상에 대한 반응이라기

―

보다 투입 산출에 대한 지각을 반영한 여러 인지적, 정서적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봄으로써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Lortie, Bacharach, Decie, Herzberg, Goodlad 등은 교사 직무동기 유발
에 내적 보상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반면, Voydanoff, Zeitz, Hall 등은 외적 요인도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Nkereuwem, Miskel, Ogawa 등도 교사의 직무 동기가
내적 보상이나 외적 보상 어느 한쪽만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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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사 동기가 유발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학설과 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어떤 구체적 보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

․

본 연구는 내 외적 보상 요인들이 초 중등학교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 비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

․

다. 표집은 경기와 전남 지역의 초 중등학교 200개교 (초등 100교, 중등 100교)를 할당, 무선으로
표집한 다음,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당 3명 이내의 교사를 무선으로 표집, 총 400명 (초등 200; 중등
200)을 표집 단위로 삼았다.

2. 조사도구 및 척도

자료 수집은 설문 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설문 조사 도구는 64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성별,
연령, 경력, 학교 급별, 학생 수, 학교 위치 등, 인구 통계적 요인 6개 문항, 독립변인인 6개의 내적 보
상 요인과 6개의 외적 보상 요인을 각각 4개의 하위 문항으로 진술된 총 48개 문항을 설정했다. 종
속변인인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 정도는 어느 특정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워 교사들의 핵심적 과
업과 관련된 요인 즉, 학습 및 생활지도, 교과연구, 학교 운영 및 학교 행사에의 참여, 자신 및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 등과 관련된 10개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독립변인들 중, 내적 보상은 요인은 과업 수행 자체와 “성취”, “승진”, “인정”, “직무 자체”, “성장
가능성”, “책무성”으로 제한했으며, 외적 보상 요인은 과업 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보수”, “인
간관계”, “직무환경”, “직업안정”, “감독기술”, “정책/행정”으로 제한했다. 이들을 반영한 문항들은
Herzberg의

二要因理論에서 연구되었던 요인들을 기초로 하여 Minnesota 대학이 연구한 “Minnesota

Studi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Weiss et al, 1967)에서 분석, 측정되었던 문항들을 선별, 번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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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교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인인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 정도
즉, 교사가 자발적으로 학생 지도 및 교육 연구에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
항들은 Luthans가 1989년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동기척도 설문지 (허철부, 1991: 680-683)를
학교 현장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활용했다. 이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
한 응답은 Likert의 5단계 평정척도법 즉, “전혀 아니다=1”, “다소 아니다=2”, “그저 그렇다=3”,
“다소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중, 하나에 표시토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독립변인-내
적 및 외적 보상과 종속변인-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됐다.

내적 보상
성취 : 자신의 직업적인 포부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및 과업 수행에서 오는 성공감과 그로
부터 느끼는 성취감
승진: 학생 지도, 기타 학교 일에 대한 기여로 얻게 되는 승진 기회 및 승진을 위한 노력 의지 정
도
인정: 자신의 업적과 노력에 대해 교장 및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정도
직무 자체: 수업 및 수업 준비, 학생지도 및 기타 학교 일이 적성에 맞는 정도와 수용 정도
성장 가능성: 수업 및 생활 지도를 포함한 학교 일에서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도
책무성: 수업과 관련된 과업은 물론, 부여된 학급 및 학교 업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주체적으
로 할 수 있는 정도

외적 보상
보수: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받는 보수에 대한 만족감 및 자신과 비슷한 다른 직장인
들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의 만족감
인간관계: 개인 및 학교 일에 대해 교장, 교감, 교사들이 자유스럽게 상의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

직무환경: 교실 및 교무실의 냉 난방 시설, 학습 기자재 확보 및 자신에게 분담된 과업의 적정
성
직업안정: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신의 교직이 정년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
정책/행정: 학교 교육목표 및 정책의 실현 가능성, 인사 정책의 공정성, 정책 수립에의 참여와 합
리성
감독 기술: 교사들을 대하는 교장의 태도 및 의사 결정 능력, 교사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정도, 업
무 분장의 공정성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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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자신이 교장이나 교감 및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생지도, 교과 연구 및 학
교 행사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정도

3. 자료수집 및 처리

․

표집된 초 중등학교 교사 400명에게 발송한 설문지 회수율은 155명(38.8%)으로 저조했다. 그
래서 이들 전원에게 재 발송하여, 131명으로부터 추가 응답을 얻어 총 316명(79.0%)으로부터 자료
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310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310명을
분류해 보면, 남자 161명, 여자 143명, 누락이 6명이었고, 20대 40명, 30대 98명, 40대 92명, 50대 이
상 77명, 누락 3명이었다. 초등이 142명, 중등이 168명, 농어촌 교사가 161명, 도시 교사가 148명, 누
락이 1명이었다.
수집된 자료 310부에 응답된 내용은 SPSS로 통계 처리됐으며, 문항 내적 신뢰도 계수는 성취,
Cronbach α = .8446; 승진, α = .8781; 직무 자체, α = .8097; 책무성, α = .8461; 인정, α = .6519; 성
장, α = .8037; 직무환경, α = .6653, 보수, α = .8810; 감독기술, α = .8589; 직업안정, α = .7127; 정
책/행정, α = .7858; 인간관계, α = .7919; 동기유발, α = .8652로 비교적 무난하였다. 응답 내용들은
중다회귀분석법(Enter method)으로 유의도 p < .05 혹은 그 이상에서 분석, 해석되었다. 이 분석법
을 활용한 근거는 현실적으로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위 독립변인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보다 서로 상호작용 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Ⅳ

. 연구결과 및 논의

1. 결과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한 내적 보상 6개 요인 (성취, 승진, 직무자체,
책무성, 인정, 성장가능성)과 외적 보상 6개 요인 (직무환경, 보수, 감독기술, 직업안정, 인간관계, 정

․

책/행정)의 기술 통계량은 <표 1>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들 내 외적 보상 요인들이 교사들의 직
무동기 유발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을 Enter 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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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1>과 같이, 종속변인 동기유발 정도(M=3.3337)는 Likert 5단계 척도, “그저 그렇다 = 3”과
“다소 그렇다 = 4” 의 범주에 있어 중립(neutral)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독립 변인 중, 승진
(M=2.4324)과 보수(M=2.8029)만이 “그저 그렇다=3”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이 수준에 가깝거나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독립 및 종속변인 기술 통계량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종속변인: 직무동기
독립변인:

3.3337

.5626

303

성 취(내)

3.4773

.6905

309

승 진(〃)

2.4324

.9445

307

직무자체(〃)

3.6462

.6510

306

책무성(〃)

3.5510

.6958

309

인 정(〃)

3.2248

.5812

308

성장가능성(〃)

3.1853

.6163

309

직무환경(외)

3.0806

.8621

310

2.8029

.7589

307

감독기술(〃)

3.0887

.7803

310

직업안정(〃)

3.4748

.6314

308

인간관계(〃)

3.3547

.6403

308

정책/행정(〃)

3.2621

.6233

309

보 수(〃)

-“내”: 내적 보상 변인
-“외”: 외적 보상 변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 방정식의 양호도를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오차변량의 평균자승합에 대한 회귀식의 평균 자승합의 비인 F값은
23.262로 나타났다. F값에 대한 유의 확률 값은 1%에서 유의하였으므로 이 식은 양호한 선형 방정
식임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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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 요약
R

R²

수정된 R²

추정값

자유도1

자유도2

12

265

Durbin-Watson

표준오차

.708

.502

.480

.4078

2.023

F = 23.262 (p < .001)
예측변인: <표 1>의 독립변인과 같음
종속변인: 교사 직무동기

12개의 독립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미친 영향을 중다회귀분석
한 결과, 중다회귀계수 R=.708, 결정계수 R2=.502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인들의 조합은 교사 직무
동기 유발 변량의 50.2%를 결정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교사 동기유발의 변화량의
50.2%가 이들 독립 변인들의 조합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직무동기
유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12개 독립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교사 직무 동기유발에 대해 이들 변인들이 갖는 각
각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6개의 내적 보상 변인 중, 3개 변인-직무
자체, 인정, 성장 가능성과 6개의 외적 보상 변인 중, 2개 변인-인간관계, 정책/행정은 교사의 직무
동기 유발에 p < .05 혹은 그 이상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나머지 3개의 내적 보상 변인
과 4개의 외적 보상 변인은 그렇지 않았다.

․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보상 변인
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내적 변인-직무자체 (β = .256)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적 변인-성장
가능성 (β = .249), 외적 변인-인간관계 (β = .173), 외적 변인-정책/행정 (β = .156), 내적 변인-인정
(β = .118)순으로 나타났다. 내적 변인이 3개 (직무자체, 성장 가능성, 인정)이고 외적 변인이 2개
(인간관계, 정책/행정)인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내적 변인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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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사 직무동기 유발 결정변인의 중다회귀분석 (Enter 방법)
독립변인

비표준화회귀계수
(B)

(내적 보상)

성취
5.135E-02
승진
-3.549E-02
직무자체
.222
책무성
-1.154E-0
인정
.115
성장 가능성 .228
(외적보상)

직무환경 5.803E-02
보수
-1.953E-02
감독기술 -4.439E-02
직업안정 -1.526E-02
인간관계
.153
정책/행정 .141
상수
.438

비표준화표준오차
(S. E.)

표준화
회귀계수(β)

t

p

.048
.028
.052
.048
.057
.053

.063
-.059
.256
-.001
.118
.249

1.059
-1.258
4.251
-.024
2.002
4.296

.290
.209
.000
.981
.046
.000

.031
.037
.050
.046
.062
.052
.199

.088
-.026
-.061
-.017
.173
.156

1.864
-.532
-.881
-.333
2.474
2.626
2.205

.063
.595
.379
.739
.014
.009
.028

R = .708; R²= .502
종속변인: 교사 직무동기

2. 논의

․

본 연구에서 12개 내 외적 보상 변인 즉, 내적 변인-성취, 승진, 직무 자체, 책무성, 인정, 성장 가
능성; 외적 변인-직무환경, 보수, 감독기술, 직업안정, 인간관계, 정책/행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
우, 3개의 내적 변인-직무자체, 인정, 성장 가능성, 2개의 외적 변인-인간관계, 정책/행정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여러 선행 연구 및 이론
에 부분적으로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Herzberg (1959)의

二要因理論 및 McClelland (1953)의 성취동

기이론과 그 밖의 여러 연구에서 성취가 인간 욕구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되고, 기타 선행 연구 특
히, Wainer와 Rubin(1969)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성취와 책무성이 과업동기 유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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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은 의외의 일이다.
또한 승진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선행 연
구와 상충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학교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즉,
교사들은 승진을 원하고는 있으나 교직 특성상 승진 기회가 희박하여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직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추정된다 (장내찬,
1995a; 1995b). 즉, 학교 조직은 교장, 교감 지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교사의 수는 매우 많은 평
형조직으로 승진의 문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타 직종에 비해 그만큼 낮기 때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외적 보상보다 다소 더 많은 내적 보상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으나 이 결과가 곧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이 내적 변인에 의해 좌우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는 교사 직무동기 유발은 내적 보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Herzberg et al. (1959), Lortie (1975), Goodlad (1984)의 이론, 연구와 불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 보
상은 이 동기 유발에 오히려 역효과라고 강조한 Deci (1972)와 McLaughlin (1993)의 주장과는 더욱
불일치하고 있다. 내적 보상보다 오히려 외적 보상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고 있는 Voydanoff (1978)와 Zeitz (1984)의 연구, 인간관계, 교장의 감독기술 즉, 정책/행
정이 중요한 변인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내적 보상이 이 동기 유발에 영향력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
는 Watson et al. (1991)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사동기 유발을 위
해서 보수, 작업조건, 교사-학생 관계 등의 외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Wisniewski (1990)
의 연구와도 상충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내적 보상 못지 않게 외적 보상도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

하고 있는 Nkereuwem (1990)의 연구, 내 외적 보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이 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강조한 Miskel & Ogawa (1988)의 연구와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의 직무동

․

기 유발에 내 외적 보상이 모두 중요하다고 밝힌 Hall (1986)의 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는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을 위해 보상이 내적 보상
이냐?, 아니면 외적 보상이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 그의 동기 유발에 효
과적이냐가 중요한 과제임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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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요약 및 결론

많은 연구들이 교사동기 유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학술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무동기 유발을 위한 정책들은 학술적
인 이론이나 연구에 바탕을 두었다기보다 그들이 요구하는 보상과 욕구를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연구를 착수했다. 본 연구는 Herzberg의

二要因

理論에서 연구되었던 내․외적 보상 요인을 선택, 이들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직
무동기 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즉, 내적 보상-“성취”, “승진”, “인
정”, “직무 자체”, “성장 가능성”, “책무성”과 외적 보상-“보수”, “인간관계”, “직무환경”, “직업안

정”, “인간관계”, “정책/행정”들이 그들의 직무동기 유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
분석했다. .

․

할당 및 무선 표집된 초 중등학교 교사로부터 수집된 설문 자료 310부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 유의도 p < .05 혹은 그 이상에서 중다회귀분석(Enter method)했다. 그 결과, 내적 보상 6개 변
인-성취, 승진, 직무자체, 책무성, 인정, 성장 가능성과 외적 보상 6개 변인-직무환경, 보수, 감독기
술, 직업안정, 인간관계, 정책/행정 중, 내적 보상 3개 변인-직무자체, 인정, 성장 가능성과 외적 보
상 2개 변인-인간관계, 정책/행정은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p < .05 혹은 그 이상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나머지 3개의 내적 보상 변인과 4개의 외적 보상 변인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내적 변인 직무자체 (내적 변인)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장 가능성 (내적
변인), 인간관계 (외적 변인), 정책/행정 (외적 변인), 인정 (내적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소
더 많은 내적 변인이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선행 이론 및 연구에 비추어 논의해 본 결과, Herzberg의

二要因理論 및

McClelland (1953)의 성취동기이론과 여러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성취와 책무성이 과업동
기 유발에 중요하다고 밝힌 Wainer와 Rubin (1969)의 연구와도 상충되고 있다. 또, 교사 직무동기 유
발은 내적 보상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Lortie (1975)와 Goodlad (1984)의 연구와도 불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 보상의 역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Deci (1972)와 McLaughlin (1993)의 연구에서는
더욱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있어서 내적 보
상보다 외적 보상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밝힌 Voydanoff (1978), Zeitz (1984), Watson et al. (1991)의 연
구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이 동기 유발에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Nkereuwem (1990), Miskel & Ogawa

․

(1988)의 연구와는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내 외적 보상의 영향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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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1986)의 연구와는 일치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와 논의를 거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

첫째, 내 외적 보상 변인들 (12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직무자체”, “인정”, “성장 가
능성”, “인간관계”, “정책/행정” 등, 내적 보상 세 변인과 외적 보상 두 변인이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
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소 더 많은 내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직무동기가 내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외적 변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

초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직무동기를 높이기 위해 직무 내용을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도록 구조
화시킴과 (직무자체의 구조화) 더불어 전문성을 높이기(성장 가능성 제고) 위한 정책적 연구와 지
원이 필요하다. 또한 원만하고 협조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과 (인간관계) 교사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인정), 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정책/행정적인 노력 또한 중요하다. 학교의 의사 결정에 많
은 교사들을 참여시켜 교육정책을 수립, 실천에 옮기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도 바람직하다.
둘째,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직무자체 (내적 변인)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장 가능성 (내적 변인), 인간관계 (외적 변인), 정책/행정 (외적 변인), 인정 (내적 변
인)순으로 나타났으므로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을 위해 이와 같은 우선 순위로 보상 요인들을 개선
하는 노력도 시도해 볼만하다.
셋째, 여러 선행 연구에서 내적 보상 요인-“성취”, “승진”, “책무성”과 외적 보상 요인-“보수”, “직
무환경”, “감독기술”, “직업안정”은 교사 직무동기 유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나 본 연
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 또한 기대된다.

․

넷째, 표집 단위를 경기와 전남의 초 중고등학교 교사로 제한, 구성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미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조사 도구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했지만 이 도구의 타당성 검증하지 못했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연령별 분포(특히
20대 참여율 낮음)가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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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Rewards on Teachers'
Work Motivation

Jang, Nae-Chan(Daeb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influenc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rewards on
teachers' work motivation to suggest an alternative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work motivation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10 teachers working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yonggi and
Chon-nam. The questionnaires included 64 questions related to six demographic factors, six intrinsic and six
extrinsic reward variables. They were measured on Likert's five-poin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t p < .05 or above using SPSS program.
Work Itself, Opportunity for Growth, and Recognition and Policy/Administration and Human Relation
were found influential to teacher motivation. Work Itself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eacher
motivation; Opportunity for Growth the next, Human Relation the third, Policy/Administration the fourth,
and Recognition the last. On the other hand, other variables including Achievement, Advancement,
Responsibility, Salary/Fringe Benefits, Job Security, Supervision Skills and Working Condition were not
influential to teacher motivation. In considering that these variables have been argued to have an effect on
work motivation, the results are somewhat surprising.
Key words: Work Motivation, Intrinsic Rewards, Extrinsic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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