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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년

김 슬 아

이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

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공립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 전체이다. 표집방

법은 비율층화군집표집으로, 목표표집수 400명 기준, 프놈펜 57명과 지방 343명을 표본으

로 선정하였으며, 유의표집을 통해 프놈펜 5개 학교, 지방 13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조사

도구는 질문지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 일반

적 특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고, 총 400부를 배포하여 318부(회수

율 96.75%, 유효응답률 82.17%)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은 AMOS 21.0과 

Window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과 차이분석(t검증, ANOVA분석), 단순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1 또는 0.0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3.88)과 교수지식

(3.88), 교수효능감(3.71) 및 교수동기(3.27)의 수준은 모두 보통 이상이었으나, 교수동기의 

하위요인 중 외적동기(2.70)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교수수행 수준은 성별

과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력(F=3.42)과 경력(F=3.43)에 따라



- ii -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교수지식(β=.539)은 교수효능

감 대해, 교수지식(β=.805)과 교수효능감(β=.547)은 교수수행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

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

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와 그 하위요인 중 내적동기, 이타적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

지 않고, 외적동기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외적동기는 낮게 인식되고 있으나, 

교수수행,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수동기와 외적동기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수행 수준은 학력과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셋째, 교사의 교수지식은 교수수행에, 교수효능감은 교수수행에, 교

수지식은 교수효능감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수지

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가진다. 다섯째,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

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적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진다.

이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 및 실제 현장에서 교수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효능감과 교수동기 이외에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

계를 매개 및 조절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직

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외적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력이 낮은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받아 교직경력을 이

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캄보디아 노동부는 교원양성을 위한 

예비교사 훈련과 재직 교원 연수에서 교수지식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며, 교사의 효능감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기위해 심

리상담을 제공하고 교원 간 토론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

요하다.

주요어: 직업기술교육훈련, TVET, 교수수행,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수동기

학  번: 2012-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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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은 국가의 빈곤완화와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UN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직업기

술교육훈련을 교육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UNESCO 국제직업훈

련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NEVOC)를 통해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

벌 네트워크와 각 국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청년, 여성, 빈곤계층을 위한 직

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에 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의 증진이라는 목표가 명시됨에 따라 직업기술교

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촉구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폴포츠 정권 하에 자행된 100만 명 이상의 지식계층 대상 대

량학살로 인하여,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퇴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 

손실로 인한 지식전달체계 붕괴는 캄보디아 교육체계의 기반을 약화시켰고, 현재까지

도 인적자원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24세 미만의 인구가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인구구조를 가진 캄보디아에서 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하는 

15-24세의 청소년 인력은 제대로 된 직업훈련교육을 받지 못하고, 단순노동 및 농업

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유입된 

노동력은 캄보디아 경제 및 산업발전을 궁극적으로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한 국제적 제고 아래, 캄보디아 노동인력의 한계를 인식한 

캄보디아 정부는 2004년 노동직업훈련부(Ministry of Labor & Vocational Training: 

MoLVT, 이하 노동부)를 신설하여 캄보디아 내 모든 노동 및 직업훈련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후 노동부는 사각전략 Ⅲ단계 (Rectangular Strategy Phase Ⅲ)와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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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2014-2018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의 직업기술교육

훈련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부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략계획 2014-2018 

(MLVT TVET Strategic Plan 2014-2018)을 발표하였고, 실질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으

로 숙련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이슈는 교사의 역량부족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전국 38개의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의 1,784명의 교사 중 약 65%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약 47%의 교원이 교육학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캄보디아 노동부, 2014b). 대다수의 캄보디아 직업기술훈련교육 담당기관

에서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강의식 수업을 보완할 교수

학습 기자재 및 제도적 기반이 요원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교수의 질이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변화의 양태를 결정하는 데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캄보디아 교육개발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교수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교육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연구로서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 또한 직업기술교육훈련원 보다는 인문계 학교현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캄보디

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수의 수행은 교수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적인 면과, 교사 자신에 대한 효능감에 

영향을 받는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에 따르면, 지식이 풍부한 교사는 양질의 교

재를 결정하고, 인지적으로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며, 학습을 촉진

하는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한다. 이러한 교사는 적합한 예시를 제시하고 학습자

의 질문에 적절히 답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도움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의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보인다(Shulman, 1986; Ball & Bass, 2003; Hill, Rowan, &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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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Charalambous, 2008; Hill 외, 2008; Akkuzu, 2014; Davis, 2003). 또한, 교수효능

감은 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보이는 노력과 열정, 인내심과 책임감 및 공정성의 정도

에도 영향을 미치며, 높은 교수효능감을 보이는 교사는 더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수방법을 실행하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등의 더 

높은 교수수행 수준을 보인다(Tschannen -Moran 외, 1998; Gibson & Dembo, 1984; 

Coladarci, 1992; Emmer & Hickman, 1990; Allinder, 1994; Yilmaz, 2008; Meijer & 

Foster, 1988; Soodak & Podell, 1993; 우성연, 2013; 김미숙, 1999; 조은아, 2003; 유은

연, 2007).

한편, 많은 선행연구(유재원, 2012; 한재민과 이윤식, 2013;  이현영, 2012; 이고은, 

2013)는 교사의 학습과 관련된 요인이 교수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높은 교수지식을 가진 교사는 높은 교수효능감을 보였

다는 실증적 연구결과(임청환, 2003; 이미경, 2009; 이한규, 2009; Leader-Janssen 외, 

2013; Newton 외, 2012)와 교수효능감은 교수수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전 연

구들을 기반으로,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이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동기수준이 높은 교사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며, 동기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Batlis & Waters, 1973; 

Edwards & Waters, 1981; Locke, 2001; Bransford 외,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수

동기는 교사의 지식수준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조절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수동기를 상정하여 그 영향관계를 구명하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수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을 구명하여 직

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조직적 지

원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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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에 

대한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와 그 하

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에 

대한 수준은 어떠한가?

1-1.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수준은 어떠한가?

1-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교수수행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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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1.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2-2.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3.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4.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문제 3.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를 매

개하는가?

문제 4.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동기와 그 하위요인은 교수지식과 교수효능

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4-1. 교수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4-2. 외적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4-3. 내적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4-4. 이타적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란 캄보디아의 노동부 산하 38개의 공립 직업기술교육훈련

원에서 교수를 주 업무로 담당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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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수행

교수수행이란 교수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실제 가르치

는 행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교수맥락 상황 속에서 이를 유효적절하게 

수행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사의 수행수준을 의미한다. 교수

수행의 구성요인은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생관리, 테크놀로지기술을 포함한다. 이 연

구에서는 Ingersoll과 Kinman(2002)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응

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교수지식

교수지식이란 교수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서, 교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영역의 

사실과 개념에 대한 지식인 교과내용지식, 학생관련지식, 교수법지식, 환경적지식을 

의미한다. 교수지식의 구성요인은 교과내용지식, 학생관련지식, 교수법지식, 환경적지

식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문헌(Carlsen, 1991; Grossman, 1995; Putnam, 

1987; Shulman, 1987, 1988)과 관련연구(박성혜, 2003; Leinhardt et al., 1987; Smith & 

Neale, 1991; Tuan et al., 2000; Wilson & Wineburg, 1988)를 토대로 박승렬(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에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라.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수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교수효능감의 구성요인은 어떤 

교수행위를 수행하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교수효능감과 교사가 학

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인 일반교수효능감으로 구성된다. 이 연

구에서는 Hoy와 Woolfolk(1993)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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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교수동기

교수동기란 교사의 직무동기로, 교사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며 교수활동을 

지속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교수동기의 구성요인은 개인이 어떤 외부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외적동기와 어떤 외부와의 관련 없이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교수활

동에 참여하는 내적 동기, 타인과 사회를 위해 교수활동에 참여하는 이타적 동기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Bastick(2000)이 개발한 측정도구에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

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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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갖는다. 연구의 모집단은 캄

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이나 모든 교사를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

므로, 조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캄

보디아 모든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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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가.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개요

캄보디아 노동부(2014a)는 노동부 직업기술교육훈련 전략계획 2014-2018 (MLVT 

TVET Strategic Plan 2014-2018)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비전, 미션, 역할, 실태 등을 

제시한다.

1)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비전

미래를 향한 노동부의 직업기술교육훈련부의 비전은 ‘평생고용, 생산성, 경쟁력을 

위한, 모두를 위한 기술’로 명시되어 있으며, 직업기술교육훈련이 필수적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필수적인 기술은 현지와 

ASEAN지역 전역에서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개인이 생산성을 가지게 됨으

로써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비전의 긍정적인 결과는 높은 접

근성과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요구기반 직업기술교육훈련 제도를 필요로 할 것

이다. 이러한 요소는 개인, 지역,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이끌 것이다.

2)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미션

 노동부의 미션은 ‘캄보디아 지역에서 경쟁적인 상업과 산업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인에게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모든 캄보디아인들에게 접근가능하고 노동시장의 수요

를 반영한 양질의 기술훈련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직업기술교육훈련제도는 산업과 

개개인의 향상된 생산성 수준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방법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며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여 감소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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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의 평생학습 요구도 반영할 것이다. 

3)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역할

캄보디아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 제도는 두 가지의 전통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지

역과 국제시장으로 통합하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새로운 역할이 등장했다. 직업기술교

육훈련 제도의 첫 번째 역할은 기초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을 사회적

으로 격리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이다. 직업기술교육훈련은 학업에 실패하여 고등교육

에 수용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으로 여겨진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은 청년실업을 줄이고, 경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을 재훈련시

키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다. 2011년에 전국적으로 723명

이 공립 직업기술교육훈련원에 등록했었고, 1640명이 사립 직업기술교육훈련원에 등

록했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역할은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캄보디아가 더 개방된 시장경제에 진입하고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상응한다. 

4)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실태

가)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역량부족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이슈는 교사의 역량부족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전국 38개의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의 1,784명의 교사 중 약 65%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약 47%의 교원이 교육학 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나) 직업기술교육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다수의 캄보디아 국민들은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대학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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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등교육에 대한 선망이 계속되어왔다. 이로 인해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등록률은 

저조하며 중퇴율이 높다. 이러난 현장의 또 다른 원인은 직업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

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가 낮다는 점이다. 더욱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훈

련을 택하도록 적절히 제안하지 않으며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쇄

신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직업기술교육훈련이 ‘대안

적 기회’, ‘대안적 선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와 같이 

캄보디아에서도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서 직업기술교

육훈련 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여겨져, 더욱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

다) 캄보디아 자격체계 활용의 어려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캄보디아는 직업기술교육훈련제도의 질을 향상시

키고 노동시장을 반영하고자 역량기반 훈련을 도입하고 캄보디아 자격체계

(Cambodian Qualifications Framework, CQF)와 노동시장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

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모든 사업 분야에서 CQF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향

후 5년 간 노동부 직업훈련부의 핵심과제이다. 현재의 캄보디아자격체계(CQF)는 공식 

직업기술교육훈련에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교육 부문 간의 경

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 직업기술교육훈련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

직업기술교육훈련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 노동 통계, 노동시장 정

보와 관련된 인프라, 도구, 기술 문서, 규제가 부족하다. 이해관계자들의 개입 부족과 

자격체계의 부족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 졸업생들은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

다. 공급과 수요 사이의 이러한 불일치는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생산성과 경제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 직원과 교사의 역량부족과 지원의 결여

와 함께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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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난 및 관리체계의 부족

정부는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업기

술교육훈련 규제체계와 승인된 정책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더딜 뿐만 아니라 관리와 

운영기술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다른 ASEAN 국가들 보다 직업기술교육

훈련 제도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부처 간의 정보공유의 부족과 정부, 사기업, 

산업과 같은 사회적 파트너의 제한적인 개입은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유동성과 연계성

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

나.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현황

캄보디아의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은 단기과정부터 박사학위 수준까지 교육을 제공하

는 교육원(Institute)과 단기과정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하는 C1, 

C2, C3 학위 수준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훈련센터(Provincial Training Center; 

PTC)와 직업훈련센터(Vocational Training Center; VTC)로 구분된다. 

직업기술교육훈련원에서 제공하는 과정은 단기과정부터 C1, C2, C3, 준학사(Higher 

Diploma),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이 있다. 단기과정은 1년 미만의 과정으로 30학점

을 이수하여야 하고, C1, C2, C3 과정은 1년 과정으로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

문학사 과정은 2년 과정으로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술준학사(Higher Diploma 

of technology) 또는 전문준학사(Higher Diploma of specialty)를 취득할 수 있다. 학사 

과정은 4년 과정으로 1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술학사(Bachelor of technology) 

또는 전문학사(Bachelor of specialty)를 취득할 수 있다. 석사과정은 45학점을 이수하

여야 기술석사(Master of technology) 또는 전문석사(Master of specialty)를 취득할 수 

있고, 박사과정은 54학점을 이수하여야 기술박사(Doctor of technology) 또는 전문박

사(Doctor of specialty)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캄보디아 노동부(2014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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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 수 등록인원 중퇴인원 교원 수

전체 38 86,616 3,932 1,784

기관 분류

별

교육원(Institute) 11 20,092 928 471

지역훈련센터(PTC)/
직업훈련센터(VTC)

27 66,524 3,004 1,313

지역 별
프놈펜 8 15,168 874 254

지방 30 71,448 3,058 1,530

<표 Ⅱ-1> 직업기술교육훈련원 현황

직업기술교육훈련부 정보관리시스템(TVETMIS)팀에서 2014년 8월 발행한 통계에 따르

면, 노동부 산하 총 38개의 공립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이 있으며, 교육원은 11개 지역

훈련센터와 직업훈련센터는 27개가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인 프놈펜에 8개, 그 외 지

방에 30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교원인원은 총 1,784명이다. 교육원의 교원인원은 471명이고, 

지역훈련센터와 직업훈련센터의 교원인원은 1,313명이다. 지역별로는 프놈펜의 교원

인원은 254명, 지방의 교원인원은 1,530명이다.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등록학생 인원

은 86,616명이며, 그 중 중퇴인원은 3,932명으로 4.54%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캄보디아 노동부(2014a)은 저조한 등록률과 높은 중퇴율의 원인을 직업기술교육훈

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술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가 낮은 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다수의 캄보디아 국민들은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높이 평가하

지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에 대한 선망이 지속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직업기술교육훈련이 ‘대안적 기회’, ‘대안적 선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와 같이 캄보디아에서도 직업기술교육훈련을 받는 학

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아서 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여겨져, 더욱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업기술교육훈련을 택하도록 제안

하지 않으며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자료 : 캄보디아 노동부. (2014b).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atistics, p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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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총계

인원 94 277 791 93 451 76 2 1,784

<표 Ⅱ-2> 직업기술교육훈련원 교원의 취득 학위별 인원

구분 미수료 기초과정수료 심화과정수료 총계

인원 837 265 682 1,784

<표 Ⅱ-3> 직업기술교육훈련원 교원의 교육학 훈련과정 수료 인원

다.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원관련 이슈

캄보디아 노동부(2014b)의 통계에 따르면, 직업기술교육훈련원 교원 1,784명의 학위

별 인원은 초등학교 학위 소지자 94명, 중학교 학위 소지자 277명, 고등학교 학위 소

지자 791명, 준학사 학위 소지자 93명, 학사 학위 소지자 451명, 석사 학위 소지자 76

명, 박사 학위 소지자 2명이다. 즉, 총 교원의 65%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캄보디아 노동부. (2014b).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atistics, p4. 재구성

또한, 직업기술교육훈련원 교원 1,784명 중 교육학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인원

은 837명이고, 교육학 기초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265명이며, 교육학 심화과정을 수료

한 인원은 682명이다. 즉, 약 47%의 교원이 교육학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자료 : 캄보디아 노동부. (2014b).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atistics, p4. 재구성

캄보디아 노동부(2014a)는 교사의 역량부족은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업기술교육훈련의 품질과 연계성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

하였다. 본 정책의 목표는 교수진, 교수학습전략, 교과과정, 직업기술교육훈련 정책과 

실천, 인적자원역량,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장려, 실행, 관리 및 운

영 등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모든 양상에 대하여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직

업기술교육훈련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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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교육훈련 자격검증시스템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수법과 산

업기술을 습득한 교사의 비율 매년 5% 씩 증가시키고, 2018년까지 국립기술훈련교육

원(NTTI) 등록인원의 25%가 사설 교사연수에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역량기반 평가와 인증제도를 개발하고, 직업기술교

육훈련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며,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산업, 지역 공동체,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을 촉구함으로써 기

술 훈련 프로그램은 산업과 더욱 긴밀한 관련을 갖게 되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생산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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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수행

가. 교수수행의 개념

교수수행(Teaching performance)은 교사수행(Teacher’s performance), 교수능력

(Teaching ability), 교사효과성(teacher’s effectiveness), 교수행동(Teaching Behavior)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교수란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분명한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의 모든 행동 양식으로,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학습자를 둘

러싸고 있는 내외적 상황을 통제하여 학습자와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다

양한 방법이나 기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성권, 1986; 박은숙, 200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서 편, 1994; 원효경, 2002; 원효헌, 1999; 최윤희, 1982).

교수수행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임용규(2000)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

시키기 위하여 교수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수업 상황에 실질적인 행

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교수수행이라고 하였다. 백순근 외(2007)는 교수역량은 기본적

으로 교수자가 알고 있는 전공지식과 다양한 교수방법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상황의 실제적 맥락에 맞게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학습자들

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정환과 

이계연(2005)은 교수수행을 전반적인 수업활동을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하기 위

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모든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노혜란과 최미나

(2004)는 가르침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활동에 관련되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또한 

Mayer(2011)는 교수 또는 수업능력을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조작하는 능력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Smith와 Simpson(1995)

은 다양한 수업맥락에서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성격, 지식, 기술, 태도의 통

합된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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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임용규(2000)
교사로서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교수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수업 상황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백순근

외(2007)

기본적으로 교수자가 알고 있는 전공지식과 다양한 교수방법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상황의 실제적 맥락에 맞게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학습자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

김정환과

이계연(2005)

전반적인 수업활동을 안정적이고 역동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모든 능력

노혜란과

최미나(2004)

가르침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활동에 관련되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

Mayer(2011)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을 조작하는

능력

Smith와

Simpson(1995)

다양한 수업맥락에서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개인의 성격,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된 능력

<표 Ⅱ-4> 교수수행의 개념

이상의 학자들의 교수수행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4>와 같다.

이와 같이 교수수행의 개념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개념화 해보면, 

교수수행이란 ‘교수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실제 가르치

는 행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교수맥락 상황 속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사의 수행’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수자의 교수수행

은 교수자의 인지적 사고, 사회적 관계, 현장경험, 감정 등을 바탕으로 실제적 수업상

황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교수자의 행

동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수수행의 구성요인

Redfern(1980)은 교사의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책무 준거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한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교수수행의 구성요인은 계획 및 조직, 학습자 

동기유발, 학습자와의 관계, 자원의 활용, 교수기법, 전문적 성장 및 책임감, 학부모와

의 관계를 포함하여 7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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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shine과 Furst(1973)는 50편 이상의 교수행동과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효

과적인 교수행동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시의 명료성, 수업전개의 다양성, 

교사의 열정, 과업중심의 행동, 학습기회 제공, 학생의 아이디어 활용, 학생 답변에 

대한 피드백, 구조화된 언급, 학생 반응의 격려, 수업의 난이도 조절, 질문의 활용 등 

총 11개의 요인이다. 

또한 Mohan과 Hull(1975)은 효율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교수행동으로 

열성, 온화함, 비지시성,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수업의 명료성,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

력, 유창성, 유연성, 동기유발과 강화, 발문하기, 경청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효율적인 교수행동의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고등교육 수준까지 확대되어 

Saunders(1999)는 수업 효율성의 준거에 대한 Murray(1988)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 강사들이 강의식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총 12개 요인, 77개 특성의 

‘Teaching Behaviors Inventory(TBI)'를 제작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행동 요인으로는 열정, 명료성, 상호작용, 조직화, 속도, 공정성, 화술, 유대감, 관련성, 

학습중심, 융통성, 리더십의 12개 요인이다.

Scriven(1988)은 교수자의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수자의 성공적인 교수수

행에 필요한 직무를 아홉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아홉 가지 교수수

행 역량은 교수자로서의 직무에 대한 지식,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

에 대한 지식, 교수설계,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정보수집,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정보 

제공, 수업기술(의사소통 기술, 학급관리 기술), 개인적 특성(태도), 전문성 개발 등이 

그것이다.

Jill(1997)은 효과적인 교수역량을 부단한 자기 개발 역량, 효과적인 교수에 대한 역

할모델 수행 역량, 동료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리더십 역량, 프로그램이나 학과

에서 리더로서의 수행역량, 대학이나 해당학문 분야에서의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 촉

진역량 등 다섯 가지 역량으로 유목화하고 그에 따른 하위 역량을 규명하였다. 그들

이 제시한 역량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단한 자기 개발 역량은 전문성 개발활동,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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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 추구, 비판적 성찰 활동을 포함하고, 효과적인 교수에 대한 역할모델 수행역량

은 실천(practice)에 대한 기록, 이슈 규명, 액션 플랜, 실행, 프로세스 및 결과의 평가 

활동을 포함하며, 동료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리더십 역량은 지원체제 구축, 동

료 교수와 일하기, 프로젝트 리더십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이나 학과에

서 리더로서의 수행역량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지식, 프로그램이나 학과개

발,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학과의 효과성 평가 등을 포함하며, 대학이나 해당학문 분

야에서의 교수․학습 질 향상 촉진 역량은 대학계획 및 평가, 해당학문분야의 리뷰 활

동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ETS(Education Testing Service)(2006)는 학급에서 교수자가 교수를 수행하는데 요구

되는 능력을 분석하였는데, 학습자들의 학습을 위한 내용지식의 조직능력, 학습환경

의 창출능력, 학습자의 학습을 위한 수업능력, 그리고 교수자의 전문성 등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수업의 흐름에 따른 접근은 수업의 절차에 따라 각 단계마다 효율적인 교사 행동

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수업 과정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Glaser(1962)의 수업 모형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반수업 절차 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은 학생들의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계획과정, 학생들

이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학생들의 목표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과정, 그리고 학생 수행과 수업 참여 태도를 근거한 수업의 수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Reiser & Dick, 1998).

효율적인 수업 행동에 대한 요소로는 Gage(1963)가 수업의 명확도, 수업의 구조성, 

수업의 변화성, 과제 지향성, 학습 기회, 비지시성, 구조적인 논평, 발문 형태, 비판, 

탐색, 수업 곤란도의 11가지를 제안하였고, McDonald(1976)는 다양한 자료의 활용, 개

별 학생에 대한 보살핌, 교정적인 피드백의 제공, 학업 지향적인 태도, 수업 내용의 

조직 등을 효과적인 행동으로 제시하였다. McGreal(1983)은 훌륭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으로서 명료하게 수업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 자료의 선정 등 수업 계획 수립 능력, 수업에 학생을 집중시키기, 명료하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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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제시하기, 수업의 속도와 난이도를 조절하기,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학생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등 수업 진행에 관한 능력, 다양한 형식과 절차로 평가하기, 평

가 결과를 교수-학습활동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기 등의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Borich(1990)는 이전의 연구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수업 행동으로 핵심적인 행동 5가지

와 부차적인 행동 5가지를 분류하였다. 핵심적인 행동에는 수업 내용의 명료성, 수업

의 다양성, 학업지향적인 태도, 수업 몰입, 학업 성공률이 있고, 부차적인 행동으로는 

학생의 의견을 수업에 활용하기, 수업의 구조화, 질문, 학생의 사고 자극하기, 교사의 

열성 등 핵심적인 행동은 아니라할지라도 수업을 도와주는 행동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교수행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김충행(1982)은 

효과적인 교수행동을 진단하는 요인으로 계획과 준비성, 설명 능력, 교과에 대한 조

직력, 교과에 대한 지식, 열의, 동기유발, 공정성, 온정성, 상호작용 등 9가지를 제시

하고 있다(권낙원 외, 2004). 또한 김민성(1996)은 ‘잘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행동으

로 명료화, 구조화, 다양화, 동기화, 학생행동관리, 학습관리의 6가지 행동 변인을 연

구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편, 권영성(2006)은 앞서 언급한 Saunders(1999)가 개발한 TBI(Teaching Behaviors 

Inventory)에 전문성, 유머감각의 2개 요인을 추가하여 총 14개의 교수행동 변인을 지

식(knowledge), 기능(Skill), 태도(Attitude)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효율적

인 교수자의 지식적 측면에 해당되는 요인들로는, 우선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수준

을 나타내는 ‘전문성(specialty)’과 수업내용의 명료한 제시나 설명을 의미하는 

‘명료성(clarity)’, 수업내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위한 ‘조직화

(organization)’, 수업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평가 기준의 명시를 의미하는‘공정성

(relevance)’, 교과목의 내용과 과정을 학습자들의 일상세계와 연계하는 ‘관련성

(relevance)'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교수행동의 기능적 측면에 해당하

는 변인들로는 강의실에서 교수의 목소리와 관련된 특징인 '화술(speech)', 이를 바탕

으로 한 '유머감각(humor)', 예의바른 행동과 지적인 엄격함, 다양성의 존중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leadership)', 학생의 수업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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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작용(interaction)', 정보를 제시하는 속도와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의미하는 

'속도(pacing)'가 있다. 마지막으로 태도적 측면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끌기 위해 비언어적인 행동을 활용하여 역동적인 태도로 강의를 

진행하는 '열정(enthusiasm)',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대인관계의 질을 의미하는 '유대감

(rapport)', 학습자의 학습과 숙달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중심(learning centered)', 변화

에 개방적이며 학습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 접근하는 행동인 '융통성

(flexibility)'를 제시하고 있다.

신효정과 민혜리(2009)는 대학생이 인식한 교수자의 교수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강

의의 질을 평가하면서 실제 강의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수수행 이외의 요인 

(예, 강의부담이 적고 학점을 잘 주는 강의)들은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그

들은 학습자가 인식한 교수자의 교수수행 요인을 교수자(professor), 수업운영, 상호작

용과 피드백, 수업내용, 그리고 평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교수자(professor)요인 은 

교수가 강의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가르치는 주제에 열정적인지, 

주요 주제를 적절히 다루는지 등에 대한 것이고, 수업운영 요인은 강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였는지, 속도 및 과제부담 등은 적절하였는지,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는지, 요약과 정리 등을 통해 내용의 전반적 이해를 도왔는지 등에 대한 

것이며, 상호작용과 피드백 요인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키는지, 학생

의 질문과 의견 표현에 관심을 갖고 적절히 대답해 주는지, 피드백이 내용이해와 학

습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의미한다. 수업내용 요인은 교수의 독특한 시각을 배울 

수 있었는지와 최신의 이론과 동향을 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항목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평가 요인은 시험과 과제에 대한 평가가 객

관적이고 공정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다.

임우섭과 김용주(2007)는 대학 교수자의 교수역량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강의준비 

역량, 학습자배려 역량, 강의명료성 역량, 강의열의/역동성 역량, 상호작용 역량 및 학

습목표 도달추구 역량 등 여섯 가지의 핵심 강의역량을 도출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강의준비 역량이란 강의를 위해서 교수가 강의내용을 파악하고,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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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맞는 강의내용을 조직하여 강의계획을 세우며, 효과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교수법 및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선정 및 제작하는 등 강의를 위한 제반 준비

를 수행하는 역량을 말한다. 또한, 학습자 배려 역량이란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마

음을 갖게 하는 역량으로서 이러한 역량은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 정도나 준비 또는 

열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교수역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의명료

성 역량이란 학습자의 선수지식을 고려하고, 이전 단계에서 배운 내용과 다음 단계에

서 배울 내용을 연계시키며,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인지시켜 주는 가운데, 

그들의 수준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과 적절한 예시를 들어서 

강의를 진행하는 역량을 말한다. 그리고 상호작용 역량은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

기 위해 교수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학습목표 도달추구 역량은 학습자들이 수업

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하게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백순근 외(2007)외 실천적 교수역량의 구성요인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하였

는데, 계획과 조직 역량, 의사소통 역량, 학생과의 상호작용 역량, 교수․학습 환경조성 

역량, 성의와 열의 등이 그것이다. 계획과 조직 역량은 교과내용과 교수활동을 체계

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능력을 의미하며, 의사소통 역량

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학생과의 상호작용 역량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과 적극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능력을 의미하고, 교수․학습 환경조성 역량이란 

교실의 사회․심리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능력을 

의미하며, 성의와 열의 역량이란 성의와 열의를 갖고 진지하게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실천적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노혜란과 최미나(2004)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 교수자의 교수역량을 세 가지

로 분석하여 보고하였는데, 교수설계역량, 학습활동 촉진역량, 그리고 평가역량 등이 

그것이다. 교수설계 역량은 코스분석력, 수업계획서 작성능력, 학습환경 조성능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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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력, 입체적 사고, 감수성 등이고, 학습활동 촉진 역량은 주의환기능력, 학습내용 이

해 촉진력, 학습활동 정리 능력, 유연성, 학습자에 대한 애정 등이며, 평가 역량은 학

습자 준비도 평가, 학습 진도 모니터링, 학습결과 평가, 공정성, 분별력, 평정심 등으

로 규정하였다.

다. 교수수행의 측정

Benjamin(2002)은 Danielson(1996)의 교수체계를 활용하여 교수 교육실습생의 교수

수행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Danielson(1996)는 교수체계를 첫 번째 영역인 계획과 

준비 및 평가는 6개 항목, 두 번째 영역인 학급환경은 5개 항목, 세 번째 영역인 강

의 및 의사소통은 5항목, 네 번째 영역인 전문적 책무는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Benjamin(2002)은 이를 활용하여 첫 번째 영역이 계획과 준비 및 평가는 6개 항목 39

문항, 두 번째 영역인 학급환경은 5개 항목 21문항, 세 번째 영역인 강의 및 의사소

통은 5항목 33문항, 네 번째 영역인 전문적 책무는 6개 항목 3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Danielson(2007)는 1996년 개발한 교수체계가 양질의 교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의 복합적 요인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자

들에 의해 활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욱 발전된 교수체계를 개발하였다. 첫 번

째 영역인 계획과 준비는 23개 항목, 두 번째 영역인 학급환경은 15개 항목, 세 번째 

영역인 강의는 18항목, 네 번째 영역인 전문적 책무는 2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4단계 Bars척도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Shanxi Research Center for Secondary Education(1997)는 교수의 주요한 기능을 평

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주요기능은 9가지로, 교수준비 2문항, 교수시간관리 

3문항, 학습자관리 5문항, 교수시연 11문항, 학습자 수행평가 3문항, 강화 및 피드백 

제공 5문항, 교수촉진 5문항,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판서 3문항을 포함하여 총 39개 

문항으로 6척도 라이커트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Stanford(1966)는 교사의 역량평가를 위한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목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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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행, 평가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에 

관하여서는 목적의 명확성과 적절성을 측정하며, 계획에 관하여서는 수업의 조직, 내

용의 선정, 매체의 선정을 측정한다. 수업의 수행에 관하여서는 수업의 도입, 설명의 

명확성, 수업의 속도, 학습자의 참여와 주의집중, 수업의 종결, 교사와 학습자의 라포 

형성을 측정하고, 평가 영역에서는 평가절차의 다양성,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평가결

과 활용 등을 측정한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이며, 0점에서 7점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Wheeler과 Knoop(1982)은 Knoop(1980)이 개발한‘수행향상가이드’라는 도구를 활

용하여 교수수행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교수 18문항, 학생과의 관계 18문항, 학습 

분위기 6문항, 교육과정 8문항, 동료와 교장과의 관계 8문항, 전문적 자격 12문항, 개

인적 자격 8문항으로 총 7개의 영역으로 28문항으로 구성된다. 0점에서 6점까지 라이

커트 7점 척도로 점수를 산정한다. 내적일치도계수는 본인의 수행에 대한 측정의 경

우 0.56-0.83, 현장 감독관에 의한 측정의 경우 0.77-0.94, 학술 감독관에 의한 측정의 

경우 0.80-0.93으로 나타났다.

Ingersoll과 Kinman(2002)는 교수능력 자가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교수

기술, 수업관리, 학생관리, 테크놀로지기술의 네 가지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며, 반

응양식은 라이커트 5점 척도이다. 내적일치도는 0.92로 나타났다.

Abd Hamid 외(2012)는 교수의 질과 교수수행 수준의 관계 분석에서 교수수행수준

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의능력 4문항, 헌신도 및 책임감 4문항을 포함하는 교수수행 

측정도구 8문항을 라이커트 5점 척도로 개발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95 

이상으로 나타났다. 

Ingersoll과 Kinman(2002)의 측정도구는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생관리, 테크놀로지기

술 등 교수수행의 네 가지 요인을 24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자가평가를 위해 개발된 도구로, 학생이나 타인에 의한 평가를 위해 개발된 다른 

도구들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내적일치도계수 또한 0.92 이상으로 

매우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gersoll과 Kinman(2002)의 

측정도구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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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수동기

가. 교수지식

1) 교수지식의 개념

Shulman과 Sykes (1986)는 교수지식을 교수능력의 기저를 이루는 이해력과 기술, 

기질과 가치관, 성격과 수행의 집합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Shulman(1987)은 교사의 

지식을 교과관련 내용지식과 일반적인 교육학지식의 결합인 교과교육학지식이란 개

념으로 설명하였다. Darling-Hammond(2010)는 교사 지식을 교수 내용지식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에 반하여 Cochran 외(1991)는 교사 지식을 교수 내용지식 뿐만 아

니라 수업이 이루어지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자연적 환경에 대한 교사의 이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재호과 최미정(2011)은 교사의 지식을 크게 교수 내용지

식과 교수 환경지식으로 보았다. 교수 환경지식이란 전문성 증진과 책무, 학생․학부모

와의 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이처럼 교수지식(Teaching knowledge)은 

교사지식(Teachers’knowledge), 교과교육학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등

의 용어와 혼용되며, 보편적인 개념이 정의되어있지 않아 연구자들 간에 교과교육학 

지식을 통합하거나 포함시키는 요소에 관하여 차이점이 발생한다(Van Driel, Verloop, 

& De Vos, 1998).

2) 교수지식의 구성요인

Shulman과 Sykes (1986)는 교수지식의 영역을 총 여덟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독해, 작문, 산수, 추론을 포함하는 일반/교양 지식(General/liberal education), 가르치

는 영역의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교과교육학지식(Content-specific pedagogical 

knowledge), 교육학 원리와 실천의 일반지식(General knowledge of pedagogical 

principles and practice), 교육과정지식(Curriculum knowledge), 학생의 다양성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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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점 이해(Understanding of student divers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목소리, 

태도, 자세를 포함하는 수행기술(Performance skills), 역사와 정책, 철학과 심리학, 문

화와 범문화적 요인, 전문적 윤리 등을 포함하는 전문적 이해(Foundations of 

professional understandin)가 그 영역이다.

Shulman(1987)에 따르면,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가 알고 있는 내용지식 외에 학생, 

학교상황, 교수법, 표현방법, 교육과정 등 교수-학습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지식, 교과교육학지식, 교육과정지식, 교육학지식, 학생지식, 교육상

황지식, 교육목적지식 등 7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Tamir(1998)는 Shulman과 Sykes (1986)의 이러한 교수지식에 대한 연구로부터 교사

훈련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들의 교수지식 영역을 재구조화하였다. 

그는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 영역으로 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과 교육학

지식(Pedagogical Knowledge), 교과교육학지식(Subject Matter Specific Pedagogical 

Knowledge), 교육과정지식(Curriculum Knowledge), 학생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Student) 등 6가지 영역을 제시하였다.

Grossman(1990)은 교과교육학지식의 연구를 교실관찰, 교사들의 학과교육, 교사교

육 동안의 특별과정, 교실 교수경험을 통하여 연구하였고, 그 영역을 8가지로 일반교

육학 지식, 내용지식, 교과교육학 지식, 교육상황에 따른 지식(educational contextual 

knowledge), 특별주제를 위한 표현과 방법에 관한 지식, 특정주제에 있어 학생의 개

념과 오개념에 관한 지식, 특정주제에 있어 교육목적에 대한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이

라고 하였다.

Marks(1990)는 교과교육학지식에 관한 개념을 5학년 교사들의 지식을 인터뷰한 결

과 교과교육학 지식을 교수를 위한 내용지식, 학생들의 이해에 관한 지식, 교수 매체

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들에 관

한 지식은 아동들이 내용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방법, 아동들의 일반적인 오개념과 학

습의 어려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교육과정 지식은 특정내용에 대한 교수방법, 

내용구성과 연계, 학년수준간의 연계성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였다(Mark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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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an과 그의 동료들(2000)은 교사들의 지식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교사들의 지식의 영역을 교수법지식, 내용표현 지식, 내용지식, 

평가에 관한 지식으로 조사하였다. 

Calsen(1999)은 교과교육학 지식의 5가지의 영역은 국가, 지역사회, 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적 교육맥락에 관한 지식, 가르치는 교실 상황, 학생들을 포함한 특정 상

황 하에서의 교육맥락에 관한 지식, 학습, 교실 경영, 교육과정, 교수 등을 포함한 일

반 교육학 지식, 학과 내용지식, 특정 내용에 관한 교수법과 교육과정지식으로 구분

하였다. 

Magnusson과 그의 동료들(1999)는 Tamir(1988)의 업적 위에 교과교육학 지식을 5영

역으로 개념화하였고 그것은 과학교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지식, 과학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포함한 과학교육과정지식, 학생의 학습 어려움의 이해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식, 평가할 과학학습의 차원과 과학학습평가 방법을 포함한 평가의 지식, 그리고 

특정 과학 주제에 맞는 교수방법의 지식이라고 하였다.

Cochran과 그의 동료들(1991)은 교과교육학 지식을 교육학 지식, 내용지식, 학생지

식, 환경적 맥락 지식 등 네 가지의 요소로 정의하며, 이러한 지식의 요소들의 발달

은 서로 연관적이며,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며, 변형적이어서 끊임없는 계속적 과정이

라고 강조하였다.

연구자들마다 교수지식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있지만, 연구자별 

포함시킨 구성요인을 표시하면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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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

학자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교과
교육학
지식

교육
과정
지식

학생
관련
지식

환경
맥락
지식

수행
기술
지식

전문적

이해

Shulman 과
Sykes (1986) O O O O O O O

Shulman(1987) O O O O O O O O

Tamir(1998) O O O O O

Grossman(1990) O O O O O O

Marks(1990) O O O O

Tuan 외(2000) O O

Calsen(1999) O O O O O

Magnusson
외(1999)

O O O O

Cochran 외(1991) O O O O

<표 Ⅱ-5> 교수지식의 구성요인

3) 교수지식의 측정

Schmidt 외(2009)는 기술교육학내용지식(TPACK)이라는 교수지식 측정도구를 개발하

였다. 이 도구는 라이커트 5점 척도의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술지식 6문

항, 내용지식 12문항, 교육학지식 7문항, 교육학내용지식 4문항, 기술교육학지식 5문

항, 기술교육학내용지식 7문항으로 총 7개 영역을 포함한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0.78

에서 0.93으로 나타났다.

KAYA, S. & DAĞ, F. (2013)는 Schmidt 외(2009)의 기술교육학내용지식(TPACK) 도

구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지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는 기존의 측정도

구의 7개 영역 중 내용지식을 수학, 사회, 과학, 문학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총 10개 

영역을 측정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0.77에서 0.88 사이로 나타났다.

박성혜(2003)은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교수법지식, 표현지식, 내용

지식, 평가지식, 학생지식, 교육과정지식을 포함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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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52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라이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

는 0.97로 나타났다.

박승렬(2008)은 교사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문헌(Carlsen, 1991; Grossman, 

1995; Putnam, 1987; Shulman, 1987, 1988)과 관련연구(박성혜, 2003; Leinhardt et al., 

1987; Smith & Neale, 1991; Tuan et al., 2000; Wilson & Wineburg, 1988)를 토대로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과내용지식 4문항, 학생에 관한 지식 

5문항, 교수법지식 5문항, 환경적지식 4문항 등 총 18문항으로 구성되며 라이커트 5

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0.59로 나타났고, 본 도구를 활용한 전재

호, 최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0.945로 나타났다.

박승렬(2008)의 측정도구는 교사지식과 효과적인 수업행동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지식과 수행을 의미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되었고, 교과내용지식, 학생관련지식, 

교수법지식, 환경적지식으로 체계화하여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재호, 

최미정(2011)의 측정도구를 채택하였다.

나. 교수효능감

1) 교수효능감의 개념

RAND 연구진은 Rotter(1966)의 사회학습이론에 근간을 두고, 최초로 교사효능감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RAND 연구진은 교수효능감을 교사가 자신의 수행의 강

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즉, 강화의 통제가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지 혹은 

환경에 좌우되는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학생의 동기와 수행은 교사행

동의 중요한 강화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그들

이 학생의 성취와 동기를 통제하거나 또는 최소한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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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or 외, 1976).

Bandura(1977)는 사회인지이론에 근간을 두고 교사효능감을 개념화 하였다. 그는 

교사효능감을 주어진 성과의 수준에서 자신의 수행역량에 대한 믿음을 구성하는 인

지적 과정인 자기효능감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

이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역량의 수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신념이다. 자기효능

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쏟고, 역경을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견

뎌내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

고과정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Berman 외(1977)는 교사효능감을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을 가

졌다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Ashton과 Webb(1986)은 교사효능감을 학생의 성

취를 도울 수 있는 교사 자신의 신념으로 정의하였으며, Guskey와 Passaro(1994)는 다

루기 어렵고 동기가 낮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교수효능감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아영(2012)은 교사의 교직

에 대한 태도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훌륭한 인성을 가

진 인간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다. 

강경석과 박찬(2013)의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을 학교라는 상황에서 교사가 갖는 신

념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 개

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과 자신감 정도라고 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의 교수수행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6>과 같다.

앞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교수상황에서 효율

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자신의 신념을 

교수효능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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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정의

RAND 연구진

(Armor 외, 1976)

교사가 자신의 수행의 강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즉, 강화의

통제가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지 혹은 환경에 좌우되는지에 대한 믿음

Bandura(1977)
주어진 성과의 수준에서 자신의 수행역량에 대한 믿음을 구성하는 인지적

과정인 자기효능감의 한 유형

Berman 외(1977)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을 가졌다고 믿는 정도

Ashton과

Webb(1986)
학생의 성취를 도울 수 있는 교사 자신의 신념

Guskey와

Passaro(1994)

다루기 어렵고 동기가 낮은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

김아영(2012)

교사의 교직에 대한 태도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훌륭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한 신념

강경석과

박찬(2013)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과 자신감 정도

<표 Ⅱ-6> 교수효능감의 개념

2) 교수효능감의 구성요인

RAND 연구진은‘강화에 대한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의 일반화된 기대감’이라는 

Rotter(1966)의 논문에 영감을 받아 교사효능감을 내적 통제와 외적통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환경의 영향이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능력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그들의 교수활동의 강화가 그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보인다. 이를 통제권한이 외부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정과 공동체의 갈등과 폭력, 

가정에서의 교육에 대한 가치, 학급과 인종,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현실, 학생의 심

리적·감정적·인지적 요구 등이 학생의 동기와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

겨진다. 이러한 외적 요인의 힘에 대한 교사의 신념은 교사와 학교가 가지는 영향력

과 대조된다. 반면, 다루기 어렵고 동기가 낮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교사는 교수활동의 강화가 그들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믿는다. 이를 통제권

한이 내부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은 학생이 학습에의 장애물을 극복하

도록 돕는 전략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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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은 자기효능감을 ‘효능기대감’과 ‘결과기대감’으

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효능기대감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활동

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이는 ‘내가 특정한 업무를 해내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의미한다. 반면, 결과기대감은 기대되는 역량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대

한 개인의 평가이다. 이는 ‘만약 내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업무를 해낸다면, 이것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의미한다.

Gibson과 Dembo(1984)는 RAND 연구진이 제안한 구성요인과 Bandura(1977)가 제안

한 구성요인을 통합하여 ‘개인교수효능감’과 ‘일반교수효능감’으로 제시하였다. 

개인교수효능감은 어떤 교수행위를 수행하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RAND 연구진이 설명한 내적통제와 Bandura(1977)가 설명한 효능기대감을 의미하며, 

일반교수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RAND 연구진이 설명한 외적통제와 Bandura(1977)가 설명한 결과기대감을 의미한다.

3) 교수효능감의 측정

Gibson과 Dembo(1984)는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3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요인은 개인교수효능감과 일반교수효능감인데, 이는 각각 

개인효능감과 결과기대감을 의미한다. 내적일치도계수는 각각 0.75와 0.79로 나타났

다. 이후 Gibson과 Dembo(1984)의 도구는 많은 연구에서 채택되어 활용되었다.

Hoy와 Woolfolk(1993)은 Gibson과 Dembo(1984)의 도구를 요인분석한 결과, 몇몇 문

항이 두 요인 모두에 해당됨을 확인하고, 30문항을 10문항으로 축소하여 제시하였다. 

이 도구는 개인교수효능감과 일반교수효능감이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며, 라이커트 

6점 척도로 측정한다. 내적일치도계수는 0.77과 0.72로 나타났다.

Enochs와 Riggs(1990)은 과학교과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TEBI-B(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라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교수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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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구성요소인 개인교수효능감과 교수결과기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각 13문

항, 8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Enochs, Smith, 그리고 Huinker(2000)는 수학교과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TEBI-B를 발전시켜 MTEBI(Mathematics Teacher Efficacy Belief Instrument)라는 도

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5점 라이커트 척도를 활용하며, STEBI-B와 마찬가지로 

개인교수효능감 13문항과 교수결과기대감 8문항으로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의 내적일치도계수는 개인교수효능감이 0.88, 교수결과기대감이 0.77로 

나타났다. 

Newton 외(2012)는 Enochs 외(2000)의 MTEBI를 채택하여 교수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그는 사전-사후 검증법을 활용하였는데, 사전 측정에서는 내적일치도계수가 개인교수

효능감이 0.82, 교수결과기대감이 0.76이었으며, 사후 측정에서는 개인교수효능감이 

0.87, 교수결과기대감이 0.74로 기존의 내적일치도계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oy와 Woolfolk(1993)의 내적일치도계수는 0.77과 0.72로 높지는 않지만, 수학, 과학 

등 특정교과에 특화되어있는 타 측정도구와 달리 일반적인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또한, 이 도구는 Gibson과 Dembo(1984)의 도구에서 요인분석의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여 재구성한 도구로서 개인교수효능감과 일반교수효능감이 각각 5문항

씩으로 측정이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y와 Woolfolk(1993)의 측정도구를 

채택하였다.

다. 교수동기

1) 교수동기의 개념

동기는 사람의 선호경향과 선택을 바꾼다. 움직임(motion)이라는 어원을 가진 동기

(motivation)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움직인다(move). 동기는 그러므로 에너지

의 한 형태로 여겨질 수 있다. 동기는 사람의 행동이 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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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Bratton 외, 2007)

Sinclair 외(2005)는 동기가 무언가를 하게 하는 의지이고,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

는 행동의 능력에 의해 조건화된다고 하였다. 이 문맥에 사용된 요구는 특정한 결과

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신적, 생리적 결점을 의미한다. 

Chowdhury(2007)는 동기가 행동을 취하게 하는 내적 상태라고 하였다. 충족되지 못

한 요구는 동기의 시작점이고, 개인의 특정한 결점이 행동을 이끄는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인 것이다. 충족되지 못한 요구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긴장을 야기하고, 그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 이러한 긴장을 줄인다. 더욱이 동기를 가진 근

로자는 긴장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긴장이 더 높을수록 더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게 된다. 

Judge and Ilies(2001)은 근로자가 특정한 활동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치있게 여기

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바램이 이를 이끌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

어,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성공하고자 하는 바람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취나 승

진을 위한 바람에 의해 동기를 갖게 된다. 동기는 행동의 역동성과 유기체의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지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동기는 사람이 행동을 취하게 하는 힘이

다. 그러므로 동기는 요구를 가진 시작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요구는 발전하고자하

는 심리적인 상태 또는 기분을 야기한다.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동기의 사슬을 일

시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이상의 학자들의 교수수행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7>과 같다.

학자 정의

Bratton 외 (2007)
사람의 행동이 더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도록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한 형태

Sinclair 외(2005) 무언가를 하게 하는 의지

Chowdhury(2007) 행동을 취하게 하는 내적 상태

Judge and Ilies(2001) 행동의 역동성과 유기체의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지시하는 과정

<표 Ⅱ-7> 동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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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기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유지시키는 심리적 상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수동기는 

교사의 직무동기로서, 교사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며 교수활동을 지속하는 동

기를 의미한다.

2) 교수동기의 구성요인

Kyriacou and Coulthard(2000)는 교수동기를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내적 동

기(intrinsic motivation), 이타적 동기(Altruistic motivation)로 구분한다. 

Olashinde(1972), Lortie(1975), Summerhill과 Myrna(1998), Young(1995)는 교사들이 외

적, 내적, 이타적 동기 중 한 가지 교수동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교수동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외적 동기는 금전적 동기(Mercenary Motivation)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Olashinde, 1972; Young, 1995), 이는 일 자체보다는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부의 

보상 및 급여와 휴가일수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요건과 근무조건에 의해 행동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내적 동기는 어떠한 외재적 목적이나 보상 없이 교수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 즐거

움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을 하려는 동기이다. 즉 직업에 내제된 특성으로서,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개인적 경험, 지적 욕구 등이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학교를 

직장으로 선호하거나 아동을 가르치는 행위를 좋아하고 자신의 전공지식이나 전문성

을 활용하는 것을 즐기는 데서 행동이 기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적 동기는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타인의 성장이나 사회의 발전에 공헌

하고자 교수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교직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직업으로 간주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것을 돕고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

로 발전하는 데에 공헌하고 싶은 욕구로 인해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동기를 구명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Allard, Bransgrove, Cooper, Duncan, & 



- 36 -

MacMillan, 1995; Berg, Reno, & Coker, 1992; Serow, Eaker, & Forrest, 1994; 

Stiegelbauer, 1992; Su, 1994; Weiner, Swearingen, Pagano, & Obi, 1993; Whately, 

1998; Yong, 1995)은 교수동기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이들 

또는 청소년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바람과 애정, 둘째, 타인을 교수하는 것의 가치, 

셋째, 타인을 돕고자 하는 바람, 넷째, 이전 직업에의 불만족, 다섯째, 방학, 급여, 근

로시간 등과 같은 교사직업의 편의와 이점, 여섯째, 상대적으로 쉬운 취직, 일곱째, 

학습과 교수에의 열정 또는 교과목에 대한 지적욕구, 여덟째, 가족이나 학창시절 선

생님으로부터의 영향, 아홉째, 사회적 지위,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이다. 

3) 교수동기의 측정

교수동기는 각 연구들 간에 합의된 조작적 정의도 없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

구도 연구자 마다 각기 상이한 실정이다. 

Richardson과 Watt(2006)은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동기를 밝히기 위해 factors 

influencing teaching choice (FIT-Choice) scale이라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기대-가치 모델에 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인지이론과 교사교육 및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들을 반영하였다. 개인적 활용가치와 사회적 활용가치를 측정하는 37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라이커트 9점 척도이다(Watt과 Richardson, 2007).

Topkaya와 Uztosun(2012)은 Richardson과 Watt과 Richardson(2007)의 FIT-Choice 

scale을 채택하여 터키 영어교사의 교수동기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내적 가치, 개

인적 활용가치, 사회적 활용가치, 개인의 교수능력에 대한 인식, 대안으로서 교사직 

선택, 사회화로부터의 요인 등 여섯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3문항을 사용하였

고, 라이커트 7점 척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0.71이상이었다.

Jean-Louis Berger and Yannick D’'Ascoli. (2012)는 Watt과 Richardson(2007)의 

FIT-Choice scale을 채택하여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 교사의 교수동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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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영문 문항을 독어와 불어로 번안하였고, 미래형 문항을 현재형으로 변경하였

으며, 직업교육훈련은 16세에서 20세 이상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기존 문항

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부분을 ‘청년’으로 수정하였다. 라이커트 9점 척도

는 유지하였고, 사전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추가하여 총 29개 문항의 교

수동기 측정도구 개발하였다. 본 조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0.6이상이었

다.

 JUSTINE(2011)은 교수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라이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수동기의 조작적 정의는 부가적 보상과 직무환경으

로 구분되었는데, 각각 7문항씩 총 14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협의회를 거쳐 

일치성, 연관성, 명확성, 모호성 등을 확인하였고, 내용유효지수(CVI)를 총 문항에서 

유효한 문항개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0.8이라는 유효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사전조사

를 통해 2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검사를 통해 Cronbach’s Alpha 계수가 0.7이상임을 

확인하였다.

Bastick(2000)은 교수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130명의 교사실습생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통해 19가지의 동기를 규명하고 144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신뢰도를 확보

한 13문항을 확정하였다. 반응형식은 라이커트 9점 척도이며, 요인분석 결과 이 도구

는 교수동기의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타적 동기 요인 각각 7문항, 3문항, 3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EIA(Extrinsic, Intrinsic, Altruistic) 검사도구라고 칭하여진다. 

load 값은 0.51에서 0.84였다.

Bastick(2000)의 EIA(Extrinsic, Intrinsic, Altruistic) 검사도구는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개발된 도구로서 신뢰할만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수동기의 조작적 정

의와 일치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타적 동기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stick(2000)의 측정도구를 채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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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관계

가.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

과거 20여 년 동안 교육자들은 교사의 지식과 수행을 측정하는 것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교수수행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교수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

다(Carnegie Forum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1986; The Holmes Group, 1986; 

Darling-Hammond, 2010; Galluzzo, 2005). 

Shulman(1986)은 교사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

시하였다. 그 중 한 가지 질문은 교사의 지식이 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Ball 

과 Bass(2003)은 Shulman의 질문에 더하여 교사의 지식과 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실증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제언하였다. Hill, Rowan, & Ball(2005)는 교사의 교수지식이 교

수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

가 발표된 이후, 이 학자들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교사의 지식이 교

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독려하였다.

Charalambous(2008)의 연구는 교사의 지식과 그들의 과업선택 및 활용 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교재를 결정하고 활용하는 계획에 교사의 지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통찰을 주고자 하였다. 교사의 지식과 교수활동 시 활용하는 시연과 설

명 간의 관계를 입증한 이 연구는 양질의 학습을 지원하는 조건에서 학습내용을 제

시하는 교수활동에 어떻게 지식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과

업과 헌신도,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학습자에게 교사가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교

사가 학습자의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과 학습내용의 통합, 그리고 인지적 도전을 관리

하기 위한 방식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지식을 활용하는

가를 설명하였다.

Hill 외(2008)가 수행한 연구와 동일선상에서 최근의 연구들은 교사의 지식이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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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르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이 연구는 교사가 인지적으로 도전정

신을 자극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지

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Akkuzu(2014)의 최근 연구는 내용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교육실습생은 적절한 예시

를 제공할 수 없고 학생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없음을 보이며, Davis(2003)

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도 교사의 내용지식 부족이 낮은 교수

수행을 이끈다고 밝혀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식이 풍부한 교사일수록 양질의 교재를 결정하고, 

인지적으로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며,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학

습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적합한 예시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질문에 적절히 답할 뿐

만 아니라, 학습자의 도움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보인다. 

이는 교수지식 수준이 높은 교사는 교수수행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나.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관계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수업행동, 새로운 생각에 대한 개방성, 교수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관련 있다(Tschannen-Moran 외, 1998). Bandura(2001)는 자기효능감이 낮은 교

사는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이는 교수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새로운 교수기술을 익히고 실행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Raudenbush, Rowen, & Cheong, 1992),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관리 전략을 가지고 있다(Knoblauch &Woolfolk Hoy, 

2008). 이 외에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교수효능감과 교사의 수업효과성의 정적 상

관관계를 입증하였다.

Ashton,Webb, and Doda (1983)의 연구에 따르면,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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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만 관심을 두며,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성취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Gibson과 Dembo(1984)는 교수효능감의 수준이 교수 상황에서 교사의 노력의 정도

에 영향을 미치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이는 인내심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인교수효능감과 일반교수효능감 두 요인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이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오답과 실수에 더욱 관대하며 높은 인내심을 보였다. 또

한, 이들은 학급을 더 작은 단위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Coladarci(1992)에 따르면, 예비교원 교육과정과 재직연수과정의 예비교사와 현직교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효능감은 교사의 직업에 대한 헌신도 수준과 상관관

계를 보인다고 나타났다. 또한 교수효능감이 교수의 명확성과 열정과도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Emmer와 Hickman(1990)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이 수업관리를 위해 더 긍정적인 전략을 활용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교

사들은 칭찬을 해주고 주위를 환기하고 보상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전략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시간제한이나 처벌과 질책 등의 부적

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김세루와 이규림(2011)은 유아교사의 역할수행이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교사가 생각하는 자신의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교사의 

역할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일과를 계획하고 수

행하며, 동료교사 또는 학부모의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

행할 수 있는가는 기대하는 교수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확신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높은 교수효능감을 보이는 교사는 학생의 성취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

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등 교사의 교수수행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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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가 있다.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교수효능감과 개인교수효능감을 구분하

여 교수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 

우성연(2013)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담당사서의 교수효능감 인식수준과 교수수

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교수수행 정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Allinder(1994)는 개인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다양한 매체와 접근방식을 활용하

고자 하는 의지와 더욱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실행하여 더 효과적으로 가르

치고자 하는 바람 등을 가진다고 나타났다. 교사의 수업 조직 및 계획 수준과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보이는 공정성의 수준 또한 개인교수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Yilmaz (2008)은 6개의 터키 대학교에서 사회교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수효

능감을 측정하고, 교수수행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교수효능감이 

역사적 지식, 교수전략의 선정과 실행, 교수매체의 설계, 수업관리, 학생수행평가 등

을 포함하는 효과적 교수수행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Meijer과 Foster(1988), 그리고 Soodak과 Podell(1993)은 더 높은 개인교수효능감을 

가진 교사일수록 사회경제적지위가 낮은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더욱 배려 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 더욱 동의한다고 하였다.

통합학급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주혜(2008)의 연구에서는 교수수행능력과 교사효능

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수수행능력은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교사효능감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은아(2003)의 연구

에서 또한 교수수행은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김미숙(1999), 유은연(2007)을 포함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일반교수효능감

은 교수수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개인교수효능감은 교수수행

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교수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성

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기 때문에 교수행위를 수행하는 교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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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교수효능감과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인용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높은 교수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낮은 교수효능

감을 가진 교사에 비교하여 더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실행하여 높은 교수수행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수효능감의 두 가지 요인 중 개인교수효능감이 교수수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입증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다.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Brown(2012)은 플로리다 주의 초등학교 예비교사 141명을 대상으로 수학교과에 대

한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교수지식은 예비교사들의 일반수학

과 심화수학 두 과목 교과의 성적으로 측정하였고, 교수효능감은 Bandura(1997)가 정

의한 개인교수효능감과 교수결과기대감을 포함하는 Enoch 외(2000)의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수학 교과의 성적과 교수효능감의 정적 상관관계와(B=1.187, 

b=.201, p=.032), 심화수학 교과의 성적과 교수효능감의 정적 상관관계(B=2.866, b=.191, 

p=.032)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청환(2003)은 초등학교 과학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교육학 지식과 교수효능감

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낮은 수준의 교과교육학 지식을 보인 교사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과교육학 지식을 보인 교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교수효

능감과 자신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인 교수결과기대감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미경(2009)는 수학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수학적 내용지식과 교수

효능감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높은 교수학적 내용지식 수준을 보일수



- 43 -

록 높은 교수효능감을 보였으며,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수학적 내용지식의 필

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지식의 발달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이한규(2009)는 기술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내용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

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교수내용지식이 높은 집단이 교수효능감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별, 교육경력, 수업지도유형의 개인 특성은 교수효능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내용지식의 하위영역 중 교수법지식, 내용표현

지식, 내용지식은 교수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수진(2015)은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내용교수

지식이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효능

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지식을 구성하는 교육의 목표와 본질, 교육과정에 대

한 이해가 향상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Leader-Janssen 외(2013)는 예비교사의 내용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연구

하기 위하여 독해교정과정에 등록한 집단과 등록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

후 검증과 면접법을 활용하여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처치를 통해 내용

지식을 획득한 집단이 교수효능감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여, 두 변인 간의 높은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Newton 외(2012)는 예비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교과 내용지식과 교사효능

감 간에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내용지식은 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두 요인 

중 개인 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결과기대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과내용지식, 교수법지식 등을 포함하는 교

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효능감의 구성

요인인  개인교수효능감과 교수결과기대감 중 교수결과기대감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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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재원(2012)은 교사의 연수경험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도과 정적 관계를 보임을 입증하였다. 교사효능감의 구성요인

을 교수 관련 효능감과 생활지도 관련 효능감으로 정의한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중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

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연수를 기획하고 시행할 때, 교사가 학생 지도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과 믿음이 직무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교사의 사기 진

작과 효능감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한재민과 이윤식(2013)은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이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장학활동이 수업전문성

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미약한 반면, 매개변인인 교사효능감을 통해서는 강한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이 교사

의 수업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방

향을 설정해야한다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현영(2012)은 공과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일반적 강의역량과 교수효과성 지표인 

강의평가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기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개인적 평가인 개인적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교수행위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매개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수학습촉진

과 함께 교수자의 일반적 교수효능감 향상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교수학습 지원프로그램 개발 시 교수자의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고은(2013)은 교사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교사의 수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몰입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한 이 연구에서 인지적 영역에 대한 자기주도학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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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효능감의 매개를 통해서도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서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교사효능감을 매개

로 해서만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의 자기주

도학습능력은 교사효능감을 높이고, 이렇게 높아진 교사효능감은 다시 조직몰입을 높

에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교사의 학습과 관련된 요인이 교수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앞 절에 제시한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교수지식과 교

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이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마.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

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동기와 자기효능감 및 교수수행의 영향관

계를 검증한 연구결과와 일반적 학습상황에서 학업능력과 효능감의 관계에서 동기가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를 통해 교수동기가 교사의 학업능력과 교수효능감의 관

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Locke(2001)의 매개관계모형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교수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동기는 교수수행에 자기효능감과 개인적 목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은 자기효능감과 개인적 목표가 교수수행에 직접적인 결정요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동기의 주요한 요소인 피드백은 자기효능감과 교수수행에 중대한 영

향력을 미친다. 

Bransford 외(2000)에 따르면, 낮은 자기효능감은 뚜렷한 목표의식의 부족, 성장을 

추구하는 능력의 제한, 지속적인 실패와 같은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동기 유발을 포함하는 피드백은 수행목표를 뚜렷하게 하도록 돕고, 자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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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며, 성장하게 함으로써, 교수수행이 향상되도록 한다. 이 요인은 행동을 변

화시키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기효능감을 기반으로 한 피드백을 통해서 교사

는 바람직한 행동을 관찰하고, 따르고, 강화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Batlis 와 Waters(1973)는 기대모형과 학업능력의 관계에서 동기의 조절효과를 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업능력은 자가진단에 의해 이루어져 자기효능감과 일맥상통하

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낮은 동기수준을 보인 학습자보다 높은 동기수준

을 보인 학습자에게서 기대와 능력의 정적 영향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dwards와 Waters(198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누적학점과 자가진단에 의한 학업능

력, 즉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들은 높은 동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낮은 동기를 가진 사람에 비해 더욱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인내심

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연구결과를 설명하였다.

한편, 교수동기의 유사변인인 교직선택동기와 교직희망동기의 하위요인이 교수효능

감 및 수업헌신과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다. 교직선택동

기의 물질적 동기는 교수동기의 하위요인인 외적동기에 상응하며, 교직선택동기의 능

동적 동기는 교수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적동기와 이타적동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남궁미경(2011)은 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교사효능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능동적 동기는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유아의 참여, 수업전략, 학급경영

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고, 그 외에 수동적 동기와 물질적 동기는 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능동적인 동기로 교직을 선

택한 경우, 물질적 동기나 타인의 권유인 수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경우보

다 더 높은 교수효능감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남근과 양윤종(1998)은 교직선택동기를 능동적, 물질적, 수동적 동기로 구분하고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능동적 동기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

경영, 담당업무, 대인관계, 교육연구를 포함하는 직무수행 하위요인과 모두 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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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관계를 보였고, 물질적 동기는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육연구와 부적인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수동적 동기는 직무수행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병임과 홍창남 (2013) 또한 교직선택동기를 능동적, 물질적, 수동적 동기로 구분

하여 수업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능동적 동기는 수업헌신, 학생

헌신, 학교조직헌신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적 동기

는 학교조직헌신에만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동적 동기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숙희(2010)는 교직희망동기와 교사효능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검

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내재적인 교직희망동기를 가진 예비교사들이 외재적 동

기를 가진 예비교사들에 비해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학습 상황에서도 학습에 대해 내재적 동기를 갖고 학습에 임하는 학습자들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경향이 예비교사들의 교직희망동기와 교

사효능감 간에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교수활동 자체가 

좋아서 교사가 되려는 예비교사들이 자기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교사의 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다. 또한, 교수동기의 하위요인 중 외

적 동기에 해당하는 물직적 동기가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에 따른 차이

를 보였으나,  내적동기와 유사변인인 능동적 동기가 교수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가진다는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수동기와 그 하위

요인은 교사의 지식수준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조절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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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교수수행의 수준

원효헌(1998)은 교사의 성별, 경력, 교과특성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교사의 수행수준이 여자교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

력별로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의 수행수준이 5년 미만과 10년 미만인 교사

보다 높았으며 5년 미만과 10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교사의 수행수준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과별로는 예·체능과 교사의 수행수준이 

다른 4개 교과 교사에 비해 높았고, 상대적으로 사회과 교사의 수행수준은 다른 교과

에 비해 낮았으며 국어과, 수학과, 과학과 교사의 수행수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성연(2013)은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담당사서의 교수효능감 인식수준과 교수수

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담당사서의 교수수행 정도가 최종학력 수준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고 경력과 교직이수 여부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서들보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서의 경

우 더 높은 교수수행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아(2003)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개인적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 정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 교수수행 정도는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밝혔다. 20대보다는 30대 교사가, 5년 미만의 교사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사가, 대학을 졸업한 교사보다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가 유의하게 

높은 교수수행 정도를 나타냈다.

이해경 외(2010)는 초등학교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수행을 교수설계, 교수실행, 상호

작용, 교실 분위기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교수실행과 상호작용에서, 연령에 따라서는 교수설계에서, 경력에 

따라서는 상호작용과 교실분위기에서, 연수경험에 따라서는 교수설계와 교실분위기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연령, 학력, 성별, 연수경험, 교과에 따라서 교수수행수준 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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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연구자

영향관계 교수지식-교수수행

Shulman(1986)
Ball 과 Bass(2003)

Hill, Rowan, & Ball(2005)
Charalambous(2008)
Hill 외(2008)
Akkuzu(2014)
Davis(2003)

영향관계 교수효능감-교수수행

Gibson과 Dembo(1984)
Coladarci(1992)

Emmer와 Hickman(1990)
Allinder(1994)
Yilmaz (2008)

Meijer과 Foster(1988)
Soodak과 Podell(1993)
김미숙(1999),
조은아(2003),
유은연(2007)

김세루와 이규림(2011).
김주혜(2008).

영향관계 교수지식-교수효능감

임청환(2003)
이미경(2009)
이한규(2009)
이수진(2015)

Leader-Janssen 외(2013)
Newton 외(2012)

매개효과 교수효능감

유재원(2012)
한재민과 이윤식(2013)

이현영(2012)
이고은(2013)

조절효과 교수동기

Batlis 와 Waters(1973)
Edwards와 Waters(1981)

Locke(2001)
Bransford 외(2000)
강숙희(2010)
남궁미경(2011)

조남근, 양윤종(1998)
최병임, 홍창남(2013)

인구통계학적

변인

교수수행-성별, 연령, 경력,

학력, 교과특성, 교직이수

여부, 연수경험 여부

원효헌(1998)
우성연(2013)
조은아(2003)
이해경 외(2010)

<표 Ⅱ-8> 교수수행,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수동기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경력과 교직이수 여부에 따른 교수수행 수

준의 차이에 대하여는 연구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종합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Ⅱ-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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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분석하

고자 하는 변인은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이며, 앞의 선행연구

의 고찰을 바탕으로 [그림 Ⅲ-1]과 같이 관계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

며,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수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수지

식은 교수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에 있

어서 교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지며,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교수동기와 그 하위요인은 조절효과를 갖는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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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공립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 전체이다. 

교육원과 지역훈련센터와 직업훈련센터 총 38개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구의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노동

부의 직업기술교육훈련부 정보관리시스템(TVETMIS)팀에서 2014년 8월 발행한 통계에 

따르면,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교원인원은 총 1,784명이다. 지역별로는 프놈펜의 교원

인원은 254명, 지방의 교원인원은 1,530명이다.

표집방법은 확률표집방법 중 비율층화군집표집으로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확

률적 표집의 경우 신뢰도에 따른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 규칙이 있으며, 모

집단이 1,800명 이상일 때, 신뢰도를 고려한 적정표집수로 317명이 제시되고 있다

(Krejcie & Morgan, 1970). 따라서, 표본크기가 317명 이상이 되면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 317명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균회수율과 

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목표표집수를 400부로 하였다.

지역에 따라 교수수행 관련 특성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간주하여 비율층화표집에 

따라 프놈펜과 지방의 교원을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프놈펜 대 지방의 교원 비율이 

1:6이므로, 적정표집수 317명 기준으로 프놈펜 45명, 지방 272명을 확보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회수율과 유효자료율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표집수 400명 기준

으로 하여, 프놈펜 57명, 지방 343명을 표집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유의표집을 통해 프놈펜 5개 학교, 지방 13개 학교를 선정하여 설문을 배포하였다. 

실제 회수된 자료는 총 387부이나 결측값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18부로, 지역별로는 프놈펜 57부, 지방 261부였다. 다음 <표 Ⅲ-1>은 본 연구대상의 

모집단과표본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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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단 표본

학교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교명 적정표본 수 배포자료 회수자료 유효자료

전체 38 1,784 18 - 317 400 387 318

지

역

별

프

놈

펜

8 254 5

1.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2. National Technical Training Institute
3. Preah Kossomak Polytechnic Institute
4. Industrial Technical Institute
5. Jvc Technical School & Workshop

45 68 64 57

지

방
30 1,530 13

6. Banteay Meanchey Provincial Training Center
7. Cambodia India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Center
8. Cambodian Thai Skill Development Center
9. Chantiers Ecoles De Formation Professionelle
10. Kompong Chhanng Provincial Training Center
11. Kompong Speu Provincial Training Center
12. Kompong Thom Provincial Training Center
13. Pursat Provinceal Training Center
14. Regional Polytechnic Institute Techo Sen Battambang
15. Regional Polytechnic Institute Techo Sen Kampot
16. Regional Polytechnic Institute Techo Sen Siem Reap
17. Regional Polytechnic Institute Techo Sen Svayrieng
18. Regional Polytechnic Institute Techo Sen Takeo

272 332 323 261

<표 Ⅲ-1> 연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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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교수수행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생관리

테크놀로지기술

13

7

2

2

I-1~13

I-13~20

I-21~22

I-23~24

교수지식

교과내용지식

학생관련지식

교수법지식

환경적지식

4

5

5

4

Ⅱ-1~4

Ⅱ-5~9

Ⅱ-10~14

Ⅱ-15~18

교수효능감
개인교수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5

5

Ⅲ-1~5

Ⅲ-6~10

교수동기

외적동기

내적동기

이타적동기

7

3

3

VI-1~7

VI-8~10

VI-11~13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4 V-1~4

총 문항 53

<표 Ⅲ-2> 조사도구 구성

3. 조사도구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 일반적 

특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표 Ⅲ-2>와 같은 측정도구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는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문항을 선정하였다. 기존 문

항이 한국어인 교수지식 측정도구를 영문으로 우선 번안한 후, 기존 문항이 영문인 교

수수행,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 측정도구와 함께 직업교육 전문가인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받아,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도

록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후 캄보디아 UNESCO의 교육 전문관이 캄보디아어로 번안하

여, 캄보디아 UNESCO의 교육 전문관 3인에게 지시문의 명확성 및 읽기와 반응의 용이

성 등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받았다. 

또한 2015년 2월 16일에서 20일까지 5일 간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 5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여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신뢰도를 검

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도구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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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AMOS 21.0을 활용하였고,  [그림 Ⅲ-2]는 그 결과를 보

여준다.

[그림 Ⅲ-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 RMSEA는 0.081로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고 증분적합지수의 NFI는 0.917, IFI는 0.942, TLI는 0.923, CFI는 0.942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명적합지수의 PRATIO는 0.756, PNFI는 0.694, PCFI

는 0.712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절대적합지수의 카이자승값(x2)은 

182.498(DF=59, p=.000)로 CMIN/DF는 3.093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이자승

값(x2)의 경우 표본의 크기와 다변량 정상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변수가 많을 때 모형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평가

지수가 되지 못한다(Bentler & Bonett, 198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카이자승값(x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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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x2 p>0.05 x2=182.498(DF=59, p=.000) 미적용

CMIN/DF <2.00 3.093 부적합

RMSEA <0.10 0.081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 >0.90 0.917 적합

IFI >0.90 0.942 적합

TLI >0.90 0.923 적합

CFI >0.90 0.942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 >0.50 0.756 적합

PNFI >0.50 0.694 적합

PCFI >0.50 0.712 적합

<표 Ⅲ-3> 요인 적합도 지수

유의미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인분석 모형은 연구의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Ⅲ-3> 참조).

가. 교수수행 측정도구

교수수행은 교수자의 교수활동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기반으로 실제 가르치는 

행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교수맥락 상황 속에서 이를 유효적절하게 수

행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Ingersoll과 Kinman(2002)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생관리, 테크놀로지기술 등 교수수행의 네 가지 요인을 24문항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가평가를 위해 개발된 도구로, 학생이

나 타인에 의한 평가를 위해 개발된 다른 도구들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하다. 내적일치도 계수 또한 0.92 이상으로 매우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Pilot test)에서 교수수

행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2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

였다.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08로 매우 높은 수준

의 신뢰도를 보였다(<표 Ⅲ-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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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예비조사(n=57)

내적일치도(Cronbach α)
본조사(n=318)

내적일치도(Cronbach α)

교수수행 24 0.921 0.908

교수기술 13 0.889 0.843

수업관리 7 0.854 0.802

학생관리 2 0.830 0.694

테크놀로지기술 2 0.774 0.511

<표 Ⅲ-4> 교수수행 변인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나. 교수지식 측정도구

교수지식은 교수자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서, 교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영역의 

사실과 개념에 대한 지식인 교과내용지식, 학생관련지식, 교수법지식, 환경적지식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박승렬(2008)의 교수지식 측정도구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지식 

검사는 관련문헌(Carlsen, 1991; Grossman, 1995; Putnam, 1987; Shulman, 1987, 1988)

과 관련연구(박성혜, 2003; Leinhardt et al., 1987; Smith & Neale, 1991; Tuan et al., 

2000; Wilson & Wineburg, 1988)를 토대로 개발된 도구이다. 또한 교사지식과 효과적

인 수업행동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지식

과 수행을 의미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도구는 교과내용지식 4문항, 학생관련지

식 5문항, 교수법지식 5문항, 환경적지식 4문항으로 총 네 영역 18문항으로 구성되며, 

라이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박승렬(2008)의 연구에서는 0.89

로 나타났고, 본 도구를 활용한 전재호, 최미정(2011)의 연구에서는 0.945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Pilot test)에서 교수지

식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9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

였다.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04로 매우 높은 수준

의 신뢰도를 보였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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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예비조사(n=57)

내적일치도(Cronbach α)

본조사(n=318)

내적일치도(Cronbach α)

교수지식 18 0.899 0.904

교과내용지식 4 0.746 0.764

학생관련지식 5 0.822 0.768

교수법지식 5 0.791 0.776

환경적지식 4 0.698 0.671

<표 Ⅲ-5> 교수지식 변인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다. 교수효능감 측정도구

교수효능감이란 교사가 교수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 교수효능감의 구성요인은 어떤 

교수행위를 수행하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교수효능감과 교사가 학

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인 교수결과기대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Hoy와 Woolfolk(1993)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Gibson과 Dembo(1984)의 도구를 요인분석한 결과, 몇몇 문항이 두 요인 모두에 해당

됨을 확인하고, 30문항을 10문항으로 축소하여 제시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수학, 과

학 등 특정교과에 특화되어있는 타 측정도구와 달리 일반적인 교사효능감을 측정한

다. 개인교수효능감과 일반교수효능감이 각각 5문항씩으로 구성된다. 내적일치도계수

는 0.77과 0.72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Pilot test)에서 교수효

능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0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였

다.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13으로 높은 수준의 신

뢰도를 보였다(<표 Ⅲ-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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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예비조사(n=57)

내적일치도(Cronbach α)

본조사(n=318)

내적일치도(Cronbach α)

교수효능감 10 0.801 0.813

개인교수효능감 5 0.728 0.698

일반교수효능감 5 0.719 0.792

<표 Ⅲ-6> 교수효능감 변인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라. 교수동기 측정도구

교수동기는 교사의 직무동기로, 개인이 어떤 외부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외적동기와 어떤 외부와의 관련 없이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교수활동에 참여하는 내

적 동기, 타인과 사회를 위해 교수활동에 참여하는 이타적 동기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Bastick(2000)의 EIA(Extrinsic, Intrinsic, Altruistic) 검사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개발된 도구로서 신뢰할만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교수동기의 조작적 정의와 일치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이타적 동기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각각 7문항, 3문항, 3

문항으로 총 13문항을 구성되어있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Pilot test)에서 교수수

행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26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조사의 도구로 사용하였

다.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765로 높은 수준의 신뢰

도를 보였다(<표 Ⅲ-7> 참조).

구분 문항
예비조사(n=57)

내적일치도(Cronbach α)

본조사(n=318)

내적일치도(Cronbach α)

교수동기 13 0.826 0.765

외적동기 7 0.800 0.744

내적동기 3 0.783 0.826

이타적동기 3 0.647 0.822

<표 Ⅲ-7> 교수동기 변인 척도의 신뢰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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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경력에 대한 문항을 각 1개씩 총 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성별은 남/여로,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연령은 30 미만, 30대(30~39세), 40대(40~49세), 50대 이상

(50세~)으로, 그리고 경력은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교원 57명을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배포 및 회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분석을 통해 문항 수정 및 제거 과정

을 거쳐 문항을 보완한 후, 최종 질문지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1일간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캄

보디아 노동부 직업기술교육훈련부 교육훈련원 정보관리 담당자가 표본으로 선정된 

18개 직업기술교육훈련원에 협조를 구하였다. 표본으로 선정된 기관 중 프놈펜 내의 

5개 학교에서는 노동부 담당자가 직접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프놈펜 외의 8개 학교에

는 우편을 통해 교장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각 교육기관의 교장이 교원에게 직접 

설문을 배부 및 회수하여 노동부로 송부하였고, 노동부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한 뒤 연구자에게 전달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총 70부를 배포하여 67부(회수율 95.71%)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 설

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57부(유효응답률 85.07%)가 분석에 활용되

었다. 본 조사에서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387부(회수율 96.75%)가 회수되었고, 이 중

에서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69부를 제외한 318부(유효응답률 82.17%)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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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AMOS 21.0를 활용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Window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1 또는 0.0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각 변인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한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고, 통제변인에 따른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 t-test, ANOVA를 활용하였다.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교수동기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관관계분석

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r)를 활용하였으며, Davis(1971)가 제시한 상관정도 판단기

준을 따랐다(<표Ⅲ-8>참조).

 

선형 상관계수 상관정도 해석

1.00 완전한 상관

0.70 이상 매우 높은 상관

0.50~0.69 높은 상관

0.30~0.49 중간 상관

0.10~0.29 낮은 상관

0.01~0.09 매우 낮은 상관

자료: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 NY: Prenstice-Hall.

<표 Ⅲ-8> 피어슨 상관계수(r)에 대한 Davis(1971)의 상관정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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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에서 적용한 통계방법을 가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9>과 같다.

연구문제 통계기법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에 대한 수준은 어떠한가?
-

1-1.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수준은

어떠한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1-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교수수행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t검증, ANOVA

2.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

2-1.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상관관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2-2.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상관관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2-3.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상관관계 분석

단순 회귀분석

3.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4.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동기와 그 하위요인은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

4-1. 교수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4-2. 외적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4-3. 내적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4-4. 이타적동기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위계적 회귀분석

<표 Ⅲ-9> 연구문제별 통계분석 방법



- 63 -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으로 구분되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응답자의 73.9%(235명), 여자가 26.1%(83

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은 30대 미만이 35.2%(112명), 30대가 56.6%(180명), 40

대가 6.6%(21명), 50대 이상이 1.6%(5명)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20대로 나타났다. 학력

은 중졸 이하가 2.5%(8명), 고졸이 1.6%(5명), 전문대졸이 17.6%(56명), 대졸이 

63.8%(203명), 석사 이상이 14.5%(46명)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1년 미만이 8.8%(28명), 

1년 이상 5년 미만이 43.1%(137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8.6%(91명), 10년 이상 20

년 미만이 14.2%(45명), 20년 이상이 5.3%(17명)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235 73.9

여성 83 26.1

연령

30대 미만 112 35.2

30대 180 56.6

40대 21 6.6

50대 이상 5 1.6

학력

중졸 이하 8 2.5

고졸 5 1.6

전문대졸 56 17.6

대졸 203 63.8

석사 이상 46 14.5

경력

1년 미만 28 8.8

1년 이상 5년 미만 137 43.1

5년 이상 10년 미만 91 28.6

10년 이상 20년 미만 45 14.2

20년 이상 17 5.3

전체 318 100.0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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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수준

가. 교수수행의 수준

교수수행 수준은 <표Ⅳ-2>과 같다. 교수수행 측정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반응 가능 범위는 42-120점이다.

교수수행 수준은 120점 만점에 평균 93.05점, 표준 편차 10.76점, 최소값 53점, 최대

값 120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88점이었다. 따라서 교수수행은 보통보

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기술은 13-65점 범위에서 평균 50.69점, 표준편차 6.14

점, 최소값 31점, 최대값 65점으로 나타났으며, 수업관리는 7-35점 범위에서 평균 

27.14점, 표준편차 3.71점, 최소값 14점, 최대값 35점으로 나타났다. 학생관리는 2-10

점 범위에서 평균 7.41점, 표준편차 1.33점, 최소값 4점, 최대값 10점으로 나타났고, 

테크놀로지기술은 2-10점 범위에서 평균 7.81점, 표준편차 1.30점, 최소값 3점, 최대값 

10점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평균값은 교수기술이 3.90점, 수업관리가 3.88점, 학생관

리가 3.70점, 테크놀로지기술이 3.91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수행의 모든 하위요

인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총점평균 환산평균

교수수행 24 93.05 3.88 10.76 53 120 42-120

교수기술 13 50.69 3.90 6.14 31 65 13-65

수업관리 7 27.14 3.88 3.71 14 35 7-35

학생관리 2 7.41 3.70 1.33 4 10 2-10

테크놀로지
기술

2 7.81 3.91 1.30 3 10 2-10

<표 Ⅳ-2> 교수수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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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지식의 수준

교수지식 수준은 <표Ⅳ-3>과 같다. 교수지식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반응 가능 범위는 18-90점이다.

교수지식 수준은 90점 만점에 평균 69.91점, 표준 편차 7.93점, 최소값 40점, 최대값 

90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88점이었다. 따라서 교수지식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과내용지식은 4-20점 범위에서 평균 15.54점, 표준편차 

2.15점, 최소값 8점, 최대값 2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생관련지식은 5-25점 범위에서 

평균 18.78점, 표준편차 2.81점, 최소값 8점, 최대값 25점으로 나타났다. 교수법지식은 

5-25점 범위에서 평균 19.63점, 표준편차 2.38점, 최소값 9점, 최대값 25점으로 나타났

고, 환경적지식은 4-20점 범위에서 평균 15.97점, 표준편차 2.01점, 최소값 11점, 최대

값 20점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평균값은 교과내용지식이 3.88점, 학생관련지식이 

3.76점, 교수법지식이 3.93점, 환경적지식이 3.99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지식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

총점평균 환산평균

교수지식 18 69.91 3.88 7.93 40 90 18-90

교과내용지식 4 15.54 3.88 2.15 8 20 4-20

학생관련지식 5 18.78 3.76 2.81 8 25 5-25

교수법지식 5 19.63 3.93 2.38 9 25 5-25

환경적지식 4 15.97 3.99 2.01 11 20 4-20

<표 Ⅳ-3> 교수지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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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효능감의 수준

교수효능감 수준은 <표Ⅳ-4>과 같다. 교수효능감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

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반응 가능 범위는 10-50점이다.

교수효능감 수준은 50점 만점에 평균 32.65점, 표준 편차 4.75점, 최소값 20점, 최대

값 46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71점이었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은 보통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교수효능감은 5-25점 범위에서 평균 18.62점, 표준편차 

3.72점, 최소값 10점, 최대값 25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교수효능감은 5-25점 범위에

서 평균 18.46점, 표준편차 3.26점, 최소값 8점, 최대값 25점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

평균값은 개인교수효능감이 3.72점, 일반교수효능감이 3.69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
총점평균 환산평균

교수효능감 10 32.65 3.71 4.75 20 46 10-50

개인교수

효능감
5 18.62 3.72 2.59 10 25 5-25

일반교수

효능감
5 18.46 3.69 3.26 8 25 5-25

<표 Ⅳ-4> 교수효능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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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수동기의 수준

교수동기 수준은 <표Ⅳ-5>과 같다. 교수동기 측정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5점 Likert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반응 가능 범위는 13-65점이다.

교수동기 수준은 65점 만점에 평균 42.45점, 표준 편차 6.18점, 최소값 26점, 최대값 

60점으로 나타났으며, 5점 환산평균값은 3.27점이었다. 따라서 교수동기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외적동기는 7-35점 범위에서 평균 18.92점, 표준편차 4.61

점, 최소값 7점, 최대값 32점으로 나타났으며, 내적동기는 3-15점 범위에서 평균 

11.49점, 표준편차 2.09점, 최소값 3점, 최대값 15점으로 나타났고, 이타적동기는 3-15

점 범위에서 평균 12.04점, 표준편차 1.85점, 최소값 6점, 최대값 15점으로 나타났다. 

5점 환산평균값은 외적동기가 2.70점, 내적동기가 3.83점, 이타적동기가 4.01점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교수동기의 하위요인 중 외적동기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내적동기와 이타적동기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반응가능

범위
총점평균 환산평균

교수동기 13 42.45 3.27 6.18 26 60 13-65

외적동기 7 18.92 2.70 4.61 7 32 7-35

내적동기 3 11.49 3.83 2.09 3 15 3-15

이타적동기 3 12.04 4.01 1.85 6 15 3-15

<표 Ⅳ-5> 교수동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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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 분석

1) 성별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

교수수행 수준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남성의 경우 교수수행의 평균이 93.55점으로 여성의 

91.65점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

에 따른 교수수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수수행의 하위요인 중 교수기술의 경우 남성의 평균이 51.00점, 여성의 평균이 

49.82점, 수업관리의 경우 남성이 27.27점, 여성이 26.78점, 학생관리의 경우 남성이 

7.43점 여성이 7.35점, 테크놀로지기술의 경우 남성이 7.86점 여성이 7.70점으로 모든 

하위요인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생관리, 테크놀로지기술에 대해 성별

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교수수행
남성 235 93.55 10.69

1.383
여성 84 91.65 10.90

교수기술
남성 235 51.00 6.12

1.503
여성 84 49.82 6.15

수업관리
남성 235 27.27 3.60

1.024
여성 84 26.78 4.00

학생관리
남성 235 7.43 1.34

0.473
여성 84 7.35 1.30

테크놀로지
기술

남성 235 7.86 1.29
0.941

여성 84 7.70 1.33

**p<0.01, *p<0.05

<표 Ⅳ-6> 성별에 따른 교수수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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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

교수수행 수준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교수수행의 평균점수는 30대 미만이 91.28점, 

30대가 93.66점, 40대가 96.38점, 50대 이상이 97.00점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50대 

이상, 40대, 30대, 30대 미만의 순을 보이지만, 분산분석 결과 F값이 유의 수준 하에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수행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교수기술은 30대 미만이 49.95점, 30

대가 50.89점, 40대가 52.29점, 50대 이상이 53.20점으로 나타났고, 수업관리는 30대 

미만이 26.70점, 30대가 27.27점, 40대가 28.29점, 50대 이상이 27.60점으로 나타났다. 

학생관리는 30대 미만이 7.16점, 30대가 7.53점, 40대가 7.57점, 50대 이상이 8.00점으

로 나타났고, 테크놀로지기술은 30대 미만이 7.47점, 30대가 7.97점, 40대가 8.24점, 50

대 이상이 8.20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따라서 교수수행과 그 하위요인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교수수행

30대 미만 112 91.28 10.63

2.12
30대 180 93.66 10.78
40대 21 96.38 9.99

50대 이상 5 97.00 12.79

교수기술

30대 미만 112 49.95 6.15

1.37
30대 180 50.89 6.16
40대 21 52.29 5.42

50대 이상 5 53.20 7.56

수업관리

30대 미만 112 26.70 3.67

1.31
30대 180 27.27 3.75
40대 21 28.29 3.42

50대 이상 5 27.60 3.91

학생관리

30대 미만 112 7.16 1.24

2.24
30대 180 7.53 1.37
40대 21 7.57 1.40

50대 이상 5 8.00 .71

테크놀로지

기술

30대 미만 112 7.47 1.34

4.404**
30대 180 7.97 1.27 *
40대 21 8.24 1.14

50대 이상 5 8.20 .84
**p<0.01, *p<0.05

<표 Ⅳ-7> 연령에 따른 교수수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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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

교수수행 수준이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교수수행의 평균점수는 고졸 97.60점, 석사 이

상 96.83점, 중졸 이하 93.13점, 대졸 93.11점, 전문대졸 89.3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유의 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집단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

과, 석사 이상의 경우가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교수수행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교수수행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첫째, 교수기술은 고졸 53.40점, 석사 

이상 52.33점, 중졸 이하 52.00점, 대졸 50.62점, 전문대졸 49.1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나, 분산분석 결과 F값이 유의 수준 하에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관리는 석사 이상 28.48점, 고졸 28.40점, 대졸 27.26

점, 중졸 이하 26.75점, 전문대졸 25.5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F검증 결과 유의 수

준 0.01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cheffe사후 검증의 결

과, 석사이상의 경우가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수업관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관리는 석사 이상 7.80점, 대졸 7.50점, 고졸 7.40점, 전문대졸 

6.88점, 중졸 이하 6.5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의 수준 0.01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사후 검증의 결과, 대졸 이상의 경우 전

문대졸의 경우보다 학생관리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테

크놀로지기술은 고졸 8.40점, 석사 이상 8.22점, 중졸 이하 7.88점, 대졸 7.73점, 전문

대졸 7.7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교수수행의 하위요인 중 교수기술과 테크놀로지기술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업관리와 학생관리는 학력에 따른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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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④ ⑤

교수수행

중졸 이하 8 93.13 4.22

3.42**

고졸 5 97.60 7.30

전문대졸 56 89.32 10.09

대졸 203 93.11 11.08

석사 이상 46 96.83 9.92 *

교수기술

중졸 이하 8 52.00 2.88

2.05

고졸 5 53.40 4.77

전문대졸 56 49.16 5.82

대졸 203 50.62 6.34

석사 이상 46 52.33 5.83

수업관리

중졸 이하 8 26.75 1.28

4.39**

고졸 5 28.40 2.61

전문대졸 56 25.57 3.60

대졸 203 27.26 3.74

석사 이상 46 28.48 3.52 **

학생관리

중졸 이하 8 6.50 1.69

4.66**

고졸 5 7.40 1.34

전문대졸 56 6.88 1.25

대졸 203 7.50 1.31 *

석사 이상 46 7.80 1.22 *

테크놀로지
기술

중졸 이하 8 7.88 .83

1.65

고졸 5 8.40 1.14

전문대졸 56 7.71 1.40

대졸 203 7.73 1.31

석사 이상 46 8.22 1.17

**p<0.01, *p<0.05

<표 Ⅳ-8> 학력에 따른 교수수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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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

교수수행 수준이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검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교수수행의 평균점수는 20년 이상 98.06점, 10

년 이상 20년 미만 96.33점, 5년 이상 10년 미만 93.86점, 1년 이상 5년 미만 91.28점, 

1년 미만 90.7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 F값이 유의 수준 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Dunnett T3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가 1년 이상 5

년 미만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교수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수행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첫째, 교수기술은 20년 이상 53.88점, 

10년 이상 20년 미만 51.91점, 5년 이상 10년 미만 51.14점, 1년 이상 5년 미만 49.88

점, 1년 미만 49.2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F검증 결과 0.05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관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28.33점, 20년 이상 

28.29점, 5년 이상 10년 미만 27.40점, 1년 미만 26.64점, 1년 이상 5년 미만 26.5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F검증 결과 0.05 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Dunnett T3 사후검증 결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가 1년 이상 5년 미

만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업관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

생관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8.13점, 20년 이상 7.88점, 5년 이상 10년 미만 7.40점, 

1년 이상 5년 미만 7.21점, 1년 미만 6.9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F값이 유의 수준 

0.01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사후 검증의 결과, 10년 이

상 20년 미만의 경우가 10년 미만의 경우보다 학생관리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01 하에서, 5년 이상 10년 미

만의 경우에는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테크

놀로지기술은 20년 이상 8.00점, 10년 이상 20년 미만 7.96점, 1년 미만 7.93점, 5년 

이상 10년 미만 7.92점, 1년 이상 5년 미만 7.6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수행의 하위요인 중 테크놀로지기술을 제외한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

생관리는 경력에 따른 수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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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Dunnett T3

① ② ③ ④ ⑤

교수수행

1년 미만 28 90.79 10.57

3.43**

1년 이상
5년 미만

137 91.28 9.84

5년 이상
10년 미만 91 93.86 12.94

10년 이상
20년 미만

45 96.33 7.02 **

20년 이상 17 98.06 10.46

교수기술

1년 미만 28 49.25 6.00

2.75*

1년 이상
5년 미만

137 49.88 5.87

5년 이상
10년 미만

91 51.14 7.22

10년 이상
20년 미만 45 51.91 4.04

20년 이상 17 53.88 5.45

수업관리

1년 미만 28 26.64 4.07

2.76*

1년 이상
5년 미만

137 26.54 3.55

5년 이상
10년 미만 91 27.40 4.25

10년 이상
20년 미만

45 28.33 2.35 **

20년 이상 17 28.29 3.37

학생관리
(Scheffe)

1년 미만 28 6.96 1.40

5.74**

1년 이상
5년 미만

137 7.21 1.22

5년 이상
10년 미만 91 7.40 1.38

10년 이상
20년 미만

45 8.13 1.22 ** ** *

20년 이상 17 7.88 1.36

테크놀로지
기술

1년 미만 28 7.93 1.05

0.98

1년 이상
5년 미만 137 7.65 1.23

5년 이상
10년 미만

91 7.92 1.55

10년 이상
20년 미만

45 7.96 .93

20년 이상 17 8.00 1.58

**p<0.01, *p<0.05

<표 Ⅳ-9> 경력에 따른 교수수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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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영향관계

가.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상관관계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

기의 상관관계는 <표 Ⅳ-10>과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교수수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은 교수지식, 교

수효능, 교수동기와 통제변인인 연령, 학력, 경력이었고 성별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 교수수행은 교수지식(r=.806)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수효능

(r=.558)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수동기(r=.388)와 낮은 정적 상관을 보

였다. 그 외 연령(r=.140), 학력(r=.128), 경력(r=.200)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교수수행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교수기술은 교수지식(r=.706)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수효능(r=.508)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수동기

(r=.358)와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외 연령(r=.113), 경력(r=.181)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고, 성별과 학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첫째, 교수기술은 

교수지식(r=.706)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수효능(r=.521)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

관을 보였으며, 교수동기(r=.358)와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외 연령(r=.113), 경력

(r=.181)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고, 성별, 학력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수업관리는 교수지식(r=.760)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수효능

(r=.508)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수동기(r=.397)와 낮은 정적 상관을 보

였다. 그 외 학력(r=.161), 경력(r=.172)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고, 성별, 연령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학생관리는 교수지식(r=.565)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수효능(r=.366), 교수동기(r=.159)와는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외 연령(r=.136), 학력(r=.216), 경력(r=.237)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고, 성별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테크놀로지기술은 교수지식(r=.591)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교수효능(r=.334), 교수동기(r=.224)와는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외 연령(r=.191)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고, 성별, 학력, 경력과는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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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8-1 8-2 8-3 8-4

1. 성별 1

2. 연령 -.165** 1

3. 학력 -.089 .145** 1

4. 경력 -.216** .582** .213** 1

5. 교수지식 -.058 .207** .146** .186** 1

6. 교수효능 .010 .201** .049 .231** .558** 1

7. 교수동기 -.056 .093 .026 .173** .398** .331** 1

8. 교수수행 -.078 .140** .128** .200** .806** .558** .388** 1

8-1. 교수기술 -.084 .113** .068 .181** .706** .521** .358** .943** 1

8-2. 수업관리 -.057 .103 .161** .172** .760** .508** .397** .902** .757** 1

8-3. 학생관리 -.027 .136** .216** .237** .565** .366** .159** .590** .416** .502** 1

8-4. 테크놀로지기술 -.053 .191** .053 .069 .591** .334** .224** .643** .499** .524** .463** 1

*p<0.05, **p<0.01

<표 Ⅳ-10> 통제변인 및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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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를 정확하

게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경력을 통제한 후 교수지식을 독립변인으로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119.936으로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65.2%였다. 독립변인인 교수지식(β=.805, 

p<0.01)은 교수수행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수수행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8.151 　 4.402

성별 -.031 -.547 -.024 -.718

연령 .031 .454 -.086* -2.100

학력 .087 1.542 .000 .014

경력 .157* 2.264 .095* 2.271

교수지식 .805** 23.554

R2(Adj R2) .049(.037) .658(.652)

△R2 .012 .006

F 4.052** 119.936**
*p<0.05, **p<0.01

<표 Ⅳ-11> 교수수행에 대한 교수지식의 단순회귀분석

다.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의 영향관계를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경력을 통제한 후 교수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2>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0.585로 유의수

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31.8%이었다. 독립변인인 교수효능감(β

=.547, p<0.01)은 교수수행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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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수수행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8.151 　 8.953

성별 -.031 -.547 -.068 -1.420

연령 .031 .454 -.026 -.455

학력 .087 1.542 .087 1.824

경력 .157* 2.264 .056 .949

교수효능감 .547** 11.403

R2(Adj R2) .049(.037) .329(.318)

△R2 .012 .011

F 4.052** 30.585**
*p<0.05, **p<0.01

<표 Ⅳ-12> 교수수행에 대한 교수효능감의 단순회귀분석

라.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영향관계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영향관계를 정확

하게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학력, 경력을 통제한 후 교수지식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이 회귀모형의 F값은 3.676으로 유의

수준 0.01에서 유의한 모형이었고 설명량은 32.6%이었다. 독립변인인 교수지식(β

=.539, p<0.01)은 교수효능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수효능감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5.169 　 4.550

성별 .067 1.199 .072 1.514

연령 .104 1.546 .026 .450

학력 .001 .014 -.057 -1.203

경력 .185** 2.685 .143* 2.463

교수지식 .539** 11.320

R2(Adj R2) .064(.052) .337(.326)

△R2 .012 .011

F 5.374** 3.676**
*p<0.05, **p<0.01

<표 Ⅳ-13> 교수효능감에 대한 교수지식의 단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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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지식이 교수수행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서 교수효능감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Kenny의 3단계 중다회

귀분석을 통해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교수지식, 교수효능감과 교수수행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진단결과, Durbim-Watson은 1.751로 정산분포곡선을 나타내는 통계량의 기준값인 2

에 가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공차한계 값은 교수지식이 .689, 교수효능감이 .689로 나타나 0.1 이상

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Kenny의 3단계 중다회귀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회귀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

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 4단계, 

제 2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제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한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매개효과가 있

다고 판단한다.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 

회귀식에서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독립변인이 매개변

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독립변인인 교수지식이 교

수효능감에 유의한 영향(β=.55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를 분석하기 위한 1단계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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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식이 종속변인인 교수수행(β=.806,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2단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수수행에 독립변인인 교수지식(β=.719, p<0.01)과 교수효능감(β

=.157, p<0.01)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3단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독립변수 β값이 3단계에서 독립변수 β값보다 크게 나타나

고 있으므로 교수효능감은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

(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

하면 다음 <표 Ⅳ-14>과 같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adj R2

1단계 교수효능감 교수지식 .558** 11.956 .309

2단계 교수수행 교수지식 .806** 24.223 .649

3단계 교수수행

교수지식 .719** 18.337

.665

교수효능감 .157** 4.004

*p<0.05, **p<0.01

<표 Ⅳ-14>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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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와 그 하위요

인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Durbim-Watson은 1.401로 정산분포곡선을 나타내는 통계량의 기준값인 2에 가

깝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공차한계 값은 교수지식이 .842, 교수동기가 .842로 나타나 0.1 이상의 수치

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1986)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이 모두 연속변수인 경우에는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조절회귀분석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조절변

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제 

2의 독립변인을 의미하며, 조절변인에 따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가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단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제 2단계, 독립변인, 조

절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3단계, 독립변인, 조절

변인, 상호작용변인(독립변인X조절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조절

효과 분석의 마지막 제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

명력(R2)이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 때 제 3단계 회귀모형에서 상호작용변인만 유의하다면 순수 조절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변인과 조절변인 모두 유의하다면 유사 조절변인이다. 또한 조절

변인만 유의하다면 이는 조절변인이라기보다는 독립변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절

변인과 상호작용 변인이 둘 다 유의하지 못하다면 조절변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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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효능감에 교수지식과 교수동기의 상호

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각 모형에서 설명량은 31.1%, 32.5%, 32.6%로 점점 증가하였으나, 제 3단계에서 교

수지식과 교수동기의 상호작용변인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증가한 설명력

(△R2=.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지식과 교수동

기의 상호작용항은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수효능감 (β)

모형1 모형2 모형3

독립변수 교수지식 .558** .507** .358

조절변수 교수동기 .129* -.073

상호작용
교수지식X
교수동기 .296

R2(Adj R2) .311(.309) .325(.321) .326(.320)

△R2 .311** .014* .001

F 142.942** 76.005** 50.724**

*p<0.05, **p<0.01

<표 Ⅳ-15>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

나.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적동기의 조절효과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효능감에 교수지식과 외적동기의 상호

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각 모형에서 설명량은 31.1%, 33.1%, 33.9%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 3

단계에서 교수지식과 외적동기의 상호작용변인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증

가한 설명력(△R2=.008)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적동기는 교

수지식과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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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수효능감 (β)

모형1 모형2 모형3

독립변수 교수지식 .558** .536** .219

조절변수 외적동기 .142** -.566

상호작용
교수지식X
외적동기

.824*

R2(Adj R2) .311(.309) .331(.327) .339(.333)

△R2 .311** .020** .008*

F 142.942** 77.978** 53.768**

*p<0.05, **p<0.01

<표 Ⅳ-16>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외적동기의 조절효과

다.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효능감에 교수지식과 내적동기의 상호

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각 모형에서 설명량은 31.1%, 31.2%, 31.2%로, 3단계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지식과 내적동기의 상호작용항은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수효능감 (β)

모형1 모형2 모형3

독립변수 교수지식 .558** .555** .633**

조절변수 내적동기 .008 .134

상호작용 교수지식X
내적동기

-.175

R2(Adj R2) .311(.309) .312(.307) .312(.305)

△R2 .311** .000 .000

F 142.942** 71.262** 47.441**

*p<0.05, **p<0.01

<표 Ⅳ-17>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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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이타적동기의 조절효과

캄보디아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효능감에 교수지식과 이타적동기의 상

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

다.

각 모형에서 설명량은 31.1%, 31.2%, 31.4%로 점점 증가하였으나, 제 3단계에서 교

수지식과 이타적동기의 상호작용변인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증가한 설명

력(△R2=.00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지식과 이타

적동기의 상호작용항은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교수효능감 (β)

모형1 모형2 모형3

독립변수 교수지식 .558** .552** .773**

조절변수 이타적동기 .013 .311

상호작용
교수지식X
이타적동기 -.448

R2(Adj R2) .311(.309) .312(.307) .314(.307)

△R2 .311** .000 .002

F 142.942** 71.292** 47.906**

*p<0.05, **p<0.01

<표 Ⅳ-18>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이타적동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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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

수동기의 수준에 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수행,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

수동기의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 수준은 5점 환산 시 3.88점이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기술이 3.90점, 수업관리가 3.88점, 학생관리가 3.70점, 테

크놀로지기술이 3.91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위요인을 높은 점수 순으로 나열하면 테크놀로지기술,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

생관리 순이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 수준은 5점 환산 시 3.88점이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과내용지식이 3.88점, 학생관련지식이 3.76점, 교수법지식이 

3.93점, 환경적지식이 3.99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높은 점수 순으로 나열하면 환경적지식, 교수법지식, 교과내용

지식, 학생관련지식 순이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효능감 수준은 5점 환산 시 3.71점이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효능감이 3.72점, 일반교수효능감이 3.69점으로, 전체적으

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높은 점수 순으로 나

열하면 개인교수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순이다.

넷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동기 수준은 5점 환산 시 3.27점이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외적동기가 2.70점, 내적동기가 3.83점, 이타적동기가 4.01점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동기의 하위요인 중 외적동기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

이고, 내적동기와 이타적동기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을 높은 점수 순으로 나열하면 이타적동기, 내적동기, 외적동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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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에 관한 논의

이 연구에서 교수수행 수준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은 성별에 따라 수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남자교사의 수행수준이 여자교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원효헌

(1998)의 연구, 교수수행의 하위요인인 교수실행과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차이를 보였다는 이해경 외(2010)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은 연령에 따라 수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는 교수수행의 하위요인인 교수설계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고 밝힌 이해경 외(2010)와 조은아(2003)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사 이상의 경우가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교수수행이 유의

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 중 수업관리는 석사이상의 경우

가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수업관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관

리는 대졸 이상의 경우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학생관리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은아(2003), 우성연(2013)의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조은아(2003)는 대학을 졸업한 교사보다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가 

유의하게 높은 교수수행 정도를 나타냈다고 밝혔고, 우성연(2013)의 연구 이 연구에서 

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서들보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서의 경우 더 높

은 교수수행 정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은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보

다 유의미하게 높은 교수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 

중 수업관리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보다 유의미

하게 높은 수업관리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관리는 10년 이상 20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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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경우가 10년 미만의 경우보다 학생관리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에 따른 교수수행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여러 선행연구

(이해경 외, 2010; 원효헌, 1998; 조은아, 200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해경 외(2010)는 교수수행 중 상호작용과 교실분위기가 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고 하였고, 원효헌(1998)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가 10년 미만인 교사보

다, 조은아(2003)는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사가 5년 미만의 교사보다 더 높은 교수

수행을 보인다고 하였다.

다.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의 영향관계에 관한 논의

이 연구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은 교수수행에 대해,

교수지식은 교수효능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은 교수수행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Shulman, 1986; Ball & Bass, 2003; Hill, 

Rowan, & Ball, 2005; Charalambous, 2008; Hill 외, 2008; Akkuzu, 2014; Davis, 2003)에 

따르면, 지식이 풍부한 교사일수록 양질의 교재를 결정하고, 인지적으로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학습환경을 구축하며,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학습내용을 제시한다. 또

한, 적합한 예시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질문에 적절히 답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도

움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보인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이

상의 선행연구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며, 교수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수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혀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교수수행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효능감이 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보

이는 노력과 열정, 인내심과 책임감 및 공정성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높은 교수

효능감을 보이는 교사는 더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수방

법을 실행하여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등의 더 높은 교수수행을 보인다는 

많은 선행연구(Tschannen-Moran 외, 1998; Gibson & Dembo, 1984; Coladarci,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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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er & Hickman, 1990; Allinder, 1994; Yilmaz, 2008; Meijer & Foster, 1988; Soodak 

& Podell, 1993; 우성연, 2013; 김미숙, 1999; 조은아, 2003; 유은연, 2007)를 실증적으

로 지지한다. 즉, 자신이 교수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은 교사일수록, 더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실행하여 

높은 교수수행 수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은 교수효능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내용지식, 교수법지식 등을 포함하는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많은 선행연구(Brown, 2012; 임청

환, 2003; 이미경, 2009; 이한규, 2009; Leader-Janssen 외, 2013; Newton 외, 2012)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

한 논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한 결과, 교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학습과 

관련된 요인이 교수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선

행연구(유재원, 2012; 한재민과 이윤식, 2013; 이현영, 2012; 이고은, 2013)를 실증적으

로 지지하며, 교사가 교수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

수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에 관

한 논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

를 검증한 결과, 교수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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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동기수준을 보일수록 교육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효능감에서 또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Batlis 와 Waters, 1973; 

Edwards와 Waters, 1981; Locke, 2001; Bransford 외, 2000)를 바탕으로 동기가 지식과 

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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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

로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에 

대한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및 교수

효능감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

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넷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

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캄보디아 노동부 산하 공립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 전체였으며, 

표집방법은 확률표집방법 중 비율층화군집표집으로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프놈펜 57명, 지방 261명을 포함하여 총 318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질문지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

수동기, 일반적 특성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는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하여 문항을 선정한 뒤 전문가 검토

과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총 70부를 

배포하여 67부(회수율 95.71%)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10부를 제외한 57부(유효응답률 85.07%)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

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활용된 조사도구

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교수수행 0.921, 교수지식 0.899, 교수효능감 0.801, 교수동기 

0.826이었다.

자료의 배포 및 수집은 예비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본 조사는 3월 9일

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387부(회수율 

96.75%)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69부를 제외한 318부

(유효응답률 82.17%)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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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MOS 21.0를 활용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분석하였고, Window SPSS 

18.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1 또는 0.0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의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교수수행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 수준은 5점 환산 시 3.88점 이었으며, 교

수지식 3.88점, 교수효능감 3.71점, 교수동기 3.27점으로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수수행 수준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은 교수지식, 교수효능, 교수동기와 통제변

인인 연령, 학력, 경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별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수행은 교수지식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

고, 교수효능과 중간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교수동기와 낮은 정적 상관을 보

였다. 그 외 연령, 학력, 경력과는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교수지식은 교수효

능감 대해,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은 교수수행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수효능감은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넷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의 조

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수지식과 교수동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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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항은 교수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수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동기의 하위요인이 교수지식과 교수효

능감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가를 구명한 결과, 외적동기, 내적동기, 이타적동기 

중 외적동기만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수행,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교수동기

의 수준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수행의 경우 테

크놀로지기술, 교수기술, 수업관리, 학생관리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지식의 경우, 환경

적지식, 교수법지식, 교과내용지식, 학생관련지식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효능감의 경

우 개인교수효능감, 일반교수효능감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요

인에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동기의 경우, 이타적동기, 

내적동기, 외적동기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타적동기와 내적동기는 보

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외적동기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타인의 성장이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

는 이타적 동기와 교수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내적

동기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방학, 급여, 근로시간 등의 교사직업 편의와 

이점과 같은 외적동기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외적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인식한 교수수행 수준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학력에 대해서는 석사 이상의 경우가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교수수행

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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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교수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무관하게 교수수행 수준은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전 연령에게서 교수수행 수준이 차이 없이 인식됨을 시사하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집단과 오랜 교직생활을 경험한 집단이 특정 분야를 자신의 전문분야로 인식하여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와 관련한 장기간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특징을 반영한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력과 경력이 낮은 집단의 교수수

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은 교수효능감 대해, 교수지식과 교수효능

감은 교수수행에 대해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교

수영역에 대한 내용지식과 학생에 관한 지식, 교육학적 지식, 환경에 관한 지식을 충

분히 갖추고 있고, 자신이 교수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고, 학생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을수록, 실제적 교수맥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교수를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수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지

식과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수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갖는다. 이는 교사가 교수지식을 충

분한 습득하도록 하여 교수수행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교수효능감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 교원 연수를 통해 교수지식 수

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수의 수행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노력이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교수동기와 

그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적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교수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도 외적동기가 

낮을 경우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제한적임 시사하며, 반대로 외적동기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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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과 교수지식,

교수효능감 및 교수동기에 관한 연구 및 실제 현장에서 교수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교수효능감과 교수동기 이외에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를 매개 및 조절

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

었듯이 교수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교수수행에 대한 교수지

식의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수지식과 교수수행의 관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외적동기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이슈는 교사의 역량부족이다. 교사의 외적동기를 증진시킴으로써 교사

의 효능감과 교수수행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교사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재직 교원의 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자질을 갖춘 교원을 교직에 유입시킴으로써 직업기술교육훈련

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력이 낮은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가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받아 교직경력

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 기준 캄보디아의 노동직

업훈련부 산하 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의 전체 교사 중 약 65%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

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 집단과 오랜 교직생활을 경험한 집단

이 높은 교수수행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교원들이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사의 교수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구명

된 교수지식과 교수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캄보디아 노동부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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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위한 예비교사 훈련과 재직 교원 연수에서 교수지식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포

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며, 교사의 효능감을 저해하는 요

소들을 찾기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교원 간 토론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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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erformance, Teaching Knowledge, Teacher Efficacy, 

and Teaching Motivation of TVET's Teachers in Cambodia

Dear Participant:

My name is Sra Kim and I am a graduate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my final project, I am examining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erformance, 

Teaching Knowledge, Teacher Efficacy, and Teaching Motivation of TVET's 

Teachers in Cambodia''. So, I am inviting you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study 

by completing the attached surveys.

The following questionnaire will require approximately 15 minutes to complete. 

There is no compensation for responding nor is there any known risk. In order to 

ensure that all information will remain confidential, please do not include your name. 

If you decide to participate in this project, please answer all questions as honestly as 

possibl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assist me in my educational endeavors. The data 

collected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to improving in-service teacher 

training and teachers' working condition. 

If you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or have questions, please contact me via 

e-mail below.

Sincerely, 

[부록] 설 문 지



- 110 -

# Question SD D UD A SA

1 My instructional plans include opportunities for critical thinking. ① ② ③ ④ ⑤

2 I use multiple methods to teach the same content. ① ② ③ ④ ⑤

3 I teach subject matter in ways that are meaningful to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4 I create effective instructional plans. ① ② ③ ④ ⑤

5 I use multiple methods to motivate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6 I employ teaching techniques that require student problem solving. ① ② ③ ④ ⑤

7 I use other methods of assessment than paper and pencil tests. ① ② ③ ④ ⑤

8 I continue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to grow professionally. ① ② ③ ④ ⑤

9 I consider myself to be a good teacher. ① ② ③ ④ ⑤

10 I create effective assessment instruments to measure learning. ① ② ③ ④ ⑤

11 I am well prepared to teach the content in my area. ① ② ③ ④ ⑤

12 I regularly reflect upon and evaluate my own teaching. ① ② ③ ④ ⑤

13 I am comfortable allowing students to work in collaborative groups. ① ② ③ ④ ⑤

14 I create a safe, orderly classroom environment. ① ② ③ ④ ⑤

15 I apply effective methods to control student misbehavior. ① ② ③ ④ ⑤

16 I respond effectively to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of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17 I respond to needs of students from different backgrounds. ① ② ③ ④ ⑤

18 I am comfortable working with parents. ① ② ③ ④ ⑤

19 I work effectively as part of an instructional planning team. ① ② ③ ④ ⑤

20 I recognize when students fail to understand. ① ② ③ ④ ⑤

21 I understand how children learn. ① ② ③ ④ ⑤

22 I am aware of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children. ① ② ③ ④ ⑤

23 I develop skills in technology in my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24 I use technology and media effectively in my teaching. ① ② ③ ④ ⑤

In the section A, B, and C, questions will be rated by using Likert scale and these 

are as follows; 5=Strongly Agree(SA), 4=Agree(A), 3= Undecided(UD) 2=Disagree(D), and 

1=strongly Disagree(SD). Please tick the appropriate scale cell for your answer. 

Section I. Below are the questions for 'Teaching Performance'. Please tick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r agreement with th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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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SD D UD A SA

1 I know the way to teach the knowledge about the subject content. ① ② ③ ④ ⑤

2 I know the way to create meaningful problem from the subject content. ① ② ③ ④ ⑤

3 I have the recent knowledge about the subject content. ① ② ③ ④ ⑤

4
I know the relation of the subject content with other subjects and the

content of other grades.
① ② ③ ④ ⑤

5
I know each student's physical, social, emotional, cognitive development

stage.
① ② ③ ④ ⑤

6 I know each student's state about knowledge, attitude, and aptitude. ① ② ③ ④ ⑤

7
I know each student's state about strength and weakness, the way to

approach, the pace of study.
① ② ③ ④ ⑤

8 I know each student's progress of academic achievement. ① ② ③ ④ ⑤

9 I know each student's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① ② ③ ④ ⑤

10 I know the general and effective teaching principle. ① ② ③ ④ ⑤

11 I know the teaching methods to motivate student to get interest. ① ② ③ ④ ⑤

12
I know the teaching methods to help student understand the basic

concept.
① ② ③ ④ ⑤

13
I know the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depending on the subject

content.
① ② ③ ④ ⑤

14
I know the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think and study attitude.
① ② ③ ④ ⑤

15
I know the way to cooperate with colleagues to improve my

teaching-learning ability.
① ② ③ ④ ⑤

16 I think in-service training is important to improve teachers' knowledge. ① ② ③ ④ ⑤

17
I know the effective way to arrange lesson time, classroom space, and

teaching materials.
① ② ③ ④ ⑤

18
I think it is important to build the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to

respect each other.
① ② ③ ④ ⑤

Section Ⅱ. Below are the questions for 'Teaching Knowledge'. Please tick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r agreement with th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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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SD D UD A SA

1
The amount a student can learn is primarily related to family

background.
① ② ③ ④ ⑤

2
If students aren't disciplined at home, they aren't likely to accept any

discipline.
① ② ③ ④ ⑤

3 When I really try, I can get through to most difficult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4

A teacher is very limited in what he/she can achieve because a

student's home environment is a large influence on his/her

achievement.

① ② ③ ④ ⑤

5 If parents would do more for their children, I could do more. ① ② ③ ④ ⑤

6
If a student did not remember information I gave in a previous lesson,

I would know how to increase fis/her retention in the next lesson.
① ② ③ ④ ⑤

7
If a student in my class become disruptive and noisy, I feel assured

that I know some techniques to redirect him/her quickly.
① ② ③ ④ ⑤

8

If one of my students couldn't do a class assignment, I would be able

to accurately assess whether the assignment was at the correct level

of difficulty.

① ② ③ ④ ⑤

9
If I really try hard, I can get through to even the most difficult or

unmotivated students.
① ② ③ ④ ⑤

10

When it comes right down to it, a teacher really can't do much

because most of a student's motivation and performance depends on

his or her home environment.

① ② ③ ④ ⑤

Section Ⅲ. Below are the questions for 'Teacher efficacy'. Please tick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r agreement with th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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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SD D UD A SA

1 Teaching is the profession with the most holidays. ① ② ③ ④ ⑤

2 Fees for Teachers' College are affordable. ① ② ③ ④ ⑤

3 I will have enough time to earn extra money. ① ② ③ ④ ⑤

4 It allows me to be a manager. ① ② ③ ④ ⑤

5 It offers job security. ① ② ③ ④ ⑤

6 The salary will be adequate to meet my demands. ① ② ③ ④ ⑤

7 Teachers enjoy good status in the society as a whole. ① ② ③ ④ ⑤

8 It is the profession I have always wanted. ① ② ③ ④ ⑤

9 I wanted to teach. ① ② ③ ④ ⑤

10 I see it as a life-long career. ① ② ③ ④ ⑤

11
I can make a worthwhile contribution to the social development of

others.
① ② ③ ④ ⑤

12
I can make a worthwhile contribution to the academic development of

others.
① ② ③ ④ ⑤

13 I love children. ① ② ③ ④ ⑤

Section VI. Below are the questions for 'Teaching Motivation'. Please tick the number 

that best describes your agreement with the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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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V.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ick the appropriate answer where choices given are applicable. 

1. Sex:

_____① Male  _____② Female

2. Age:

_____① under 30 years  _____② 30~40 years

_____③ 40~50 years  _____④ 50 years and above

3. Education level:

_____① Graduate from Lower secondary or below

_____② Graduate from Upper secondary

_____③ Hold Diploma

_____④ Hold Bachelors

_____⑤ Hold Masters degree and above

4. Teaching Career:

_____① under 1 year  _____② 1~5 years   _____③ 5~10 years

_____④ 10~20 years    _____⑤ 20 years an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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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Performance,

Teaching Knowledge,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Motivation of TVET's Teachers in Cambodia

by Sra Kim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5

Major Advisor: Jin-M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eaching 

performance, teaching knowledge,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motivation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s teachers in Cambodia.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ncludes all teachers who work for TVET 

institutes under the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Through a 

stratified, cluster and proportional sampling, the total number of target sample is 

400, including 57 in Phnom Penh and 343 in other provinces. 5 institutes in 

Phnom Penh and 13 institutes in other provinces were purposively sampled.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5 sections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rd to 30th March 2015. 318 out of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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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 SPSS 21.0 and AMOS 18.0: a)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 difference verification, 

including t-test and ANOVA; and c) sim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lpha levels of 1% or 5% were used to determine significanc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established several major conclusions. First, 

the level of teaching performance, teaching knowledge, teaching efficacy, teaching 

motivation and the sub-factors of TVET's teachers are above average except 

ex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one of sub-factors of teaching 

motivation, is below average. Second, the level of teaching performanc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sex and age, but rather, on education level and 

teaching career. Third, teaching knowledge is a significant statistic variable to 

positively influence teaching efficacy. Both teaching knowledge and teaching 

efficacy show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eaching performance, Forth, 

teaching efficacy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knowledge and teaching performance. Fifth, teaching motivation and two 

sub-factors of it, intrinsic motivation and altruistic motivation, do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knowledge and teaching 

efficacy; however, extrinsic motivation doe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First, a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identify other 

variables mediating or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knowledge 

and teaching performance. Second, an educational policy and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level of teacher’s extrinsic motivation. Third, relatively

low qualified teachers should be supported to attend university to study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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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tain their career as teachers. Fourth, pre and in service training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to include all sub-factors of teaching knowledge. 

Finally, psychology consultation and network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among teachers to help them increase teaching efficacy. 

Key Words: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Teaching 

Performance, Teaching Knowledge, Teaching Efficacy, Teaching Motivation

Student Number: 2012-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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