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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선생님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와 선
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나타난 한국인의 고유한 심리적 특성인 토착심리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대학생 242명(남 167, 여 75)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5)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
문지(스승/교사에 대한 지각: 대학생용)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을 입력하여
유사한 반응의 항목을 분류하고 개념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자상함이었다. 그 다음으로 모범이 됨이
부각되었으며, 마음을 이해해줌, 잘 가르침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좋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열심히 공부한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본받으려 함, 가치관 형성
순이었고, 여학생은 본받으려 함, 정서적 안정이 포함되었다. 셋째, 대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모
범이 안됨이 가장 두드러졌고, 그 다음은 감정조절을 못함이었다. 이외에 학생이해부족, 차별대우가 포함되었
으나, 잘 가르치지 못해서 싫다는 응답은 적었다. 넷째, 싫어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
생 모두 본받고 싶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반항, 마음의 상처, 학업에 방해됨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마음의 상처, 학업에 방해됨, 영향없음 순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었다.
결론: 첫째, 대학생은 선생님이 능력을 갖춘 것 보다 인격을 갖춘 것이 더 중요하였다. 이는 대학생이 선생
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상하고 모범이 되기 때문이었고, 선생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모범이 되지 않고 비인
격적인 대우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한국 사람들은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박영신과 김의철(200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둘째, 교사-학생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관계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은 좋아하는 선생님의 영향으
로 열심히 공부하였고, 싫어하는 선생님 때문에 학업에 흥미를 잃었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김종백, 김남희, 2014).
셋째, 선생님을 싫어하는 영향 중 2순위는 남학생은 반항, 여학생은 마음의 상처라고 응답하여 성별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는 반항·공격행동·비행 등 외현화 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불안·우울 등
내재화 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Rescorla 외, 2007)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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