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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자율성, 관심 및 헌신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년

김 경 인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

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교직경력, 계열, 학

력,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의 차이, 셋

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설명력을 구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3년 현재 농업, 상업, 공업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전문교과 교원 총 11,220명이고, 모집단의 크기에 따른 적정 표집수는 371명이었

다. 할당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계열별 7개 학교를 선정해 각 20명씩을 표집하였다. 표집

된 총 420명의 전문교과 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학교별 협력자를 확보하여 방문 및 

우편 조사를 하였다. 

 조사도구로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및 응답자 일반사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

으며, 총 420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394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3.8%). 회수

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가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383부가 자료 분

석에 사용되었다(유효자료율 91.2%).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 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백분율, t검증, 일원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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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추리 통계에서 통

계적 유의미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

정 재구성의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며,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역시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응답

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자율성은 학력에 따라, 교사관심사는 직위에 

따라, 교사헌신은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사자율성, 교사관

심,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자율성, 교사

관심, 교사헌신 각각의 하위영역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

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하위 영역인 일반적 교수 자율성, 직무관심, 효과관심, 교

육애, 열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육과정 자

율성, 자기관심과 전문의식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계열에 따

라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농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교사관심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지 못하였다. 공업계열, 상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자율성, 교사

관심, 교사헌신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 고

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전체적으로 구명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측정

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

육과정 재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

하다. 넷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

체적인 방법 구명이 필요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요어 :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학 번 : 2011-2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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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필요성

숙련된 기술을 가진 우수한 기능 인력의 공급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능 인력의 양성 기관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을 적절한 인력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사

회에 통합시키는 것이므로(김미란, 2005), 졸업 후 학생들이 원활하게 일의 세계로 

진입하고 일터에서의 현장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협력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사회 변화와 지식 및 기술 발

전의 가속화에 부합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나승

일, 장명희, 조용, 송달용, 2007).

이러한 논의들에 힘입어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정도 경력개발과 연계되는 

현장 실무 지향적 기본 역량과 전문역량 신장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

를 두고, 학교의 특성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과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교과부, 2012).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하는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도입하여 관계부

처 및 산업계가 공동으로 평가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를 자

율학교로 지정하여 계열별 필수 이수 과목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

육과정 구성과 실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정의 

방향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되

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김평국, 2004) 첫

째, 사회 환경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회의 규범, 교육이념, 교육정책의 변화 

등이다. 둘째, 지도력 변인으로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지도력, 

학교장의 관심, 인식 등이다. 셋째, 학교의 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교의 풍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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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심리적 환경, 교사들 간의 협력적 작업 문화를 포함하는 문화적 환경, 학

교 규모 및 학급당 인원수와 같은 물리적 환경 등이다. 넷째, 현장에서 개혁의 의도

를 이해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용할 위치에 놓인 교사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개인 배

경,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관심, 가치관 등이다. 이러한 제 요인들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교육과

정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 내용과 방법 등을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 재구성

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학생들과 교육상황에 적합하게 다

시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활동이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재구성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강현석, 

2012).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은데

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구성이라는 용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육과정을 전제

로 하고 있으며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국가 교육과정의 틀 안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교육과정 재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상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서경

혜, 2004). 과거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이를 충실하

게 실행하는 실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은 복잡한 사회적 상황, 개

별 학교의 사정,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 능력, 관심 등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문교과 교사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고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제

고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므로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

는 것이 필수적인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

가 교육과정을 상황 맥락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 

교육과정의 획일적, 일방적 적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수요와 학생의 요

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교사자율성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교사에게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교육과정 

재구성을 비롯한 교사의 수업행동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도 이루어

지고 있다(계현아, 2005; 백남선,2001; 조덕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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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육 전반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지도 

교육과정 재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들은 급변하

는 사회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들과 학생들의 진로 등에 항

상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한다(정윤경, 2005).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교육관심

사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Adam & Mattay, 

1981; Tsai, 1990; 이종철 외, 2002; 최재범, 2010).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사가 스스로 교재연구나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

다 필요하다. 교사의 헌신 수준이 어떠한가는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Rowan, 1990), 교사의 수업행동,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학습에까지 영향

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있는 교사 개인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자율성, 교사관

심, 교사헌신의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다면,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요인들의 설명력 분석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교사가 교육

과정 재구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각 변인

들의 설명력을 구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

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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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

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계열, 성별, 연령, 교직경력, 

학력,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의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설명력을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3.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관심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4.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헌신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교직경력, 

계열, 학력,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교직

경력, 계열, 학력,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의 차

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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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2.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교직

경력, 계열, 학력, 직위)에 따른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

사헌신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

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2.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하위영역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3. 특성화 고등학교 계열별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설명력은 어떠한가?

4. 용어 정의

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 계

열 전문교과를 가르치는 정교사를 의미한다. 

나.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계의 수요

와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변형 및 수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 등을 교사가 새롭게 구

성하거나 수정, 보완 및 선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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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에 반응한 점수의 합계 평균을 의미한다.

다. 교사자율성

교사자율성은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교육에 관련된 의사 결정이나 행위가 교육

과 무관한 다른 어떤 원리에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교육 원리에 따라 이루어

지는 상태를 말하며, 교육활동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진다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판단,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TAS(Teaching 

Autonomy Scale) 점수의 합계 평균을 의미한다. 

라. 교사관심

교사관심은 교사들이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흥미, 불안, 요구, 염려 

등의 수준의 나타내며, 교사가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각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관심을 쏟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사관심은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TCQ(Teacher Concerns Questionnaire)에 반응

한 점수의 합계 평균을 의미한다.

마. 교사헌신

교사헌신은 교사들이 교과목, 수업, 학생, 조직 및 교직 자체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의 정도를 의미하며, 각 대상들에 대해 심리적 애착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CTQ(Commitment to Teaching Questionnaire)에 반응한 

점수의 합계 평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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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제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계열은 농업, 상업, 공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중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모집단의 수가 너무 작고, 가사·

실업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여러 계열의 전문교과 담당교사가 혼재하고 있는 문

제점이 있어 농업, 상업, 공업 계열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사로 한

정하였다. 그러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로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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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교과 교사

가.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특성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제안된 학교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요

구에 부응하는 특정 분야의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학교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에 소질과 적성 및 

능력 이 유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실업계의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특정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계, 예체능계 분야와 자연 친화적 대안학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분야를 특성화 대상으로 삼느냐

에 따라 직업분야 특성화 고교와 대안교육 특성화 고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옥준필(1998)은 특성

화 고등학교를 직업분야의 특성화 교육으로 국한하여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

성, 관심이 있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전문분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류성희

(2007)도 특성화 고등학교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초기에 진로를 결정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학교로써 특정 분야에 재능과 적성이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특성화 고등학교의 개념에 대한 혼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특성화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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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어떤 특정 분야의 특성화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학교운영상의 특성화로 이

해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의 포괄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II )' 중에서 고등학교

의 다양화·특성화라는 방안의 하나로 처음 제안되었고, 1998년 3월 초·중등교

육법시행령 제 91조를 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1년 1월에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을 발표하여 가

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체제를 개편하고자 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실업교육발전을 위한 실천방안과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5월

에는 국무총리 주재 제6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제시하

였고 그 후속대책으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여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5월에는 교육

과학기술부가 대통령주재 고용전략회의에서 전체 특성화 고등학교의 산업계의 

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을 보고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2015년까지 400개로 정예화하여 집중 육성하려

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1년 1월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학

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취업 인턴제 도입 등 현장중심 직

업교육강화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 기업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지원계획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들의 직업적 소양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현장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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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2012년 현재 12,285명이며(교육통계

연보, 2012)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보통교과와는 구별되는 자질과 능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정윤경, 2008). 전문

교과 교사는 기능대회 지도 및 실습장 관리와 같은 추가적 업무를 맡게 되며, 

직무분석을 해보면 동일한 직무라도 보통교과 교사보다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승일 외, 2003). 해당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재구성, 학

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운영 등을 실행하고 있다. 나승일(2009)은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교재 개발 및 재구

성을 비교적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교원들의 특성화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달용 외(2008)의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들의 현장 중심 교수학습 운영 수준이 다른 전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외 활동도 다양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은 산학협력활동, 전공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등 운영, 각종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의 산학협력활동은 산

업 현장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특성화 고

등학교 교사들은 산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산업체 관계자와의 교류 부족 등으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나승일, 2009).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류창열(1993)은 새로운 기술 혁신에 따른 전문교과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로서 전공 기술분야의 능력, 교수 방법적 능력, 사회 심리적 능력 등이 요구된다

고 제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문교과 교사가 학생에게 기본 기능과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따라 전문가적인 지식과 능

력이외에도 이론과 실습을 다시 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능력, 심

리적인 직관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장명희(2004)는 직업과 일의 세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역할도 변화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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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의 교육역량

교사의 활동이 전개되는 학급, 학교, 사회 특성과 관련한 새로운 요구들을 통찰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문교과 교사 직무 관

련 내용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학생 교육 및 관리’에는 

교육과정 및 수업, 학생평가, 학생생활지도, 학생자치활동지도 등이 해당되며, 

‘전문성 신장’에서 연구개발, 산업체 현장적응력 배양, 연수 등이 포함된다. 

‘복무’에는 이행하고 금지해야할 의무들이 해당되며, ‘대외관계’는 교원 단

체의 참여 등을 의미한다. 

박동열 외(2010)는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역량을 교수 학습 역량, 취업 지

원 역량, 산학 협력 역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수 학습 역량은 교사의 교

수 능력과 학생의 학습 능력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취업 지원 역량은 학생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취

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산학 협력 역량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및 기업의 상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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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재구성

가. 교육과정 재구성 개념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 수준에서 주어진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 및 보

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과정 재구성에 교육과정 개발을 포함하는 경

우도 있고 교육과정 실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어 

학자들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ribman ＆ Blum(1985)은 교육

과정 재구성을 교수요목이나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Smylie(1996)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교육과정을 설계할 당시의 학생 집단과는 다

른 새로운 학생집단을 위해서 학습 과정을 수정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황규호

(1995)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교사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로서 각 교사가 교

과의 정해진 핵심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학생들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박현주(1996)는 교육과

정을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자의 정황과 교수양식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파악하였다. 김대현(1999)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학습을 

통하여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활동 계획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남유리(2004)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의미를 교실이

라는 조직적인 환경 안에서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교사가 교실 수업을 위

해 학생들과의 상호적응을 통해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적합

한 학습 경험들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서경혜(2006)는 교육과정 재구성

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교육 상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는 활동으로서 교육과정

의 전달 및 개발의 중도에 위치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전현정(2006)은 교실 안에

서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교사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경험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았고, 

허영주(2011)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사가 국가수준 교육과정 또는 지역수준 교

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자신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해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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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모두 지칭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육과정 재구성은 주어진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 및 변형하는 것을 의미하고 학생 및 교육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및 방

법 등을 재구성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재구

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전문교과 교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

은 학생들의 산업현장 직무능력 향상에 주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에 직무분석이

나 NCS 등을 활용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과 유사한 용어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 '교육과정 설계’(Curriculum Design)와 ‘교육과정 

개선’(Curriculum Improvement) 등을 들 수 있다(황윤한, 1998).

교육과정 개발(Curriculum Development)은 때에 따라서는 교육과정 연구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광범위한 교육적 철학 토대에서 교육과정의 요

소인 목표, 내용, 조직, 교수, 평가, 개정은 물론 개발과정에 참여하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한마디로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 목표, 학습 경험 또는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 설계(Curriculum Design)는 교육과정의 요소인 목표, 내용 혹은 활동, 

조직, 평가들의 배열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지침서의 설계, 교수 자료의 분석, 교

수 단위의 개발, 교수 프로그램 학습 자료의 창출 등은 모두 교육과정 설계의 핵

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선(Curriculum Improvement)은 ‘선(善)’의 개념에 따라 보다 나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념이나 조직은 바꾸지 

않고, 교육과정의 특정 측면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황윤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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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교육과정 설계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의 계획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설계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결과들이 교육과정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개념은 복잡하고 범위를 잡기에 애매한 면이 있으나, 학습

자에 대한 적합성의 추구, 교육과정 구성과 개발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실현, 수

업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강현

석, 2011).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

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과정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가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와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변형 

및 수정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

된 목표와 내용 등을 교사가 새롭게 구성하거나 수정, 보완 및 선택하는 활동으

로 정리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

을 도출하였다.  

서경혜(2009)는 교사 개인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그 외 교재 분석 단계에서 가르쳐야 할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 교과지도안 및 자료개발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하고 다

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도안을 작성하고 교과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물의 실천 단계에서는 계획한 교과지

도안과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물에 대해 검증하고 교육과

정 재구성물의 평가와 수정 보완 단계에서 주로 학생들의 반응과 이해도, 평가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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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2012)은 교육과정 재구성의 단계를 교육과정과 학생의 특성 이해, 교육

과정 재구성 자료 개발, 재구성된 교육과정 적용, 평가 및 반성의 순으로 도출하

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을 교육과정 실행 전후의 단

계를 모두 포함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육과정을 개

발해야 하는지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사정(assessment)하는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은 ①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의사결정, ②관련 자료 수집 및 사정, ③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④교수․학
습 내용 및 방법 결정, ⑤재구성된 교육과정의 실현, ⑥평가로 도출하였다.

다.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역할

 교사는 외부에 주어진 교육과정을 충실히 재현하는 역할만을 가지지 않는다. 교

육과정은 교육이 일어나는 조직에서 교사가 다른 요인들과 상호 조정하며 교육과정

을 새롭게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실행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McNeil, 2003).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교사를 지식전달자로 인식해오다가, 이후에 

교사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교사를 단순히 학교 교육의 생산 수단으

로 보지 않고 학생 교육을 위한 지적 행위자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자의 관점에서 교사는 교과 지식을 효과적으

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지만 후자의 관점에서는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주

도적 행위자이자 교육적 매개자이다. 즉 교사 자신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이론

과 실제’를 매개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박순경, 2003).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학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든다(허숙, 

2001). 교수 학습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사이에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 구

성 과정이고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교과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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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적인 실천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적 매개자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실행자 및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Doll(1996)은 교사

가 교실수준, 학교수준,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교

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Oliva(2001)는 교사의 역

할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데 있어 교사는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직접 실현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일반적인 교사들과 달리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은 더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교과는 일반적으로 50% 이상

을 실험·실습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며, 전문교

과 교사는 지식이나 태도 못지않게 기술을 잘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성

화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하였을 때 그들이 많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교사는 전공 관련 산업현장의 직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더욱 주력하게 된다. 산업사회와 직업구조의 변화를 살펴 

교육과정이 진로지도 및 취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교사는 국가, 지역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수정·보완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교수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은 산업사

회의 요구와 직업구조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

상 및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가. 교사자율성

1) 교사자율성의 개념 및 측정

자율성은 독립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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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정한대로 완벽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 비판적 사고에 의한 행동 및 의사

결정, 자신의 내적 원칙에 일치하는 행동 및 의사결정, 외적 통제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Kathryn, 1998). 

자율성의 일반적인 개념에 비추어 교사자율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종윤(2000)은 교사자율성을 교육활동시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고 성실

하게 창의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최현아(2004)는 교사

가 전문직으로서 교육에 관련된 의사 결정이나 행위가 교육과 무관한 다른 어떤 

원리에 따르지 않고 오직 교사가 가진 교육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의들에 의해 판단해 보건대, 교사자율성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해 스스로 판단, 선택할 권리를 가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사자율성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

자율성을 교직생활의 사기와 만족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교직경력이 자

율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박문의, 1975; 유명호, 1981). 이철

호(1989)와 장은미(1990)는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교사 직무영역과 관련지

어 분석하였다. 이철호(1989)는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직생활 영역에 대

하여 교사의 개인적 자율성 인지 정도와 학교조직 내에서의 자율성 인지 정도 차

이를 성별, 연령, 경력, 담임학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자율

성 인지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연령과 교직경력은 가장 의미있는 변인

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은 비교적 자율성이 높게 인

지된 반면, 학교경영 영역과 교직생활 영역은 상대적으로 자율성 인지 정도가 낮

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장은미(1990)는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자율성이 두드러지게 

요구되는 과업을 학사운영과정, 교육과정운영, 교원인사, 지역사회관계, 시설이용 

부분으로 분류하고 과업에 대한 자율성 인식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의 교육내용 지도면과 교원인사의 근무평정 인식에서 높은 자율성

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교원인사에 있어서는 연수와 교직단체활동이 자율적이지 

못한 편이라고 하였다. 

교사자율성의 측정은 L.Carolyn Pearson과 Hall, B. C이 개발한 TAS(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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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Scale)을 사용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AS는 교육과정 자율성

(Curriculum Autonomy)과 일반적 교수 자율성(General teaching Autonomy)의 두 가

지 하위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6문항과 12문항으로 총 18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TAS는 처음에는 (1)교육활동과 교육 자료의 선택, (2)교실에서의 수행표준, (3)지

도에 대한 계획과 실행, (4)직장에서의 개인적인 의사결정 등 네 가지영역으로 나

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Pearson& Hall(1993)이 오빌리큐 회전을 활용하여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교사자율성을 교육과정 자율성과 일반적 교수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이렇게 구분된 TAS가 현재 교사자율성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성은 교육활동과 교육자료의 선택, 지도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며, 

일반적 교수 자율성은 교실에서의 수행표준과 교사개인의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 

2)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의 관계

교사는 전문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나 간섭보다는 자율성이 보장되

어야만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 교육에서의 자율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로 하여

금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

하여 전문적 식견에 의하여 추진하게 하며, 교사가 수행하려는 업무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전문적 책임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유

능한 전문가가 되어 학생 지도에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야 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앞장서는 개혁자가 되어야 한다(조덕주, 2000).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판단, 선택할 권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과 선택은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선택이 어떠한 제재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주체로서 교사의 중요성은 교사가 교수·학습 과정을 주도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교사는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개

인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기를 원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의미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Ryan & Deci, 2000) 교사에게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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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구성의 실현은 큰 관계가 있다.

백남선(2001)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율성 측면에서 보면 교직은 자율성을 제법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고 하였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강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

직의 자율성은 교사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교실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이런 자율성의 침해에 대해서 아

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교사들의 생활을 폐쇄

적이고 고립적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교실 문제들을 자

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혼자 헤쳐 나가야 하며 관료직의 하위 단계인 교사는 교

육정책이나 시책이 교육행정기관에서 결정되어 하달될 경우 그 행정적 지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고 하였다.

조덕주(2002)는 현재 제안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은 교사의 자율성을 한계 지

우려고 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학교에 대하여 갖는 기본적인 시각, 즉, 일정 부분의 권위 이양을 통한 제한적 

자율과 전문성의 신장보다는,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한 정체성의 확대, 이러

한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계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

다 본질적인 전문성의 신장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자율성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계현아(2005)는 교사가 창의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재

구성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시간의 할당, 학

습 시기의 결정,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등과 같은 학교가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를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자율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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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관심

1) 교사관심의 개념 및 측정

교사관심이란 교사가 책임과 의무를 갖는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문제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사의 관심에 대한 개념화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의 관점을 교사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학자들이 제시하는 교사관심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들이 제시한 교사관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uller(1969)는 예비교사들이 갖는 관심의 초점이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

화하는 데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였다. 초기 연구에서 그는 교사

관심을 ‘교사들이 지각하는 문제, 걱정거리, 요구’로 규정하였고, 후에 자신의 

모형을 좀 더 정교화하면서 ‘교사의 구조적인 좌절, 기대 또는 특별한 상황 속

에서의 노력’이라고 하여 다차원적 측면으로 재정의 하였다.  

Katz(1972)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Fuller의 정의를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

르면 교사관심이란 ‘교사들이 가장 몰두해 있는 일에 대한 견해’라고 정의하

였다. Hall(1976)은 교사불안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교사들이 교수를 하는데 있

어 공통적으로 지각하는 관심사 범주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여

기서 교사관심을 ‘교수에 대해 교사들이 지각하는 문제와 근심’으로 개념화하

고, 스트레스, 우려, 상황적 신기함 등이 이 관심사 개념에 포함되어 질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Hall은 이후의 교수에 대한 교사관심 유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수에 대한 교사관심이란 ‘학습과 관련된 동기를 지배하고 있는 교사가 느끼

는 요구의 표현’으로 재개념화 하였다.

George(1978)는 ‘자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

어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Reeves와 Kazelskis(1985)는 ‘특정 문제에 상황

에 대하여 행동적 조치나 문제 해결 노력을 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교사의 관

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자들이 정의한 교사관심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교사관심이란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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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흥미, 불안, 요구, 염려 등의 수준의 나타내며, 

교사가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심을 쏟는 정

도’라고 볼 수 있다. 

교사관심은 크게 자기관심(Self-concerns), 과업관심(Task Concerns), 효과관심

(Impact Concerns)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관심은 교실에서의 개인적인 수행

(personal performance)에 대한 관심이며, 과업관심은 교실에서의 교사가 되어 

가는 과정(process of being a teacher)에 대한 관심 그리고 효과관심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기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단계를 말한다. 교사관

심사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veenman, 1984; Reiman & Parramere, 1994)를 

살펴보면 교사관심은 일정한 발달단계를 거치며 자기관심에서 과업관심으로, 과

업관심에서 효과관심으로 변하게 된다. 초임교사들의 대부분은 자기 또는 과업 

관심에 머물러 있는데 대부분이 많은 수업준비, 도전적인 학생, 부적절한 자료, 

장학요원이나 동료 교사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 부족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

게 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교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과업관심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 단계에서 교사들은 

교수활동과 관련된 활동, 학생에 대한 평가, 수업지도안 작성, 학습자료 제작, 여

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Fuller, 1969). 학생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타인에 의한 개인적 성취나 평가보다는 학생들의 성취, 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학생들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

해주며, 성취정도를 평가해주고 학생들의 성취정도에 의해 자신을 평가한다. 

Burden(1981)은 효과관심이 높아가는 시기를 성숙단계(Mature Stage)라고 하고 

이 단계의 교사들은 교수활동과 환경에 대해 이전 단계의 교사들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며, 복잡한 교수 상황과 환경에 대해 전문적인 통찰력도 지니게 되며 

학생 중심적인 수업,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교사관심의 측정은 Fuller(1969)의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여 George(1978)가 개

발한 교사관심 질문지(The Teacher Concerns Questionnaire, TCQ)를 양명희 외

(2006)가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한다. 양명희 외(2006)는 다국면 라

쉬 모형을 적용하여 TCQ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

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self), 직무(task), 효과(impact) 세 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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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별로 8, 5,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관심의 관계

교사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포함

한 교수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Adams와 Mattay(1981)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지각한 교사관심이 교사의 수업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견해는 교사관심이 교사의 교육과정 재

구성과 관련한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을 시사해준다. 

우리나라 중등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종철(2002)의 연구에서도 교사관심

은 교육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교수능력은 교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관

심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최재범(2010)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관심사와 교사효능감 및 체

육수업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관심은 교수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관심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체육수업행동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수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사의 관심정도와 깊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교수의 수행 및 교사들의 교육목적 선택에 반영되고

(Tsai,1990), 교사가 지각한 문제점과 교사의 교실행동 간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교사헌신

1) 교사헌신의 개념 및 측정

교사헌신의 개념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yes(1992)는 

Porter(1982)의 조직헌신에 대한 정의를 교직사회에 맞게 적용하여 학교의 목표

와 학생의 학습능력에 대한 신념, 학교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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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전문가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교사헌신의 개념적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교사헌신을 학교의 목표 및 가치에 대한 교사 

개인의 심리적 동일시와 조직구성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이해를 넘어서 

직무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로 정의하였다.

Ingersoll 외(1997)는 교사헌신을 주어진 직무에 몰두하여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충성을 의미하는 교사와 학교 간의 긍정적, 심리적 유대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사가 교수활동에서 얻는 내적 동기와 열정, 만족 등의 정도와 더불어 직

무수행을 통한 효능감과 효과성의 정도를 교사헌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Celep(2000)은 교사헌신을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학교에 대한 헌신, 교직에 대

한 헌신, 수업에 대한 헌신, 동료와의 협동에서의 헌신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서 학교에 대한 헌신은 학교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교사의 신념 및 수용과 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려는 교사의 노력, 학교구성원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교사

의 강한 욕망이며, 수업에 대한 헌신은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심리적으

로 몰두하는 수준을 말한다. 교직에 대한 헌신은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갖는 태도이고, 동료에 대한 헌신은 학교조직 내에서 느끼는 동료들과의 협동심 

및 신뢰감을 의미한다.

노종희(2004)는 교사헌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헌신 개념과 그 측정 도구를 학교의 특수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Tyree(1996)의 정의를 인용하여 교직헌신의 개

념을 교사들이 교과목과 학생, 교직 자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심리적 애착의 상

대적 강도로 정의하고, 교직에 대한 헌신과 교과에 대한 헌신, 학생에 대한 헌신

으로 확장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헌신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강조점을 달리하여 구분이 가능하

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헌신의 대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총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교사헌신의 개념을 정

리하면 교사헌신은‘교사들이 교과목, 수업, 학생, 조직 및 교직 자체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사헌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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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김구원(1993)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헌신도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낮았으

며, 성별의 차이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학

력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직위별로는 부장교사가 평교사보다 높았으며 교

사의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헌신 정도가 높았다. 김미선(2002)의 연구에서

는 교사의 헌신이 성별, 학교규모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일반교사보다는 부장교

사가, 경력은 높을수록 헌신도가 높게 나타났다. 배규호(2002) 연구의 학력에 따

른 교사헌신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 집단보다 대학원 집단이 높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364명을 대상으로 한 이평근(2002)의 연

구를 살펴보면 교사헌신의 수준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평교사보다는 보직교사가 더 헌신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교사헌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일반적 특성(성별, 

경력, 학력 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헌신의 측정에는 노종희(2004)가 개발한 CTQ(Commitment to Teaching 

Questionnaire)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CTQ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헌신을 측정

하기 위한 도구로 Porter 등(1974)이 개발한 OCQ(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번안한 것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 도구는 조직헌신을 측정하

기 위한 것으로 공식 조직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애착

을 가지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고 조직헌신이 교사헌신과 개념적 일치성을 가지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정선일, 2009). 그러므로 교사헌신을 측정하는데 있어 

OCQ보다는 CT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 의식 변인, 교육애 변인, 열정 변인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

다. 전문 의식 변인은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교직생활을 

영위하는 자세에 관한 것이고, 교육애 변인은 교사들이 교육에 기본이 되는 가

치, 규범, 역할 등을 수용하는 자세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열정 변인은 교사들

이 정규시간에 관계없이 학생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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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헌신의 관계

교사헌신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탐색

하기 어려웠으나,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수업의 계획에서 실

행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교사헌신과 수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교사에게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학교의 목표가 무엇인

가를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사헌신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교사는 보다 효과

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Hallinger, 1992). 

Kushman(1992)의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의 사회적 배경이나 학습자 성취 수준

에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을 돕고자 하는 헌신이 높은 교사일수록 자발적인 노력

이 증대되고 이는 결국 효과적인 수업으로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교

사헌신 수준이 낮은 교사들은 효과적인 수업을 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학습

자의 학업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Park, 2003).

곽수란(2002)은 학교효과 평가를 위한 교사 관련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교

사헌신과 수업활동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연구결과 교수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 투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개인적 노력, 동

료와의 협조를 통한 노력의 정도로 측정한 교사헌신은 수업과 유의미한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교사헌신의 정도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포함한 수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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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

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모형

은 [그림 Ⅲ-1]과 같다.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이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각 변인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설정되었다. 



- 28 -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사를 모집단으로 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계열은 농업, 상업, 공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중 수산·해운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모집단의 수가 너무 작고, 가사·

실업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여러 계열의 전문교과 담당교사가 혼재하고 있는 문

제점이 있어 농업, 상업, 공업 계열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사로 한

정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관계를 구명함에 있어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사 신

분상의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정규직 교사로 한정하였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는 총 499개가 있으며 농업 계열 고등학교 37개, 공업 

계열 고등학교 202개, 상업 계열 고등학교는 186개가 있다. 농업, 공업, 상업 계

열별 정규직 전문교과 교원 수는 각각 694명, 6,826명, 3,700명으로 총 11,220명

이다(교육통계연보, 2012).

Krejcie & Morgan(1970)가 제안한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모집단이 10,000

일 때 적정한 표본크기는 370개이며, 15,000일 때의 적정한 표본크기는 375개라

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11,220명의 적정

한 표본크기는 371개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표집 방법은 할당표집이다. 할당표집 방법을 사용한 이유

는 학교 계열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할 시, 농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다

른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 계열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정한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열별로 같은 수의 전문교과 교사들을 표집 

하였으며, 자세한 표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 계열을 기준으로 특성화 고등

학교를 농업, 공업, 상업 고등학교로 분류한 후, 계열별로 지역을 고려하여 7개

의 학교를 선정하여, 총 21개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사를 연구의 표본으

로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별로 20명의 전문교과 교사에게 응답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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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응답범위 문항 번호

교육과정 재구성 33 1-5 Ⅰ

교사자율성 18 1-5 Ⅱ

-교육과정 자율성 6 1-5 1-6

-일반적 교수 자율성 12 1-5 7-18

교사관심 31 1-5 Ⅲ

-자기 8 1-5 1-8

<표 Ⅲ-1> 질문지의 구성

[그림 Ⅲ-2] 표집 방법

3. 조사 도구

이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한다. 조사

도구는 <표 Ⅲ-1>과 같이 크게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

신 및 응답자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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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헌신 15 1-5 Ⅳ

-전문의식 5 1-5 1-5

-교육애 5 1-5 6-10

-열정 5 1-5 11-15

개인 특성 6  1-6

가. 교육과정 재구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도구를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개발하기 위해 선

행연구를 분석하여 측정 문항을 작성하고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선행연구(김대현, 1999; 남유리, 2004; 박은영, 2012; 

박현주, 1996; 서경혜, 2009; 이자연, 2008; 황윤한, 1998; 허영주, 2011; Gribman 

& Blum, 1985; Smylie, 1996)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을 도출하였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 재구성이 각 과정들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항들을 작성

하였다. 각 하위 과정별로 4-10문항씩을 작성하였다. 또한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

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1단계 예비조사(Field Test)가 이루어졌다. 1차적으로 산업인력개발 전

공 교수 1명과 석·박사 과정생 5명에게 검토를 받았다. 문항이 교육과정 재구

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가 응답하기에 

적합한지, 질문이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검토 받았다. 

2차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5명 및 교육학 박사 2명에게 내용 

타당도 및 문항 적합성을 검증받았다. 2번의 타당도 검증 결과, 국가 수준의 교

육과정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지침, 학교 교육과정 운영·편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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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N=50) 본조사(N=383)

교육과정 재구성 .930 .948

<표 Ⅲ-2> 교육과정 재구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여 내용을 선정하는 문항,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문항 등 3

문항을 첨가하였다. 또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

는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교육과정 재구성 상황을 고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하

여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 외에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치거나, 학교 현장에서 교

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의 단어로 교체하는 등의 수정이 있었다. 

2단계 예비조사(Pilot Test)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50명에게 본 설

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 예비조사와 2단계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 문항이 본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2단계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

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표 Ⅲ-2>와 같다.

나. 교사자율성 측정도구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L.Carolyn Pearson과 Hall, B. C이 개발한 TAS(Teacher Autonomy Scale)을 사용

하였다. TAS는 교육과정 자율성(Curriculum Autonomy)과 일반적 교수 자율성

(General teaching Autonomy)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6문

항과 12문항으로 총 18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교사자율성 측정도구는 1단계 예비조사와 2단계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2단계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표 Ⅲ-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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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N=50) 본조사(N=383)

자기 .795 .820

직무 .774 .865

효과 .914 .926

<표 Ⅲ-4> 교사관심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구분 예비조사(N=50) 본조사(N=383)

교육과정 자율성 .906 .891

일반적 교수 자율성 .925 .911

<표 Ⅲ-3> 교사자율성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다. 교사관심 측정도구

교사관심 측정은 Fuller(1969)의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여 George(1978)가 개발

한 교사관심 질문지(The Teacher Concerns Questionnaire, TCQ)를 양명희 외

(2006)가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self), 직무(task), 효과(impact) 세 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영역별로 8, 5,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관심 측정도구는 1단계 예

비조사와 2단계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2단계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표 Ⅲ-4>와 같다.

라. 교사헌신 측정도구

교사헌신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노종희(2004)가 개발한 CTQ(Commitment to 

Teaching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전문 의식 변인, 교육애 변

인, 열정 변인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헌신 측정도구는 1단계 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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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N=50) 본조사(N=383)

전문 의식 .899 .916

교육애 .879 .886

열정 .771 .797

<표 Ⅲ-5> 교사헌신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

와 2단계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2단계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표 Ⅲ-5>와 같다.

4. 자료 수집

예비조사의 자료 수집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Dillman(2000)이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된 학교마다 전문교과 교사 중 

협력자를 확보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사전 정보를 메일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전

달하였다. 

자료 배포 및 수집은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학교별로 20

부씩 질문지를 협력자에게 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

하여 조사하였다. 우편을 통한 질문지 발송 시에는 질문지, 설문요령 및 안내문,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였다. 설문 요령 및 안내문에는 설문 시 주의사항, 설문 방

법 등을 주지시키고, 질문지 회수 만료일을 명시하였다. 이후 설문 회수를 위하

여 질문지 회수 만료일 2~3일 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만료일을 상기시켰다.

이를 통해 총 420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394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3.8%).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가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383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자료율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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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발송 질문지 수 수집 질문지 수 회수율

농업계

A교 20 17 85.0%

B교 20 14 70.0%

C교 20 20 100.0%

D교 20 19 95.0%

E교 20 16 80.0%

F교 20 18 90.0%

G교 20 18 90.0%

공업계

H교 20 20 100.0%

I교 20 20 100.0%

J교 20 19 95.0%

K교 20 18 90.0%

L교 20 20 100.0%

M교 20 20 100.0%

N교 20 20 100.0%

상업계

O교 20 17 85.0%

P교 20 20 100.0%

Q교 20 20 100.0%

R교 20 20 100.0%

S교 20 19 95.0%

T교 20 19 95.0%

U교 20 20 100.0%

합계 420 394 93.8%

<표 Ⅲ-6> 질문지 배부 및 수집 현황

5. 자료 분석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

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방법을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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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통계방법 

응답자 일반특성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1.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
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은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2.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의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t검정, F검정

연구문제3.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설명력은 
어떠한가?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표 Ⅲ-7>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방법

응답자의 일반특성은 성별, 연령, 교직경력, 담당 과목 계열, 최종 학력, 직위 

등의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 평균,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

도와 백분율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에 따른 교

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F검정

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며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계수의 해석은 

Davis(1971)가 제시한 <표 Ⅲ-8>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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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상관계수 상관정도해석

1.0 완전한(perfect) 상관

0.70이상 매우 높은(very strong) 상관

0.50-0.69 높은(substantial) 상관

0.30-0.49 중간(moderate) 상관

0.10-0.29 낮은(low) 상관

0.01-0.09 매우 낮은(negligible) 상관

<표 Ⅲ-8> Pearson 상관계수(r)에 대한 상관정도 판단 기준

자료 :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NJ: Prentice-Hall



- 37 -

IV.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직경력, 계열, 학력, 직위가 포함되었으

며,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성별 분포는 총 383명의 교사 중 남자 교사가 239

명(62.4%), 여자 교사가 144명(37.6%)로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 보다 많았다. 연령 분

포를 살펴보면 50대가 141명(36.8%)로 가장 많았고, 30대 109명(28.5%), 40대 82명

(21.4%), 20대 43명(11.2%), 60대 8명(2.1%) 순이었다. 

교직 경력이 5년 미만인 교사는 72명(18.8%),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는 66명

(17.2%),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교사는 94명(24.5%),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교사는 

112명(29.2%), 30년 이상인 교사는 39명(10.2%)이었다. 담당 과목의 계열을 살펴보면, 

농업 계열은 115명(30.0%)이었고, 공업 계열은 136명(35.5%), 상업 계열은 132명(34.5%)

이었다. 

학력 분포를 보면 대학 졸업자가 167명(43.6%)이고,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

학생 포함)이 196명(51.2%),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이 20명(5.2%)임

을 알 수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자 및 재학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직

위는 부장교사가 136명(35.5%)이었으며, 평교사가 247명(64.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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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39 62.4

여 144 37.6

연령

20대 43 11.2

30대 109 28.5

40대 82 21.4

50대 141 36.8

60대 8 2.1

교직경력

5년 미만 72 18.8

5년 이상-10년 미만 66 17.2

10년 이상-20년 미만 94 24.5

20년 이상-30년 미만 112 29.2

30년 이상 39 10.2

계열

농업 115 30.0

공업 136 35.5

상업 132 34.5

학력

대졸 167 43.6

대학원 석사과정 196 51.2

대학원 박사과정 20 5.2

직위
부장교사 136 35.5

평교사 247 64.5

합계 383 1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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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

가.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은 <표 Ⅳ-2>와 같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측정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한 3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반응 가능범위는 33~165점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최소값이 75점, 최대값이 164점이고 총점 평균은 127.39점으로 나

타났다.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86점이며,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

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이 보통 이상임을 의미한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2)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총점평균 5점환산평균1)

교육과정 재구성 127.39 3.86 14.954 75 164 33

1) 5점환산평균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총점평균을 총 문항수로 나눈 수치

2) 표준편차는 총점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표 Ⅳ-2>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

나. 교사의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의 차이

1) 성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

성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 남자 교사의 

평균이 3.87로, 여자 교사의 평균 3.8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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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교육과정 재구성
남 239 3.87 .425

.325
여 144 3.85 .551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3> 성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차이

2) 연령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

성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20대가 3.9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3.87, 30대 및 40대 3.83, 60대 3.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연령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교육과정 재구성

20대 43 3.92 .479

.439

30대 109 3.83 .354

40대 82 3.83 .585

50대 141 3.87 .490

60대 8 3.82 .429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4> 연령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차이



- 41 -

3) 교직경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수준이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

성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교직경력 20

년 이상 - 30년 미만에서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과 30년 이상 3.85, 

5년 이상- 10년 미만 3.83, 10년 이상- 20년 미만 3.82 순이었다. 또한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교직경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교육과정 재구성

5년 미만 72 3.85 .408

.385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3.83 .326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3.82 .579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90 .489

30년 이상 39 3.85 .497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5>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차이

4)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담당 과목의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

성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공업, 상업 계

열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농업계열이 3.84로 나타났다. 또한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

구분 계열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교육과정 재구성

농업 115 3.84 .397

.175공업 136 3.87 .447

상업 132 3.87 .561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6> 계열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차이

5) 학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의 교육과정 재구

성 수준이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3.87, 대학 졸업 3.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구분 학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교육과정 재구성

대학 졸업 167 3.82 .441

1.292
대학원 

석사과정
196 3.90 .502

대학원 

박사과정
20 3.87 .470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7> 학력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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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부장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3.90으로, 평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3.84보다 다소 높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구분 직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교육과정 재구성
부장교사 136 3.90 .445

1.167
평교사 247 3.84 .491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8>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차이

3.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

사헌신의 수준

가. 교사자율성

1) 교사자율성의 수준

교사자율성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교사자율성에 대한 최소점수는 22, 최고점수는 90이며 총점 평균은 70.72로 이

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93이었다. 교사자율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

정 자율성의 최소점수는 6, 최고점수는 30이며 총점 평균은 24.27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4.05이었다. 일반적 교수 자율성의 최소점수는 16, 최고점수는 60이

며, 총점 평균은 46.44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93이었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사자율성이 보통 수준 이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반적 교수 자율성에 비해 교육과정 자율성의 수준이 다소 높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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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2)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총점평균 5점환산평균1)

교육과정 자율성 24.27 4.05 3.346 6 30 6

일반적 교수 자율성 46.44 3.87 6.396 16 60 12

교사자율성 전체 70.72 3.93 8.942 22 90 18

1) 5점환산평균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총점평균을 총 문항수로 나눈 수치

2) 표준편차는 총점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표 Ⅳ-9> 교사자율성의 수준

2) 교사의 개인 특성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

가) 성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교사자율성에 대해 남자 교사의 평균이 3.96로, 여

자 교사의 평균 3.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사자율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

육과정 자율성의 경우 남자 교사의 평균이 4.08로, 여자 교사의 평균 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교수 자율성 역시 남자 교사의 평균이 3.91로, 여자 교사의 평균 

3.84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교사자율성, 교육과정 자

율성, 일반적 교수 자율성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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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교육과정 자율성
남 239 4.08 .560

1.281
여 144 4.00 .624

일반적 교수 

자율성

남 239 3.91 .524
1.207

여 144 3.84 .597

교사자율성 전체
남 239 3.96 .523

1.265
여 144 3.89 .590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10> 성별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

나) 연령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교사자율성의 수준은 30대와 50대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3.92, 40대 3.90, 60대 3.8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자율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성의 경우 30대와 50대가 4.06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일반적 교수 자율성의 경우 역시 30대와 50대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자율성 전체, 교육과정 자율성, 일반적 교수 자율성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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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교육과정 자율성

20대 43 4.04 .464

.158

30대 109 4.06 .570

40대 82 4.01 .669

50대 141 4.06 .587

60대 8 4.00 .519

일반적 교수 

자율성

20대 43 3.87 .442

.139

30대 109 3.89 .510

40대 82 3.84 .640

50대 141 3.89 .569

60대 8 3.82 .553

교사자율성 전체

20대 43 3.92 .428

.152

30대 109 3.95 .511

40대 82 3.90 .639

50대 141 3.95 .563

60대 8 3.88 .481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11> 연령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

다) 교직경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수준이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교사자율성의 수준은 교직경력 20년 이상-30년 미

만과 30년 이상에서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미만 3.93, 10년 이상-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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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3.91, 5년 이상-10년 미만 3.90 순이었다. 교사 자율성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성은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에서 4.0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적 교수 자율성은 20년 이상-30년 미만에서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교직경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교육과정 자율성

5년 미만 72 4.03 .530

.278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4.04 .452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4.01 .704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4.08 .568

30년 이상 39 4.08 .635

일반적 교수 

자율성

5년 미만 72 3.88 .464

.195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3.83 .471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3.86 .645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90 .541

30년 이상 39 3.89 .642

교사자율성 전체

5년 미만 72 3.93 .469

.193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3.90 .447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3.91 .65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96 .537

<표 Ⅳ-12>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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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담당 과목의 계열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계열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수준 비

교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교사자율성의 수준은 농업, 상업 계열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공업계열 3.92로 나타났다. 교사 자율성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성은 공업 계열이 4.0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적 교수 자

율성은 상업 계열이 3.9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열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교육과정 자율성

농업 115 4.06 .529

.189공업 136 4.07 .553

상업 132 4.03 .662

일반적 교수 

자율성

농업 115 3.88 .492

.181공업 136 3.85 .520

상업 132 3.90 .633

교사자율성 전체

농업 115 3.94 .491

.028공업 136 3.92 .516

상업 132 3.94 .628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13> 계열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

마) 학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교사자율성의 수준은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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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로 가장 높고,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4.02, 대학 졸업 3.82 순

으로 나타났다. 교사자율성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성은 대학원 석

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교수 자율성

은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이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사자율성 전체, 교육과정 자율

성, 일반적 교수 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Scheffe 사후검

증 결과, 모든 영역에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분 학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Scheffe

교육과정 자율성

대학 졸업(a) 167 3.95 .528

3.746＊ a<b
대학원 

석사과정(b)
196 4.12 .625

대학원 

박사과정(c)
20 4.10 .552

일반적 교수 

자율성

대학 졸업(a) 167 3.75 .507

7.870＊＊ a<b
대학원 

석사과정(b)
196 3.97 .580

대학원 

박사과정(c)
20 4.00 .449

교사자율성 전체

대학 졸업(a) 167 3.82 .499

6.586＊＊ a<b
대학원 

석사과정(b)
196 4.02 .580

대학원 

박사과정(c)
20 4.04 .477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P<0.05, ＊＊P<0.01

<표 Ⅳ-14> 학력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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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직위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직위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15>과 같다. 부장교사의 교사자율성의 수준은 3.98로, 평교사의 교사자율성 

3.90보다 다소 높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교사자율성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육

과정 자율성은 부장교사가 4.12로 평교사 4.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적 교

수 자율성 역시 부장교사가 3.91으로 평교사 3.85보다 높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구분 직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교육과정 자율성
부장교사 136 4.12 .534

1.946
평교사 247 4.00 .608

일반적 교수 

자율성

부장교사 136 3.91 .534
.956

평교사 247 3.85 .563

교사자율성 전체
부장교사 136 3.98 .520

1.332
평교사 247 3.90 .564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15> 직위에 따른 교사자율성의 차이

나. 교사관심

1) 교사관심의 수준

교사관심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Ⅳ-16>와 

같다. 교사관심에 대한 최소점수는 31, 최고점수는 155이며 총점 평균은 124.41로 이

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4.01이었다. 교사관심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관

심의 최소점수는 8, 최고점수는 40이며 총점 평균은 32.65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4.08이었다. 직무관심의 최소점수는 6, 최고점수는 30이며, 총점 평균은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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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4.19이었다. 효과관심의 최소점수는 17, 최고점수

는 85이며, 총점 평균은 66.56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90이었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사관심의 수준이 높은 수준임을 나타

내고 있다. 또한 자기관심과 효과관심에 비해 직무관심이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2)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총점평균 5점환산평균1)

자기관심 32.65 4.08 3.716 23 40 8

직무관심 25.18 4.19 2.864 17 30 6

효과관심 66.56 3.90 7.715 48 85 17

교사관심 전체 124.41 4.01 12.971 93 155 31

1) 5점환산평균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총점평균을 총 문항수로 나눈 수치

2) 표준편차는 총점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표 Ⅳ-16> 교사관심의 수준

2) 교사의 개인 특성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가) 성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관심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교사관심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교사관심에 대해 여자 교사의 평균이 4.02로, 남자 교사

의 평균 4.00보다 높긴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심의 하위 영

역별로 살펴보면 자기관심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없었으며, 직무관심의 경우 여자 

교사가 4.23으로 남자 교사 4.18보다 높게 나타났다. 효과관심의 경우 여자 교사가 

3.92로 남자 교사 3.90에 비해 높긴 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교사관심,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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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자기관심
남 239 4.08 .465

-.080
여 144 4.08 .464

직무관심
남 239 4.18 .503

-.899
여 144 4.23 .415

효과관심
남 239 3.90 .470

-.322
여 144 3.92 .398

교사관심 전체
남 239 4.00 .430

-.299
여 144 4.02 .393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17> 성별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나) 연령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관심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사관심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교사관심의 수준은 20대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대 4.01, 50대 4.00, 30대와 60대 3.9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관심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관심의 경우 20대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관심 역시 20

대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효과관심의 경우 40대가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그러나 교사관심,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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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자기관심

20대 43 4.22 .405

1.113

30대 109 4.02 .456

40대 82 4.09 .501

50대 141 4.07 .465

60대 8 4.08 .379

직무관심

20대 43 4.37 .479

1.349

30대 109 4.18 .441

40대 82 4.16 .432

50대 141 4.17 .509

60대 8 4.16 .623

효과관심

20대 43 3.98 .369

.343

30대 109 3.89 .403

40대 82 3.92 .441

50대 141 3.89 .504

60대 8 3.91 .422

교사관심 전체

20대 43 4.12 .365

.747

30대 109 3.98 .376

40대 82 4.01 .425

50대 141 4.00 .456

60대 8 3.98 .431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18> 연령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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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직경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자기관심

5년 미만 72 4.14 .440

.525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3.99 .475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4.11 .49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4.06 .451

30년 이상 39 4.08 .471

직무관심

5년 미만 72 4.21 .456

.345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4.20 .523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4.20 .445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4.12 .481

30년 이상 39 4.31 .498

<표 Ⅳ-19>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다) 교직경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관심 수준이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관심의 수준의 비

교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교사관심의 수준은 교직경력 5년 미만과 30년 이상에

서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순이었다. 교사관심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 관심은 5년 미만에서 

4.04로 가장 높았고, 직무관심 역시 5년 미만에서 4.21로 가장 높았다. 효과관심은 5

년 미만과 30년 이상에서 3.93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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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관심

5년 미만 72 3.93 .372

.308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3.87 .427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3.92 .469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87 .492

30년 이상 39 3.93 .447

교사관심 전체

5년 미만 72 4.04 .365

.421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3.97 .411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4.03 .442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98 .436

30년 이상 39 4.04 .422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라)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담당 과목의 계열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계열에 따른 교사관심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교사관심의 수준은 공업 계열이 4.03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상업 계열 4.02, 농업 계열 3.95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관심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관심은 공업계열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직무관심은 상업 계열이 

4.22로 가장 높았다. 효과관심은 상업계열이 3.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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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자기관심

농업 115 4.07 .467

.843공업 136 4.11 .449

상업 132 4.03 .487

직무관심

농업 115 4.17 .481

.217공업 136 4.19 .482

상업 132 4.22 .466

효과관심

농업 115 3.81 .416

2.262공업 136 3.93 .453

상업 132 3.94 .462

교사관심 전체

농업 115 3.95 .401

1.138공업 136 4.03 .420

상업 132 4.02 .431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20> 계열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마) 학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교사관심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

-21>과 같다. 교사관심의 수준은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이 4.05로 

가장 높고, 대학 졸업 3.97.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3.92 순으로 나

타났다. 교사관심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관심은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에서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관심과 효과관심 역시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에서 각각 4.23, 3.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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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자기관심

대학 졸업 167 4.05 .468

2.670대학원 석사과정 196 4.12 .447

대학원 박사과정 20 3.86 .534

직무관심

대학 졸업 167 4.15 .510

1.119대학원 석사과정 196 4.23 .446

대학원 박사과정 20 4.17 .465

효과관심

대학 졸업 167 3.86 .454

1.319대학원 석사과정 196 3.95 .447

대학원 박사과정 20 3.86 .387

교사관심 전체

대학 졸업 167 3.97 .430

1.458대학원 석사과정 196 4.05 .411

대학원 박사과정 20 3.92 .376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21> 학력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바) 직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직위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직위에 따른 교사관심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

-22>과 같다. 부장교사와 평교사의 관심사의 평균은 각각 4.04, 3.98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교사관심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직무관심에서 직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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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자기관심
부장교사 136 4.08 .469

.158
평교사 247 4.07 .462

직무관심
부장교사 136 4.23 .463

-.040＊

평교사 247 4.15 .486

효과관심
부장교사 136 3.91 .482

.164
평교사 247 3.90 .426

교사관심 전체
부장교사 136 4.04 .440

.043＊

평교사 247 3.98 .405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22> 직위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다. 교사헌신

1) 교사헌신의 수준

교사헌신에 대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응답 결과는 <표 Ⅳ-23>와 

같다. 교사헌신에 대한 최소점수는 15, 최고점수는 75이며 총점 평균은 59.02로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93이었다. 교사헌신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식의 

최소점수는 5, 최고점수는 25이며 총점 평균은 19.66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

은 3.93이었다. 직무관심의 최소점수는 5, 최고점수는 25이며, 총점 평균은 20.67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4.12이었다. 효과관심의 최소점수는 5, 최고점수는 25이

며, 총점 평균은 18.68이고 이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은 3.73이었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사헌신의 보통 이상의 수준임을 나타

내고 있다. 또한 교육애, 전문의식, 열정 순으로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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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2) 최소값 최대값 문항수
총점평균 5점환산평균1)

전문의식 19.66 3.93 3.948 5 25 5

교육애 20.67 4.12 2.622 13 25 5

열정 18.68 3.73 2.934 10 25 5

교사헌신 전체 59.02 3.93 7.872. 35 75 15

1) 5점환산평균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총점평균을 총 문항수로 나눈 수치

2) 표준편차는 총점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표 Ⅳ-23> 교사헌신의 수준

2) 교사의 개인 특성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

가) 성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헌신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교사헌신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24>과 같다. 교사헌신의 경우 여자 교사의 평균이 3.96으로, 남자 교

사의 평균 3.91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헌신의 하위 영역별로 살

펴보면 전문의식의 경우 여자 교사가 4.05로 남자교사 3.8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애의 경우 여자 교사가 4.14으로 남자 교사 4.1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열정

은 남녀 모두 3.73으로 나타나 동일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른 교사

관심,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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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전문의식
남 239 3.87 .841

-1.910
여 144 4.05 .655

교육애
남 239 4.14 .527

.605
여 144 4.10 .520

열정
남 239 3.73 .595

.092
여 144 3.73 .572

교사헌신 전체
남 239 3.91 .547

-.717
여 144 3.96 .476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24> 성별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

나) 연령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헌신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연령에 따른 교사헌신의 수준의 비교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교사헌신의 수준은 20대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3.97, 30대 3.96, 40대 3.92, 50대 3.88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헌신의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식의 경우 20대와 30대가 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

육애 역시 20대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열정의 경우 50대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헌신 전체, 교육애, 열정의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의식의 경우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20대와 50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20대의 수준이 더

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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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Scheffe

전문의식

20대(a) 43 4.10 .750

2.666＊ a>d

30대(b) 109 4.10 .671

40대(c) 82 3.89 .759

50대(d) 141 3.77 .850

60대(e) 8 4.05 .805

교육애

20대(a) 43 4.21 .493

.374 -

30대(b) 109 4.10 .507

40대(c) 82 4.16 .540

50대(d) 141 4.12 .530

60대(e) 8 4.11 .719

열정

20대(a) 43 3.75 .536

.227 -

30대(b) 109 3.69 .576

40대(c) 82 3.72 .557

50대(d) 141 3.77 .636

60대(e) 8 3.74 .411

교사헌신 전체

20대(a) 43 4.02 .471

.554 -

30대(b) 109 3.96 .492

40대(c) 82 3.92 .486

50대(d) 141 3.88 .576

60대(e) 8 3.97 .616

<표 Ⅳ-25> 연령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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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직경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전문의식

5년 미만 72 4.08 .661

1.724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4.04 .714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4.04 .832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71 .853

30년 이상 39 3.92 .730

교육애

5년 미만 72 4.11 .466

.665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4.16 .529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4.15 .548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4.07 .527

30년 이상 39 4.23 .556

<표 Ⅳ-26>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다) 교직경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헌신 수준이 교직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헌신의 수준의 비

교 결과는 <표 Ⅳ-26>과 같다. 교사헌신의 수준은 교직경력 5년 이상-10년 미만에서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 5년 미만, 30년 이상, 20년 이

상-30년 미만 순이었다. 교사헌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식은 5년 미만에

서 4.04로 가장 높았고, 교육애는 30년 이상이 4.23으로 가장 높았다. 열정 역시 30

년 이상이 3.91로 가장 높다. 또한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63 -

열정

5년 미만 72 3.65 .450

1.330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3.80 .639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3.72 .584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69 .592

30년 이상 39 3.91 .688

교사헌신 전체

5년 미만 72 3.95 .415

1.401

5년 이상   

– 10년 미만
66 4.00 .530

10년 이상   

– 20년 미만
94 3.96 .522

20년 이상   

– 30년 미만
112 3.83 .556

30년 이상 39 3.93 .524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라)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담당 과목의 계열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계열에 따른 교사헌신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27>과 같다. 교사헌신의 수준은 상업 계열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공업 계열 3.92, 농업 계열 3.89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헌신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식은 농업계열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애는 상업 계열이 4.21

로 가장 높았다. 열정은 상업계열이 3.80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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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전문의식

농업 115 3.99 .815

.598공업 136 3.87 .770

상업 132 3.96 .799

교육애

농업 115 4.02 .562

2.916공업 136 4.15 .488

상업 132 4.21 .532

열정

농업 115 3.68 .598

.848공업 136 3.73 .574

상업 132 3.80 .597

교사헌신 전체

농업 115 3.89 .552

.723공업 136 3.92 .501

상업 132 3.99 .537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27> 계열에 따른 교사관심의 차이

마) 학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학력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력에 따른 교사헌신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

-28>과 같다. 교사헌신의 수준은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이 4.02로 

가장 높고,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4.00, 대학 졸업 3.83 순으로 나

타났다. 교사헌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식은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에서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관심은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이 4.37로, 열정은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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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력 빈도 평균1) 표준편차 F Scheffe

전문의식

대학 졸업(a) 167 3.79 .836

3.948＊ a<b대학원 석사과정(b) 196 4.05 .731

대학원 박사과정(c) 20 3.95 .779

교육애

대학 졸업(a) 167 4.03 .533

5.107＊＊ a<b,c대학원 석사과정(b) 196 4.19 .502

대학원 박사과정(c) 20 4.37 .523

열정

대학 졸업(a) 167 3.68 .577

.787 -대학원 석사과정(b) 196 3.77 .595

대학원 박사과정(c) 20 3.75 .593

교사헌신 전체

대학 졸업(a) 167 3.83 .528

3.966＊ a<b대학원 석사과정(b) 196 4.00 .508

대학원 박사과정(c) 20 4.02 .543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P<0.05, ＊＊P<0.01

<표 Ⅳ-28> 학력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

교사헌신 전체, 전문의식, 교육애에 있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Scheffe 검증 결과, 교사헌신 전체와 전문의식 대학 졸업과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애는 대학 졸업과 대학원 석사

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대학 졸업과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바) 직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직위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직위에 따른 교사헌신의 수준 비교 결과는 <표 Ⅳ

-29>와 같다. 부장교사의 교사헌신 평균은 3.95로 평교사 3.91에 비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관심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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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부장교사가 평교사에 비해 평균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값

을 살펴보면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지 않았다. 

구분 직위 빈도 평균1) 표준편차 t

전문의식
부장교사 136 3.99 .755

1.032
평교사 247 3.89 3809

교육애
부장교사 136 4.14 .535

.149
평교사 247 4.13 .518

열정
부장교사 136 3.74 .586

.199
평교사 247 3.73 .588

교사헌신 전체
부장교사 136 3.95 .521

.641
평교사 247 3.91 .527

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표 Ⅳ-29> 직위에 따른 교사헌신의 차이

4.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

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상관관계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

사헌신의 상관관계는 <표 Ⅳ-30>와 같다.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교육과

정 재구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

사자율성은 .628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관

심은 .710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헌신과도 .653으로 역시 높

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각각의 하위영역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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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교육과정 재구성 1

2. 교사자율성 .628＊＊ 1

3. 교육과정 자율성 .594＊＊ .951＊＊ 1

4. 일반적 교수 자율성 .621＊＊ .987＊＊ .888＊＊ 1

5. 교사관심 .710＊＊ .605＊＊ .588＊＊ .591＊＊ 1

6. 자기관심 .593＊＊ .552＊＊ .537＊＊ .538＊＊ .893＊＊ 1

7. 직무관심 .663＊＊ .571＊＊ .562＊＊ .553＊＊ .883＊＊ .780＊＊ 1

8. 효과관심 .691＊＊ .566＊＊ .546＊＊ .554＊＊ .965＊＊ .772＊＊ .775＊＊ 1

9. 교사헌신 .653＊＊ .592＊＊ .544＊＊ .593＊＊ .700＊＊ .598＊＊ .672＊＊ .668＊＊ 1

10. 전문의식 .453＊＊ .468＊＊ .434＊＊ .467＊＊ .484＊＊ .428＊＊ .494＊＊ .444＊＊ .868＊＊ 1

11. 교육애 .670＊＊ .596＊＊ .549＊＊ .598＊＊ .726＊＊ .606＊＊ .713＊＊ .694＊＊ .878＊＊ .640＊＊ 1

12. 열정 .592＊＊ .473＊＊ .430＊＊ .476＊＊ .631＊＊ .534＊＊ .551＊＊ .624＊＊ .821＊＊ .504＊＊ .664＊＊

＊＊P<0.01.

<표 Ⅳ-30>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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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교육과정 재구성 정규성 검증(P-Plot)

5.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설명력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설명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

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 변수이어야 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해야 하며,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상호독립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포(P-Plot)을 이용하여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그림 Ⅳ-1]과 같이 점들이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교육과정 재구성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예측치(ZPRED)와 표준화된 잔차(ZRESID)를 그래프로 표시해봄으로써 분산

의 선형성과 동일성을 확인하여 등분산성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ZPRED를 X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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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교육과정 재구성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로, ZRESID를 Y축으로 두어 산점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0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양상을 보이므로 등분산성을 만족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잔차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통계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는 것이며, 2에 근접할수록 상호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Watson의 값이 1.993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되

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변인의 변량을 해석하는 것이 모호해지며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표본 사례수의 변화와 같은 자료의 미세한 

변화나 회귀모형에서 변인의 추가나 삭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커다란 표준오

차를 가지게 되고 회귀분석 결과의 통계적인 유의미도를 감소시키게 되며, 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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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커다란 차이를 발생하게 되므로 이

의 존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독립변

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나머지 독립변인들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김두

섭, 2000)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제시하였는데 공차한계란 특정 변수의 표준오차 크기를 

의미하며,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얼마나 상관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중다상관제곱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 )을 1.0에서 빼줌으로써 계산된다. 중다상관제곱 값

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1.0에서 빼준 공차 값이 1.0에 접근할수록 다중

공선성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변량팽창계수의 경우에는 공차한계치의 역수로

서 1.0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양병화, 2006).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는 .454 ~ .578이며, 

변량팽창계수는 1.729 ~ 2.203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변인
다중공선성

공차한계 VIF

교사자율성 .578 1.729

교사관심 .454 2.203

교사헌신 .466 2.147

<표 Ⅳ-31> 독립변인들의 공차 및 변량팽창계수(전체)

각 독립변인의 하위 요인들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는 .192~.564, 변량

팽창계수는 1.774~5.218로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킬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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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다중공선성

공차한계 VIF

교육과정 자율성 .202 4.940

일반적 교수 자율성 .192 5.218

자기관심 .315 3.179

직무관심 .271 3.692

효과관심 .279 3.589

전문의식 .564 1.774

교육애 .302 3.313

열정 .493 2.030

<표 Ⅳ-32> 독립변인들의 공차 및 변량팽창계수(하위요인)

계열별로 데이터를 선택하여 각 독립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는 .417 ~ .729이며, 변량팽창계수는 1.372 ~ 2.399으

로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킬 정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변인
다중공선성

공차한계 VIF

농업계

교사자율성 .584 1.713

교사관심 .505 1.979

교사헌신 .417 2.399

공업계

교사자율성 .729 1.372

교사관심 .596 1.677

교사헌신 .612 1.633

상업계

교사자율성 .528 1.895

교사관심 .466 2.148

교사헌신 .597 1.674

<표 Ⅳ-33> 독립변인들의 공차 및 변량팽창계수(계열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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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독립변인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미치는 설명력을 살펴본 뒤, 각 독립변인의 하위 영

역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설명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설명력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34>와 같다.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58.6%의 설명량(Radj
2)을 가졌

으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었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81.24, 유의확률은 

.000(p<.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모두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변인 B β t p

교사자율성 .220 .254 5.868＊＊ .000

교사관심 .397 .402 8.223＊＊ .000

교사헌신 .187 .041 4.584＊＊ .000

(상수) .648 - 4.658＊＊ .000

R=.768, R2=.589, Radj
2=.586, F=181.238

＊P<0.05, ＊＊P<0.01

<표 Ⅳ-34>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중다회귀분
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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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하위영역의 설명력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하위영역들의 중다회

귀분석 결과는 <표 Ⅳ-35>와 같다. 교사자율성의 하위영역인 교육과정 자율성, 일반

적 교수 자율성, 교사관심의 하위영역인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 교사헌신의 

하위영역인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은 60.0%의 설명량(Radj
2)을 가졌으며, 이는 5% 수

준에서 유의한 것이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72.708, 유의확률은 .000(p<.05)으로 나타

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가운데 일반적 교수 자율성, 직무관심, 효과관심, 교육애, 열정은 교육과정 재

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교육과정 자율성, 자기관심과 전문의식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

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변인 B β t p

교육과정 자율성 .060 .074 1.033 .302

일반적 교수 자율성 .161 .188 2.540＊ .012

자기관심 -.041 -.044 -.755 .451

직무관심 .148 .167 2.681＊＊ .008

효과관심 .236 .256 4.183＊＊ .000

전문의식 -.014 -.023 -.538 .591

교육애 .138 .167 2.829＊＊ .005

열정 .113 .143 3.109＊＊ .002

(상수) .663 - 4.753＊＊ .000

R=.780, R2=.609, Radj
2=.600, F=72.708

＊P<0.05, ＊＊P<0.01

<표 Ⅳ-35>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하위영역의 중
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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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열별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

사헌신의 설명력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계열별로 살펴보면 <표 Ⅳ-36>과 같다. 

농업계열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53.8%의 설명량

(Radj
2)을 가졌으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었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2.863, 

유의확률은 .000(p<.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자율성,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

으며,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관심은 교

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공업계열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49.0%의 설명량

(Radj
2)을 가졌으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었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43.908, 

유의확률은 .000(p<.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모두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상업계열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44.3%의 설명량

(Radj
2)을 가졌으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었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22.239, 

유의확률은 .000(p<.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모두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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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B β t p

농업계

교사자율성 .253 .316 3.221＊＊ .002

교사관심 .064 .066 .630 .531

교사헌신 .314 .453 3.896＊＊ .000

(상수) 1.305 - 4.272＊＊ .000

R=.745, R2=.555, Radj
2=.538, F=32.863

P<0.05, ＊＊P<0.01

공업계

교사자율성 .151 .176 2.429＊ .017

교사관심 .495 .473 5.914＊＊ .000

교사헌신 .164 .186 2.364＊ .020

(상수) .627 - 2.207＊ .029

R=.708, R2=.501, Radj
2=.490, F=43.908

P<0.05, ＊＊P<0.01

상업계

교사자율성 .319 .378 3.294＊＊ .001

교사관심 .251 .260 2.123＊＊ .001

교사헌신 .110 .142 1.314＊ .037

(상수) 1.190 - 3.498＊＊ .001

R=.681, R2=.464, Radj
2=.443, F=22.239

＊P<0.05, ＊＊P<0.01

<표 Ⅳ-36> 계열별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중
다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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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

사헌신의 관계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보통 이상이

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이미 주어진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

하거나 변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교사 수준의 재구성을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들은 학생의 특성, 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내

용, 방법, 자료, 학습 경험 등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재구성 측정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기초능

력을 반영하여 학습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이나‘현장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업을 

한다’는 문항에 대한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문항의 평균점이 낮

을 뿐만 아니라, 최소점(1점)을 준 응답자도 다수 있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

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전체 수준은 보통 이상이지만,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증진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나 현장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어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계에

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학교

에서도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 일의 세계로 나아갔을 때 빠른 기간 내에 적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나승일 외, 2007).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

한 수업에 있어서의 많은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평균점수는 교사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경력, 계열, 학력, 직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남유리(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지만, 교육과

정 재구성이 교사의 일반적 특성보다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과정에 대한 교

사의 인식, 교사가 놓인 교수-학습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음(강현석, 2011; 서명석, 

2011; 허영주, 2011; 서경혜 2006)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응답자의 개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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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자율성은 학력에 따라, 교사관심은 직위에 

따라, 교사헌신은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자율성의 경우, 

대학 졸업에 비해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이 교육과정 및 일반적 

교수 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사관심은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장교사가 평교사보다 더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직무관심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장교사가 평교사보다 

일반적으로 교직에 대한 경력이 많음을 감안할 때 Fuller(1969)의 선행연구결과와 일

치하고 있다. 교사헌신의 경우 전문의식에 있어 20대가 50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

였는데, 젊은 세대가 교직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영위해나가려는 자세가 보

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

학생 포함),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이 교사헌신 전체, 전문의식, 교

육애를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교직에 긍지와 자

부심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의 가치 및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교사자율성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

사자율성 각각의 하위영역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

한 교사자율성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사자율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행정적 지원에 덧붙여 국가적 움직임도 있으나 

수업 현장에 실행되는 것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이 역시 교사가 수업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교과부, 2012). 교육과정을 계획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과 경험된 교육과정의 합성물로 정의하였을 때(허숙, 2001), 교육과정 재구성을 이

해하는 데 있어 교육과정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기획하여 직접 행동에 옮기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사는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자신의 

해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것을 수업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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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지원 및 충분한 기회 제공을 통해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

고 능동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관심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

관심 각각의 하위영역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교사관심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

로 교사관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가 지각한 교사관심이 교사의 수업 전 과정과 관련 있음

을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교사의 관심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화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의 관점을 교사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또다시 수업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

육과정 재구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이 직업적 수행에서 지각하는 

문제 사항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한 교사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교사헌신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헌신 각각의 하위영역 역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

한 교사헌신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

므로 교사헌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헌신을 주어진 직무에 몰두하여 자발적으로 교수 활동을 수

행하는 충성의 정도로 바라보았을 때, 교사헌신은 교사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들 간의 유기적 연관성 및 상호작용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

사헌신은 학교, 교직, 수업, 동료, 학생 등에 대한 교사의 관심 및 신념의 정도에도 

영향을 받으므로(celep, 2000),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변인인 교사관심 역시 교사헌

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자율성과 관심 정도를 높

일 수 있다면 헌신 정도 역시 높일 수 있어 이러한 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하위영역들

의 회귀 분석 결과 교육과정 자율성, 일반적 교수 자율성, 직무관심, 효과관심, 교

육애, 열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

관심과 전문의식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교육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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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활동 전반에 관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교사가 자신의 직무와 효과에 대해 관

심을 가지는 것과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기본이 되는 가치, 규범, 역할 등을 수용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과 학생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 필요가 

있다. 자기관심은 자신의 교직에 대한 적성,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초임교사들에게 나타나므로(Fuller, 

1994), 연령이 높고, 교직경력이 긴 전문교과 교사들이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일

반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데 있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

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식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미하게 설

명하지 않는 것은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직접적인 설명

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계열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하위영역들의 회귀 분석 결과, 농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교사관심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미하

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공업계열, 상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

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농업계

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관심이 다른 계열의 교사들보다 낮게 나타났고 수업 및 학

생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교사관심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업계열 전문교과 교사들의 

교사관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교육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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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

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

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교직경력, 계열, 학력, 직위)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

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

사헌신 설명력은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2013년 현재 전국의 농업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37개, 공업 계

열 특성화 고등학교 202개, 상업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186개에 근무하는 농업, 

공업, 상업 계열 정규직 전문교과 교원 총 11,220명이다.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적정 표집수는 371명이었다. 할당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계

열별로 7개교를 선정해 20명씩을 표집하여 총 420명의 전문교과 교사를 조사대

상으로 하고, 학교별 협력자를 확보하여 방문 및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로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및 응답자 일반

사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을 도출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생들

의 현장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각 과정들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영역별 문항 개발, 1단계 

예비조사(Field Test), 2단계 예비조사(Pilot Test)를 거쳤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교사자율성 측정도구는 L.Carolyn Pearson과 Hall, B. C이 개발한 TAS(Teacher 

Autonomy Scale)을 사용하였다. 교육과정 자율성 6문항, 일반적 교수 자율성 12

문항과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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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심 측정은 Fuller(1969)의 개념적 모형에 근거하여 George(1978)가 개발한 

교사관심 질문지(The Teacher Concerns Questionnaire, TCQ)를 양명희 외(2006)

가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self) 8문항, 직

무(task)관심 5문항, 효과(impact)관심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헌신을 측

정하기 위한 도구는 노종희(2004)가 개발한 CTQ(Commitment to Teaching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 의식 변인 5문항, 교육애 변인 5문

항, 열정 변인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각 측정도구는 모두 1단계 예비조사와 2단계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활

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420부의 질문

지가 배포되었고, 이 중 394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3.8%).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가 제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383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유효자료율 91.2%). 자료 분석에는 빈도 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백

분율, t검증, 일원변량분석,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방법이 사

용되었으며, 추리 통계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총 383명의 교사 중 남자 교사

가 239명(62.4%), 여자 교사가 144명(37.6%)이었다. 연령은 50대가 141명(36.8%)로 가

장 많았고, 30대 109명(28.5%), 40대 82명(21.4%), 20대 43명(11.2%), 60대 8명(2.1%) 

순이었다. 교직 경력은 5년 미만인 교사는 72명(18.8%),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사

는 66명(17.2%),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교사는 94명(24.5%),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교사는 112명(29.2%), 30년 이상인 교사는 39명(10.2%)이었다. 담당 과목의 계열은 농

업 계열은 115명(30.0.%)이었고, 공업 계열은 136명(35.5%), 상업 계열은 132명(34.5%)

이었다. 학력 분포는 대학 졸업자가 167명(43.6%)이고,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이 196명(51.2%),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이 20명(5.2%)

이었으며, 직위는 부장교사가 136명(35.5%)이었으며, 평교사가 247명(64.5%)이었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3.86으로 보

통 이상이었으며, 교사자율성 3.93, 교사관심 4.01, 교사헌신 3.93으로 다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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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사자율성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자율성 

4.05, 일반적 교수 자율성 3.87을 나타냈으며, 교사관심의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자기관심 4.08, 직무관심 4.19, 효과관심 3.90이었다. 교사헌신의 하위 영역을 살

펴보면 전문의식 3.93, 교육애 4.12, 열정 3.73 이었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개인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은 

차이가 없었다. 교사자율성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관심

은 직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헌신의 경우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및 교사헌신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자

율성은 .628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사관심은 

.710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헌신과도 .658으로 역시 높은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각각의 하위영역 역

시 교육과정 재구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섯째,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

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58.6%의 설명량(Radj
2)을 가졌으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었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81.238, 유의확률은 .000(p<.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모두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의 하위영역들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교사자율성의 하위영역인 교육과정 자율성, 일반적 교수 자율성, 

교사관심의 하위영역인 자기관심, 직무관심, 효과관심, 교사헌신의 하위영역인 전문

의식, 교육애, 열정은 60.0%의 설명량(Radj
2)을 가졌으며, 이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이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72.708, 유의확률은 .000(p<.05)으로 나타났으므로, 회귀

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가운데 일반적 교수 자율성, 직무관심, 

효과관심, 교육애, 열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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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교육과정 자율성, 자기

관심과 전문의식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일곱째, 계열에 따라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농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교사관심은 교육

과정 재구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공업계열, 상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된다. 

2. 결론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30대와 50

대가 많았다. 연령은 교직경력과도 결부되어 10년 이상의 교사가 7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학력은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이 대학 졸업자보다 많

고,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과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

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은 보통 이상

이었으며,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역시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재구성의 하위 문항을 살펴보면, 직업기초능력을 반영하여 학

습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나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수

준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려면 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증진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나 현장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어 이

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응답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자율성은 학력에 따라, 교사관심은 직위에 따

라, 헌신은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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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으며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각각의 하위영역 역시 교육과정 재구

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교사의 자기, 직무, 효과에 대한 관심 수준을 높이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자율성, 교사관

심, 교사헌신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된다. 하위 영역인 일반적 교수 자율성, 직무관

심, 효과관심, 교육애, 열정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교육과정 자율성, 자기관심과 전문의식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유의하게 설

명하지 못하였다. 교사가 교수 활동 전반에 관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효과적인 교

육과정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교사가 자신

의 직무와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과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기본이 되는 가

치, 규범, 역할 등을 수용하는 자세 및 학생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

시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계열에 따라 각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농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사자율성, 교사헌신은 교육과정 재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교사관심은 교육

과정 재구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공업계열, 상업계열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된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전체적으로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등 교사 관련 요인

의 설명력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의 조직 구조, 학교장의 리더십, 사회적 요구, 학생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요인들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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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차원

적인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과정을 밝히고, 그에 

기반하여 연구자가 만든 척도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측정하였으나 교육과

정 재구성에 관련한 요소들을 종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모듈식 수업, 직업기초능력평가 등 현 정책들을 고려하여 이

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

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

법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구명하였으나,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전반의 과

정에 대한 관찰, 교사와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을 더 심도있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 다른 교

과와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특징을 구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구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설명하는 변인으

로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을 도출하였으나 각 변인들을 통해 교육과정 재

구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교사자율성, 교

사관심, 교사헌신을 향상시켜 교육과정 재구성의 수준을 높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

록 하는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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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내용 및 진술 관련 수정사항

1 학생의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담당 교과와 관련한 산업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다.

3 학생들의 학습수준에 대해 안다.

4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안다.

5 현장실무자에게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6 직무, 자격 연수에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얻는다.

7 동료 교사들과 산업의 동향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8
인터넷, 전공 도서 등을 통해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9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10 교과 관련 자격증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11 직업기초능력을 반영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12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13
우리 학교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14 학생의 학습동기를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15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Ⅰ. 교육과정 재구성
이 연구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교사가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

계의 수요와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국가 교

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 등을 교사가 새롭게 구성하거나 수정·보완, 선택하는 활

동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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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변형하여 제시한다.

17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18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보고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교수방

법을 선택한다.

19
원리나 법칙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1 학생들이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22 교과서나 참고서의 내용을 수업에 따라 변형한다.

23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실물자료를 준비한다.

24 학생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25 학생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한다.

26 학생들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준다.

27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8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29 태도 및 가치 등의 정의적 성향을 평가한다.

30 교사 자신의 교수활동 평가도 실시한다.

31 평가결과를 차후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한다.

종

합

의

견



- 98 -

번

호
문항 내용 및 진술 관련 수정사항

1 수업에 창의적인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수업에서 학습활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3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동 기준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4 교직은 나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락한다.

5 내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다.

6 수업에 사용할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선택권이 있다.

7 수업에서 시간 배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8 내가 결정한수업목표에초점을두고수업할수있다.

9 수업에 사용할 대안적 방법들을 마련해둔다.

10 내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할 수 있다.

11 교실 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내가 정할 수 있다.

12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13
교실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결정

할 수 있다.

14 수업자료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15 평가 방법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Ⅱ. 교사자율성
이 연구에서 교사자율성이란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교육에 관련된 의사 결정이나 행위

가 교육과 무관한 다른 어떤 원리에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교육 원리에 따라 이루어

지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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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업의 방법과 전략들을 학생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17 수업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18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교육 내용과 방법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종

합

의

견

번

호
문항 내용 및 진술 관련 수정사항

1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에 관심이 많다.

2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3 수업을방해하는문제학생을다루는방법에관심이많다.

4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

5
학생들이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에 관심이 많다.

6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7 수업시간에산만한학생을어떻게다룰지에대해고민한다.

Ⅲ. 교사자율성
이 연구에서 교사관심이란 교사들이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흥미, 불안, 요

구, 염려 등의 수준의 나타내며, 교사가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각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관심을 쏟는 정도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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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들이 나를 존경하는지 궁금하다.

9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10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고민한다.

11 학생들이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12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13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14 학생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15 학생들이학습의가치를깨닫도록하는것에관심이많다.

16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

해 고민한다.

17
체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한다.

18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많다.

19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20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21
학생들 간의 성취 수준 차이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22 수업 계획을 짜는 것에 관심이 많다.

23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24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많다.

25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

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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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을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27 나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28 교사에게 주어진 기준과 규정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29 학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30 동료교사가나의수업을어떻게평가하는지에관심이많다.

31 나에 대한 동료교사들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하다.

종

합

의

견

번

호
문항 내용 및 진술 관련 수정사항

1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만족한다.

3 교사가된것은내인생에서최선의선택이라고생각한다.

4 교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

5 교육은 어느 일보다 숭고하다고 생각한다.

Ⅳ. 교사헌신
이 연구에서 교사헌신은 교사들이 교과목, 수업, 학생, 조직 및 교직 자체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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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7 학생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

8 학생 개개인의 품성 개발을 최대한 돕는다.

9 학생들의 특성을 교수방법 수립 시에 반영한다.

10 학생들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

11 학생들과 교과외 활동을 자주 한다.

12
학생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

한다.

13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연수에 참여한다.

14 학습 부진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15 교재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종

합

의

견

♠ 검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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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예비조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전문교과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한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 관련 요인들에 관한 문항 및 통계자료분석에 필요한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설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 데는 약  1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사결
과는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특성이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정성이 담긴 응답은 본 연
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
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김 경 인
지도교수 나 승 일

[연구자 연락처] 전화 : 02-880-4843 E-mail : hr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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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담당 교과와 관련된 산업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교육과정 운영·편성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장 실무자에게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직무, 자격 연수에 참여해 얻은 정보를 수업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동료 교사들과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 전공 도서 등을 통해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과 관련 자격증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직업 기초 능력을 반영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학교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의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Ⅰ. 교육과정 재구성
다음은 선생님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시는 수준에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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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변형하여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생들이 실질적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방법

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원리나 법칙을 학생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업을 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교과서나 참고서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

형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수업 도구를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수업 내용을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생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생들의 반응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학생들의 태도 및 가치 등 정의적 성향을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자신의 교수활동에 관해 자기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평가 결과를 차후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 106 -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에 사용할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선택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결정한수업목표에초점을두고수업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자료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교육 내용과 방법들은 내가 선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에 창의적인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수업에서 학습활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동 기준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직은 나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에서 시간 배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수업에 사용할 대안적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권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교실 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내가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실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평가 방법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의 방법과 전략들을 학생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수업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교사자율성
다음은 선생님의 교직 자율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시는 수준에 체

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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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을 방해하는문제학생을다루는방법에관심이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이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시간에산만한학생을어떻게다룰지에대해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들이 나를 존경하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들이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들이학습의가치를깨닫도록하는것에관심이많다. ① ② ③ ④ ⑤

Ⅲ. 교사관심
 다음은 선생님이 교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시는 수준에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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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

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체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생들 간의 성취 수준 차이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수업 계획을 짜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

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6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을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교사에게 주어진 기준과 규정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동료교사가나의수업을어떻게평가하는지에관심이많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에 대한 동료교사들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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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사가 된것은내인생에서최선의선택이라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은 어느 일보다 숭고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 개개인의 품성 개발을 최대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들의 특성을 교수방법 수립 시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들과 교과외 활동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연수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습 부진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재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교사헌신
 다음은 선생님의 교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시

는 수준에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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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적 사항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

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선생님에게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성별 __① 남 __② 여

2. 선생님의 연령 __① 20대 __② 30대 __③ 40대 __④ 50대 __⑤ 60대

3. 선생님의 교직경력

__① 5년 미만 __② 5년 이상 10년 미만 __③ 10년 이상 20년 미만

__④ 20년 이상 30년 미만 __⑤ 30년 이상

4. 선생님의 담당 과목 계열

__① 농업계열 __② 공업계열 __③ 상업계열

5. 선생님의 최종 학력

__① 대졸 __②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

__③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

__④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

6. 선생님의 직위

__① 부장교사 __② 평교사 __③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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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본조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전문교과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위한 이 설문지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 관련 요인들에 관한 문항 및 통계자료분석에 필요한 응답자의 일반사항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설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는 데는 약  10 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사결
과는 통계법 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개인의 특성이 노출되지 않으며 오
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설문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
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정성이 담긴 응답은 본 연
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
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김 경 인
지도교수 김 진 모

[연구자 연락처] 전화 : 02-880-4843 E-mail : hrd@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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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담당 교과와 관련된 산업계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교육과정 운영·편성에 대해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현장 실무자에게 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직무, 자격 연수에 참여해 얻은 정보를 수업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동료 교사들과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인터넷, 전공 도서 등을 통해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과 관련 자격증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직업 기초 능력을 반영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학교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의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Ⅰ. 교육과정 재구성
다음은 선생님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시

는 수준에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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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내용을 변형하여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산업계에서요구하는인재상을반영하여학습내용을조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생들이 실질적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방법

을 선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원리나 법칙을 학생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업을 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교과서나 참고서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

형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수업 도구를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수업 내용을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생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생들의 반응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학생들의 태도 및 가치 등 정의적 태도를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자신의 교수활동에 관해 자기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평가 결과를 차후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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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에 사용할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선택권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결정한수업목표에초점을두고수업할수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시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자료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에게 행해지는 교육 내용과 방법들은 내가 선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에 창의적인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수업에서 학습활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동 기준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직은 나에게 많은 재량권을 허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에서 시간 배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수업에 사용할 대안적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권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교실 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내가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실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평가 방법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수업의 방법과 전략들을 학생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수업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Ⅱ. 교사자율성
다음은 선생님의 교직 자율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시는 수

준에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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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을 방해하는문제학생을다루는방법에관심이많다. ① ② ③ ④ ⑤

4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이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업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시간에산만한학생을어떻게다룰지에대해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들이 나를 존경하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업에 반영하고자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들이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의 학습 의욕을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생들이학습의가치를깨닫도록하는것에관심이많다. ① ② ③ ④ ⑤

Ⅲ. 교사관심
 다음은 선생님이 교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

생님께서 동의하시는 수준에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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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

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체계적으로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생들 간의 성취 수준 차이를 좁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수업 계획 수립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들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생들의 도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관

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6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능력

을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교사 권한과 규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부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동료교사가나의수업을어떻게평가하는지에관심이많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에 대한 동료교사들의 인식이 어떤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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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사가 된것은내인생에서최선의선택이라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은 어느 일보다 숭고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 개개인의 학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 개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 개개인의 품성 개발을 최대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수학습활동 설계 시에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들과 교과 외 활동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들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연수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습 부진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재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교사헌신
 다음은 선생님의 교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동의하시는 수준에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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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반적 사항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연구의 목적

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을 읽고 선생님께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성별

__① 남 __② 여

2. 선생님의 연령

__① 20대 __② 30대 __③ 40대 __④ 50대 __⑤ 60대

3. 선생님의 교직경력

__① 5년 미만 __② 5년 이상 10년 미만 __③ 10년 이상 20년 미만

__④ 20년 이상 30년 미만 __⑤ 30년 이상

4. 선생님의 담당 과목 계열

__① 농업계열 __② 공업계열 __③ 상업계열

5. 선생님의 최종 학력

__① 대졸 __② 대학원 석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

__③ 대학원 박사과정(졸업자 및 재학생 포함)

__④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

6. 선생님의 직위

__① 부장교사 __② 평교사 __③ 기타(구체적으로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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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iculum adaptation and teacher 
autonomy, teacher concerns, teacher commitment of Vocational 

Teacher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by Kyung In Kim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3

Major Advisor : Jin M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urriculum 

adaptation and teacher autonomy, teacher concerns, teacher commitment of 

vocational teacher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11,220 vocational teacher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agricultural, commercial, industrial high school). The 

research carried out using a quota sampling, 20 teachers at 7 schools was 

selected by 3 affiliation. Through this process, 420 teachers from 21 different 

school were sampl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curriculum adaptation scale, teacher autonomy 

scale, teacher concerns scale and teacher commitment scale. 

Returned questionnaires were 394(the responding rate of 93.8%) out of 420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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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383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the data analysis. An alpha level of 0.05 

was established a priori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20.0 statistics package.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urriculum adaptation as perceived by vocational 

teacher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was a little above the average. 

Teacher autonomy, teacher concerns and teacher commitment were also above 

the average. Second, curriculum adaptation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factors. But teacher autonomy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 teacher concerns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osition and teacher commit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age and educational level. Third, curriculum adaptation was 

related with teacher autonomy, teacher concerns and teacher commitment. 

Fourth, teacher autonomy, teacher concerns and teacher commitment had effect 

on the curriculum adap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First, the factors of curriculum adaptation of vocational 

teachers should be investigated in detail. Second, it should be developed 

multidimensional scale for measuring curriculum adaptation. Third, the qualitative 

study which estimate the curriculum adaptation of vocational teachers need to 

proceed. Fourth, the study which identify the way to raise the level of 

curriculum adaptation of vocational teachers must be proceed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Curriculum Adaptation, Teacher Autonomy, Teacher Concerns, 

              Teacher Commitment

Student Number : 2011-2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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