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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특성화고등학교교사의직업기초능력지도와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인과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년

박 영 도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

장 변혁적 리더십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

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구명하였고

둘째, 특성화고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특성화고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

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으며 넷째,

특성화고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한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

더십의 간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과를 지도하는 모든 교사들이다. 연구를 위

한 표본은 편의상 교사들의 소속학교 계열별 비율을 활용한 유층화 비율표집 방법으로 총 567명

을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에는 잠재변인 직업기

초능력지도,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을 각각 측정하는 관찰변인 및 응답

자 정보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직업기초능력지도 잠재변인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직업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여 직접 개발하였다.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잠재변인 측정도구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를 활용하여 각 관찰변인을 측정하였다. 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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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전문가의 검토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조사, 혹은 이메일을 통해 567

명에게 배포 및 요청하였으나 280명이 응답하여 49.4%의 회수율을 보여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

하다. 응답 교사들의 소속학교 계열이 공업 및 상업·정보계열에 다소 편중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사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신된 질문지 가운데 무응답과 불성실

한 응답이 포함된 22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8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와 AMO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구조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46점(표준편차 0.698)로 중간 이상이었다. 3개의 직업기초능력지도 관찰변인 가운데, 직업기초

능력 이해수준은 평균 3.78점으로 가장 높고,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수준은 평균 3.44점이었으

며,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수준은 평균 3.1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대다수 교사들은

직업기초능력을 대체로 지도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5.7%는 지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 각 관찰변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도 직업기초능력 이해, 수업활용, 평가반영 관찰변인

순으로 다소 감소하였고, 반면 부정적 응답 비율은 그만큼 늘어났다.

교사들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교사의 연령, 담임여부, 직무교육여부, 직급, 담당교과에

따른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60세 이상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30대 교

사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비담임교사의 수준이 담임교사보다 높았고 직무교육 경험이 많은 교

사의 수준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보다 높았다.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관찰변인에서는 보통

교과 교사의 수준이 전공교과(실무) 교사의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성별, 근속년수, 학력, 학교설립유형, 학교계열, 학교소재지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

더십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

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β=.376***), 학교풍토(β=.301**)는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β=.085)

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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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풍토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

기초능력지도와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은 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간 이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의 이해 수준이 실제적인 수업활용과 평가반영 수준

보다는 약간 더 높은 편이다. 또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교사의 연령, 담임여부, 직

무교육 여부, 직급, 담당교과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 근속년수, 학력, 학교설

립유형, 학교계열,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과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간에 타당한 인과적 관계 모형이 설정될 수 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은 직업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관찰변인으로 측정할

수 있고, 교사효능감은 학습몰입, 수업실제, 수업관리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학교풍토는 협력, 학

생관계, 학교자원, 의사결정 및 수업혁신 관찰변인으로 측정 가능하고,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은 교사존중, 솔선수범 및 변화선도 관찰변인으로 측정할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사효능감과 학교풍토는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에 직접적

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직업기초

능력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또한,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추가적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

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잠재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 지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지도,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구조방정식, 매개효과

학  번: 2009-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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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의 성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고교 직업교육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및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으로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과 산업현

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일과 교육 훈련 및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인적자원개발

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된다. 즉, NCS는 기업에게는 현장 수요 기반의 인력채용 및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경력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에

는 훈련과정과 기준 개발, 교수계획 및 매체, 교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격시험기관에는

자격종목의 개편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이다(나승일 외, 2003). 직무능력표준의 핵심인 직업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

초능력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직무능력표준과 직업기초능력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

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나승일 외, 200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65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고용 실태조사

(2004)’에서는 “고졸자의 직무역량이 고졸 채용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졸 취업 활성화

를 위해 고교단계에서 현장활용형 인력양성이 필요하므로 고교단계에서 직업교육 강화가 요구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졸 취업에 미치는 직무역량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5

년 개편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및 직업기초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

하고자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교육부, 2015). 즉,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에 NCS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과과정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토대로 구성한 NCS 대분류와 연계하여 기존 5개 계열을 17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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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군으로 재구조화하였고, NCS 중분류를 활용하여 기준학과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고교 직업교육에서 NCS와 직업기초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직업기

초능력 영역설정 및 성취기준 개발(박동열 외, 2006; 이종범 외, 2008; 임언 외, 2005), 직업기초

능력의 교육과정 반영 및 프로그램 개발(박동열, 2003; 박동열 외, 2005; 박동열 외, 2008; 변숙

영 외, 2008임언 외, 2015; 정철영 외, 1998; 주인중 외, 2010), 인증제 도입 및 진단·평가도구

개발(박동열 외, 2008; 이동임 외, 2000; 정철영 외, 2005; 진미석 외, 2009) 등에 관한 직업기초

능력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프로그램 활용이나 교과과정

반영 등을 다루고 있어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업기

초능력지도 능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았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정교하고 철저한 계획 및 실행뿐만 아

니라 ‘교사’의 변화 관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Jick, 1993), 교사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강영혜, 박소영, 2008). 따라서,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영역을 기반으로 직업기초능력지도를 정의하고,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업기초능력지도 역량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실증적

탐색이 필요하다.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몰입, 직무몰입, 수업지도성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들을 구명한 선행연

구에는 교사효능감(Tschannen-Morgan, Hoy, 2001; Ho, Hau, 2004; 주동범, 2009, 조성웅,

2011; 김인곤, 2015), 학교풍토 및 학교 환경(Chittom, 1990; Stiles, 1993; Freiberg, 1998; 조성

웅, 2011),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곽영지, 2005; 이기형, 2007, 민상기, 나승일, 2010)이 주로 다

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한 선행연구(김인곤, 2015; 박정주, 2011;

이혜란 외, 2011)가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특성 변인과 조직

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조직

특성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학교풍토와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의 관계 구명이 필요한 실

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에 영

향을 끼치는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특성화고등

학교 교사들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역량 증진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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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

장 변혁적 리더십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과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근속년수, 학

력, 직급, 담당교과, 담임여부, 직무교육, 학교 계열, 학교 설립유형, 학교 소재지)에 따른 차이

를 구명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변인간의 타당한 인과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교사

효능감을 매개로한 간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근속년수,

학력, 직급, 담당교과, 담임여부, 직무교육, 학교 계열, 학교 설립유형, 학교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가설 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직업기초

능력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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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는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의 직업기

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로서 기초직업능력과 동일하게 사용된다(나승일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국가직

무능력표준에서는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의 10개 영역을 의

미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나. 직업기초능력지도

직업기초능력지도란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교수활동이다. 이 연구에

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담당교과의 교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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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지도에서의 활용 및 평가반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찰변인은 직업

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으로 설정하고,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의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한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다.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

는 정도이다(Ashton, 1984). 이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은 학습몰입(student engagement), 수업실

제(instruction practices), 수업관리(classroom management)를 관찰변인으로 하며, Tschannen

–Moran와 Hoy(2001)의 교사효능감척도(Teacher's Sense of Teacher Efficacy Scale)를 번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평균을 의미한다.

라. 학교풍토

학교풍토는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기대, 가

치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김기용, 2005). 이 연구에서 학교풍토는 협력(collaboration), 의사결

정(decision making), 수업혁신(instructional innovation), 학생관계(student relations), 학교자원

(school resources)을 관찰변인으로 하며, Johnson, Stevens, Zvoch(2007)의 학교풍토 도구를 번

안, 수정한 도구에 교사가 응답한 점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마.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학교장과 교사가 도덕규범의 수준을 고차원으로 높여주는 방식으로

상호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Burns, 1978). 이 연

구에서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인간존중, 솔선수범, 변화선도를 관찰변인으로 하며, 노종희

(1994)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척도에 응답한 점수

의 평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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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이나 응답교사들의 소속학교

계열이 공업 및 상업 정보계열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 전체 계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

이 있다. 또한, 따라서 질문지 회수율이 낮아 이 연구 결과를 모든 특성화고등학교로 일반화하

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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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직업기초능력의 개념과 영역

가.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능력이란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국립국어원, 2016), 또는 어떤 행위를 실제

로 수행하는 신체적, 심리적인 힘을 말하며, 학습된 것이거나 생득적인 것일 수도 있다(교육학

용어사전, 1994). 즉, 능력(competency)이란 지적 또는 육체적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Tomlinson, 1985), 생산성과 직무보상으로 전환되는 경험, 지식, 소질의 축

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Spenner, 1985; 이무근 외, 1992), 일을 할 수 있는 힘(정진철, 1999)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무엇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있다(Hyland,

1994).

직업능력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Entwistle(1970)은 직업능력(competence)이

란 전문적인 과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이며, 육체적(manual)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인

(intellectual) 능력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Blank(1982)는 직업능력(skill)을 고용주에게 가치

있는 피고용인, 고객 또는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고용주를 만드는 성취이며, 한 사람의 지식,

태도, 근면, 성실, 노력 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가치 있는 수행의 결과라고 하였다.

Tomlinson(1985)은 사무직 혹은 생산직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skill)이며, 직업능력의 획득 여부는 특정 지식과 개념의 소유 여부에 의존한다

고 하였다(정진철, 1999에서 재인용). Jessup(1990)은 직업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표준에 맞도록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job competency)으로, Spenner(1985)는 직업능력(skill)을 인적자원

의 측면에서 생산성, 그리고 수입과 같은 보상으로 전환되는 재능, 지식, 그리고 경험의 축적으

로 보았다(정진철, 1999에서 재인용). Spencer & Spencer(1993)는 직업능력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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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무근 외(1997)는 직업능력이란 ‘특정 직업에서 또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일정한 직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정의하였고 직업능력을 다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였고 직무수행능력은 ‘특정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정철영 외(2000)는 직업기초능력을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하였고, 박동열(2003)은 ‘직종이

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 하였다. 이종범(2008)은

직업기초능력을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으로 대부분의 직업에 전이 가능하며 직무내용 및 직위 변화 등과 같은 직무환

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주인중 외(2010)의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직업의 형태, 직무의 특성 및 역할에 관계없이 직업생활을 성

공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한편, 직업기초능력을 ‘기초직업능력’의 용어로 사용한 연구도 있었다. 이동임 외(2000)는 기

초직업능력을 ‘다양한 산업·직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유하여야 할 직업능력 중 급격한

사회변화, 또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능

력’이라고 하였고, 나승일 외(2003)는 기초직업능력을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라 하였다. 임언 외(2004)

는 반드시 직업생활에 한정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이라 하였으

며 이를 다시 기초능력과 생애능력으로 보았다.

나승일 외(2003) 연구에서 직업능력은 직업인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직업능력을 중심

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하였다. 즉, 직업인을 중심으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

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직업기초능력으로 보았고 직업능력을 중심

으로 볼 때 직업능력은 산업현장의 맥락속에서 기초직업능력,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산

업공통직업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초직업능력이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이

고 공통적인 직업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지적, 정의적, 심

동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고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능력’

으로 보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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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직업능력

작업 상황(context)

+

기초직업능력

성과
(Performance)

필수직업능력 선택직업능력

직무수행능력
직업능력

[그림 Ⅱ-1] 직업능력의 개념적 모형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고용부 산하기관인 SCANS(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일터에서의 노하우(workplace know-how)

로서 기본능력과 직무현장능력으로 구분하고 ‘모든 직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하였고, ASTD(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에서는 ‘Foundation

competencies’의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직업이나 역할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요구

되는 일반적인 역량’이라 하였다. 영국의 QCD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는 직업기초능력을 ‘Key Skills’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OECD의 DeSeCo(Definition &

Selection of Competencies)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competence로 사용하면서 ‘특정맥락의 복잡

한 요구를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

동적 요소를 통해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호주의 Mayer 위원회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Key Compet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무와 기업조직 환경에서 새롭게 발

생될 수 있는 특성(pattern)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라 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아래 <표Ⅱ-1>과 같다.



- 10 -

이와 같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그 의미가 조금씩 상이하나 공통적으

로 직업기초능력은 공통적, 기초적, 근본적,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주인중 외, 2010).

연구자 용어 개념

국내

이무근
외(1997)

직업기초능력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

정철영
외(2000)

직업기초능력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박동열
외(2003)

직업기초능력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이종범
외(2008)

직업기초능력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으로 대부분의 직업에 전이
가능하며 직무내용 및 직위 변화 등과 같은 직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주인중
외(2010)

직업기초능력
직업의 형태, 직무의 특성 및 역할에 관계없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

이동임
외(2000)

기초직업능력
다양한 산업·직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유하여야 할
직업능력 중 급격한 사회변화, 또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능력

나승일
외(2003)

기초직업능력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

임언
외(2004)

기초직업능력
반드시 직업생활에 한정되지 않으며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초능력

국외

SCANS
(1991)

Workplace
know-how

모든 직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ASTD
(1990)

Foundation
competencies

어떤 직업이나 역할에 상관없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역량

QCDA
(2004)

key skills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OECD
(1996)

competence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의미하여, 지식과 인지적·실천적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행동적 요소를
통해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Mayer
Committee
(1992)

key
competency

직무와 기업조직 환경에서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특성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

<표 Ⅱ-1> 국내외 연구자별 직업기초능력 용어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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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개념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 연구가 서로 연계성을 띄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발전적인 양상을 띠고 있지 못하고 다만 ‘능력’이 필요한 맥락에 따라 적합한 정의를 달리

하고 있다(정진철 외, 2015). 또한, 직업기초능력의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

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찬 외, 2015). 즉, 협의의 개념으로의 직업기초능력은 특정 직무

역량과 대비되는 모든 근로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광의의 개념으로의 직업기초

능력은 기업체 근로자가 아닌 일반 성인, 청소년 등 불특정한 대상 집단의 능력에 대한 접근을

의미할 때 주로 활용되는 개념으로 직업기초능력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

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나승일 외, 2011)’로 정의하였다.

나. 직업기초능력의 영역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국내 외 사례와 선행연구들에서는 범 직업인이 성공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다양한 하위 능력들을 제시하고 있다(나승일 외, 2011).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직업기초

능력영역을 도출하였는지혹은어떠한방식을 통해 도출하였는지에따라다소차이를 보인다. 즉,

직업기초능력의 대상을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또흔 실제로 현장

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모두를 포괄하여 범 직업인으로 설정하였

는지에 따라 다르게다루어진다(나승일외, 2011).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무근 외(1997)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소양능력, 대인관계능력, 문

화이해능력’의 7개 영역을 제시하였고, 정철영 외(1998)는 초 중 고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9개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분류하였다. 나승일 외(2003)는 범 직업인

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

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의 10개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종범 외(2008)는

범 직업인을 대상으로 ‘메타 역량군, 직무현장 기초역량군, 과제해결 역량군, 관계관리 역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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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여 역량군’의 5개 역량군, 11개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도출하였다. 주인중 외(2010)는 고

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의 영역을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기술활용능력, 대

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 및 문화이해능력, 자기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은 의사소통능력(외국

어 포함),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소양능력, 대인관계능력의 5개 영역이다(정진철, 201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기초능력 영역분류에서 나승일 외(2003)의 연구를 기반으로 의사소

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

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의 10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국내 선행연구의 직업기초능력 영역

을 종합하면 아래 <표 Ⅱ-2>와 같다.

영역
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나승일 외
(2003)

이종범 외
(2008)

주인중 외
(2010)

의사소통 의사소통
외국어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의사소통

수리 수리 수리 수리 수리활용 수리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

자기개발 - 자기관리및개발 자기개발 자기관리및개발 자기관리,
자기개발

자원활용 - 자원활용 자원관리 자원관리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대인관계
문화이해 대인관계

정보 정보소양 정보 정보 정보활용 정보기술활용

기술 - 기술 기술 기술활용 〃

조직이해 문화이해 조직이해 조직이해 조직이해
변화관리 조직및문화이해

직업윤리 - - 직업윤리 - -

자료: 나승일 외(2003). 기초직업능력 영역설정 및 표준개발(p.62)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 Ⅱ-2> 국내 직업기초능력 영역 종합

국외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직업기초능력 영역은 국가별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제시되고

있으며(이종범 외, 2008),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

리·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다(이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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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CANS는 직업기초능력을 기본능력과 직무현장능력으로 구분하였고 기본능력을 기

초능력, 사고력, 개인적 자질의 3개 영역으로, 직무현장능력은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

보처리능력, 시스템능력, 기술활용능력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ASTD는 직업기초능력을

고용주들이 원하는 근로자의 필요 능력으로 보고 도출하였으며, 기초능력, 기본능력, 의사소통

능력, 적응력, 개인관리능력, 집단능률, 영향력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정철영 외, 2000). 영

국의 QCDA는 직업기초능력을 기초능력과 광범위능력으로 구분하였고 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적용능력, 정보활용능력의 3개 영역과 광범위능력의 자기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

제해결능력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이종범 외, 2008).

호주의 Mayer 교육위원회의 직업기초능력은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조직화 능력, 아이디어와

정보의 의사교환능력, 직무활동의 기획 및 조직 능력, 팀내에서의 타인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

는 능력, 수리적인 아이디어와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활용능력의 7가

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OECD는 ALL(Adult Literacy & Life Skill),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조사연구를 통

해 직업기초능력의 범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기초능력과 직무관련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초능력에는 의사소통능력, 수학능력, 개인내적특성의 3개 영역으로, 직무관

련능력에는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의 3개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한편, 나승일 외(2003)은 직업기초능력의 영역들을 표<Ⅱ-3>과 같이 각각의 하위능력을 제

시하였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능력은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

초 외국어능력으로 분류되며, 수리능력의 하위능력은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

력, 도표작성능력으로 분류되며, 문제해결능력의 하위능력은 사고력, 문제처리능력으로 분류되

며, 자기개발능력의 하위능력은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으로 분류되며, 자원

관리능력의 하위능력은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 관리능력, 인적자원 관리능력으

로 분류되며, 대인관계능력의 하위능력은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

서비스능력으로 분류되며, 정보능력의 하위능력은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으로 분류되며,

기술능력의 하위능력은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으로 분류되며, 조직이해능력

의 하위능력은 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으로 분류되며, 직업윤

리는 근로윤리, 공동체윤리로 분류된다(나승일 외, 2003;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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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 외국어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 관리능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초직업능력 모듈별 학습 프로그램 교수자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표 Ⅱ-3>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하위능력

2.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기초능력 지도

가. 특성화고등학교 개념 및 변화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를 의미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이 정의에 따라 실업계의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특

정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계, 예체능계 분야와 자연 친화적 대안학교까지 포함시키게 되나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분야의 특성화 교육으로 국한하여 ‘특정분야에 소질과 적성,

관심이 있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전문분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특성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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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옥준필, 1998)’,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초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류성희, 2007)’라고 정

의하고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계고등학

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분류하고,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

학교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포함시켰다. 또한, ‘고등

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2010년, 관계부처 합동)’에서 교육청 지원형·정부부처 연계형 산학협

력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체제 개편,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재배치, 진학위주의 교육과정에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취업기능을 강화한 교육과정 운영,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재정지

원 및 평가관리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제도는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

육개혁 방안(II)'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게 고등학

교 단계부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 통신

고, 대중 음악고 등과 같이 다양한 전문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초의 특성화고로 1998년 3월에 부산디자인고등학교가 개교된 이래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나승일 외, 2007)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기초교육 및 취업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산업현장에 근무하면서 직업교육을 이수하거나 선취

업 후진학 정책을 활용하여 보다 심화된 전공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IMF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동일계 특별전형제 도입(2005년)

및 수능 직업탐구영역 신설(2005년) 등의 대입정책과 고등교육기관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고등

교육 기회의 확대 등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45.1%)보다 진학

률(49.8%)이 더 높아지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진학률(72.4%)이 취업률(19.2%)보다 압도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표 Ⅱ-4> 참조).

이와 같은 현상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나승일 외, 2007;

장명희 외, 2010, 최동선 외, 2014) 무분별한 대학 진학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과잉학력으로

인한 취업미스매칭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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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졸업자 수 진학 취업
진학자 비율 취업자 비율

1990 274,150 22,710 8.3 210,113 76.6

2000 291,047 122,170 42.0 149,543 51.4

2002 231,127 115,103 49.8 104,138 45.1

2005 170,259 115,164 67.6 47,227 27.7

2010 156,069 111,041 72.4 29,916 19.2

2015 100,941 36,028 35.7 46,760 46.3

자료 : 교육통계연보. (2015). 교육통계서비스(http://ceri.kedi.re.kr/index)에서 재구성

<표 Ⅱ-4>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

2008년 MB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활성화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0)’에서 전문계고 체제 개편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방안에는 직업교육 분야의 특수목적고인 마이스터고를 취업

선도모델로 정착, 기존 691개의 전문계고를 50개 마이스터고 및 350개 특성화고로 개편하여 정

예화하여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확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교육희

망사다리구축(2010)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원 및 교육비 전액을 지원, 취업

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先취업 後진학 체제 구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핵심국정과제로 삼고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갔으며 교육부 주도로 공공기관·지방정부·

공기업·대기업과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간 채용협약 체결,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고졸자 채용’

을 포함하여 국가차원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선취업 후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우선 취업하여 직업경력을 쌓은 후 진학하여 학위

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등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0).

정부의 고졸 취업 및 후진학 활성화 정책의 노력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 고

졸 취업률이 2009년 16.7%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개편된 2010년 이후부터는 취업이 해마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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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Ⅱ-4>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 및 취업률 변화 참조).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개편을 통한 교육정책의 성과와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 운영의 성과가 단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취업률에 대한 양적인 측

면은 증가에 반하여 전공과 동일한 취업, 학력에 따른 임금체계, 고졸승진, 고졸사원 기피 등의

문제로 취업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취업의 질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가 지적되고 있다(하영만, 2014).

나.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기초능력

1)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도입

이무근 외(1997)의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국내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직업기초능력을 고교 직업교육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계속되었다. 정

부 정책으로 특성화고에 직업기초능력 교육이 도입된 것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시도교육

청 평가항목에 2003년부터 ‘직업기초능력교육 강화’ 항목이 추가되면서부터이다(시 도교육청 평

가위원회, 2003).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일반업무 분야의 평생 직업교육 영역에서 실업계

고교의 직업기초능력교육 강화 항목이 신설(배점 4점)되었고, 평가지표로는 직업기초능력 강화

노력(배점 1점), 실업계 고교의 교수-학습 개선 노력(배점 2점), 학교급간 연계 강화(배점 1점)

이 설정되었다(시 도교육청 평가위원회, 2003). 2005년 시 도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체

로 거의 모든 교육청이 교수학습의 개선, 기초학력 제고, 학생들의 흥미 소질 계발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실업계고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기초능력지도과정을 개설하여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동 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기초능력 지도방법을 모색하고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 지도방안을 학교 행사,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자신의

학교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는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MB정부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년)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상의 직업기초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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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직무능

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구축을 세부 이행과제로 제시하여,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중심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3). 이를 위해 2015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

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 NCS 기반 교육과정에는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산업계 인사 참여,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NCS 기반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고교 직업교육 부문을 일반교육과 구분, 현행 계열 및 기준학과를

NCS 기반 18개 교과군으로 재구조화, NCS 학습모듈 보급, 실제 직무중심 평가체제로 평가활

동 등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2013년도에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충남기계공

업고등학교 등의 3개교가 이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고,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5).

2) 특성화고 졸업자의 직업기초능력 성취수준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국내 연구에서 연구자별로 관점에 따라 3단계∼7단계로 제시되고 있다

(이종범 외, 2008). 이무근 외(1997)는 5단계로, 정철영 외(2000)와 이동임 외(2000), 나승일 외

(2003)은 3단계로, 이동임 외(2007)은 7단계로 제시하였다. 수준설정 준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나승일 외(2003)은 직무능력표준의 개념과 연계된다. 또한, 국외 사례에서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업무과 관련된 지식 기술의 활용 수준과 업무수행과정 및 업무환경

의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3단계∼8단계로 제시되고 있다(이종범 외, 2008). 미국 SCANS(2000)

는 5단계, 캐나다 HRDC(2007)는 4단계 또는 5단계, 잉글랜드 QCA(2004)는 3단계 또는 4단계,

스코틀랜드 SQA(2003)는 5단계, 호주 Mayer위원회(1991)는 3단계로 제시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각 영역별 성취수준을 상 중 하의 3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성

취수준은 학력과 관련된다. 즉, ‘상’은 4년제 대졸자 수준, ‘중’은 2년제 대졸자 수준, ‘하’는 고등

학교 졸업자 수준을 의미한다(나승일 외, 2007).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능력의 ‘하’ 수준은 일반

적인 직장생활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간단하게 의사표현을 하는데 반해, ‘중’ 수준은 정보를 요

약하고 주제에 맞게 의사표현을 하고, ‘상’ 수준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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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특성화고 졸업자에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성취수준은 <표

Ⅱ-5>와 같다.

영역 성취수준

의사소통능력
직장생활에서 지시문, 메모와 같은 간단한 내용의 문서를 읽거나 작성함으로써
정보를 이해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간단한 상황에서 이해하기 쉽게 의사를
표현한다.

수리능력
직장생활에서 덧셈, 뺄셈과 같은 간단한 사칙연산을 하고, 연산 결과를 확인
한다.

문제해결능력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기까지 적절한 기존의 문제해결방
식을 이용한다.

자기개발능력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지시된 역할 및 목표를 확인
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 및 주위환경의 특성을 확인한다.

자원관리능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확보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활용
계획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계획에 따라서 할당한다.

대인관계능력
팀구성원으로서 팀의 목표를 확인하고, 팀의 업무 특성을 파악하며, 업무수
행과정에서의 갈등상황을 확인하고, 지시받은 협상전략에 따라 협상에 임하
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능력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컴퓨터가 필요한 일부분에서 이용하여 수집하고 활용
목적에 따라 분석하며 제한된 방법으로 조직하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컴퓨터가 필요한 일부분에서 컴퓨터를 활용한다.

기술능력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기술을 이해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기술을 선택하
여, 한 가지 상황에 기술을 적용한다.

조직이해능력
직장생활에서 일반적인 국제동향을 이해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 체제를 이해
하며, 조직의 운영을 이해한다.

직업윤리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가?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NCS홈페이지(http://ncs.go.kr)의 기초직업능력 모듈프로그램을 재구성

<표 Ⅱ-5> 특성화고 졸업자의 직업기초능력 영역별 성취수준

3)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교육 및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각각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NCS홈페이지(http://ncs.go.kr) 일반자

료실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직업기초능력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표Ⅱ-6>과 같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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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초능력 영역별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자용 매뉴얼에서는 지도지침과 지도실제의

2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지침 단원에는 성취수준과 교육내용 및 소요시간, 효과적인

교수방법, 학습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지도실제 단원에는 각 영역별 및 하위능

력별로 사례와 활동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 자료는 서울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연도 참여 연구자 교재명

2007 나승일, 서우석, 김진실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의사소통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7 나승일, 정철영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수리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7 나승일, 서우석, 김진모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문제해결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6 나승일, 장석민, 정철영, 서우석,
김진모, 김재훈, 김진실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자기개발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6 나승일, 장석민, 정철영, 서우석,
김진모, 김재훈, 김진실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자원관리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7 나승일, 장석민, 정철영, 서우석,
김진모, 김재훈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대인관계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6 나승일, 장석민, 정철영, 서우석,
김진모, 김재훈, 김진실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정보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7 나승일, 장석민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기술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7 나승일, 김진모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조직이해능력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2007 나승일, 장석민 기초직업능력 프로그램-직업윤리
교수자용 매뉴얼 및 학습자용 워크북

<표 Ⅱ-6>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기초능력 학습 모듈 프로그램

또한,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 홈페이지(http://teenup.or.kr) 정보마당에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해 일반교과와 전공교과에 관련된 학습방법 및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직업기초능력평가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교사 및 학생들

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역별 개념 이해로부터 실제 활동의 범위까지 연구·개발된

것으로서, 고졸 신입사원들이 실제 취업 후 경험할 수 있는 직무 상황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

과 체험을 통해 직업기초능력평가의 3개 능력군(기초능력군, 업무처리능력군, 직장적응능력군)

중 기초능력군에 해당되는 의사소통 국어·영어영역, 수리활용영역과 더불어 전공 교과 관련된

학습 자료이다(교육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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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 자료는 각 분야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반의 사례 수집을 통한 25개 직무상황(에피소드)을 동영상 혹은 애니메이션

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각 직무 상황은 의사소통 국어·영여, 수리활용 문제 상황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자료는 <표Ⅱ-7>

과 같다.

에피소드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헤어샵 직원 자기소개서 작성 외국인 손님 응대 일일 매출정산

한식당 3rd cook HACCP 선행요건 조사 뷔페 메인 메뉴 선정 요리 재료 주문

플로워리스트 화초 List 작성 외국인 손님 응대 꽃다발 만들기

공정개발팀 사원 경위서 작성 AS 요청 메일 작성 생산성 향상방안 탐색

인테리어 회사 사원 책상 인테리어자료 조사 페인트 작업지시 계단 설치 계획 수립

전기설비 회사 사원 교육참가계획서 작성 해외 엔지니어링 공항
픽업 전기 제어화면 디자인

앱 개발자 앱 개발 기획서 작성 영문 앱 설명서 작성 견적서 가격 조정

과수원 자영농 포도 재배 용어 정리 과수원 영문홍보물
작성 예상 매출액 계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 견학 안내문 작성 행사장 영문표지판
작성 사업 진행사항 점검

가공식품 제조회사 사원 제품개선 기획안 작성 외국인 동료
오리엔테이션 신제품 원료 주문

<표 Ⅱ-7>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자료(예시)

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평가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제

이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평가연구’(교

육과정평가원, 2013)이며, ‘학업성취도와 교육체제의 주요 측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며, 학교의 책무성을 밝히고 촉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체제’이다(박대휘,

안효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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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 연도별 변화 추이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 교육과정

의 정착 정도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며 학업성취도와 교육맥락변

인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장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

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2012).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 목표와 내용을 얼마나

성취하였는지 평가하여 학업 성취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교육 목표 도달 정

도와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기초학력 미달자를 파악하여 보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별 결과통지와 학교별 공시로 이루어진다. 학생별로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및 성취수준별 상세정보가 통지되며 학교별로는 응

시현황, 평가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향상도가 학교알리미

홈페이지(www.schoolinfo.go.kr)에 공지된다.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급과 같은 상대평가 지표와

달리,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취 수준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산출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국가 및 시·도의 교육정책 수립, 학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기초자료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

한 정책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즉, 교육부는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바

탕으로 2016년에는 기초학력 지원 교육프로그램인 두드림학교를 전년 대비 100개교 이상 추가 지

정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중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상 도움이필요한학생에 대한 지원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교육부, 2015).

세계 각국은 국가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학교 환경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규모 학업성취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9년부터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 NAEP)를 실시하였고 2002

년도에는 NCLB(No Child Left Behind)를 공표함으로써 학생의 성취수준과 학교교육의 책무성

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표준성취도검사(Standard Attainment Test: SATs)를 통해 2학

년(7세), 6학년(11세), 9학년(14세)의 3단계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일본

은 전국학력·학습 상황 조사를 소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에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를 점

검하고 있다(정은영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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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8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형태의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학업성취도평가가 공시 대상이 되면서 전집형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

되었다. 2016년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전체 중학교 3학년과 일반고, 자율고, 마이스터

고를 제외한 특수목적고, 직업계열을 제외한 특성화고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되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이화

진 외, 2011)되어 왔다. 이는 실제 2008년부터 도입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살

펴볼 수 있는 데, 평가 결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구 전문계고)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에 비

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이화진 외, 2011)으로 나타났다(<표 Ⅱ-8> 특성화고 기초학

력 미달 현황 및 <표 Ⅱ-9> 학교급별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참조).

이에 교육과학기술부(2012.2)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국어, 영
어, 수학 교과 보정교육 프로그램 및 진단 평가도구 개발하는 한편, 학습관리 시스템 개발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상의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이트(http://www.hijump.or.kr)를 운

영 중에 있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일반고(%) 8.9 5.9 4.0

특성화고(%) 35.7 18.5 19.2

자료 : 교육과정평가원(2012).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성과 분석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지원 체제.

<표 Ⅱ-8> 특성화고 기초학력 미달 현황(2008~2010)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전체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기초학력
이상 579,775 95.8% 559,166 84.7% 433,357 90.9% 91,914 59.5% 1,664212 87.7%

기초학력
미달 25.335 4.2% 101,064 15.3% 43,458 9.1% 62,633 40.5% 232,490 12.3%

전체 605,11 100% 660,23 100% 476,815 100% 154,547 100% 1,896,702 100%

자료 : 교육과정평가원(2012).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성과 분석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지원 체제.

<표 Ⅱ-9> 학교급별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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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는 별도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은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직

업기초능력과 전공기초지식의 숙련, 기술, 습득을 통한 (예비)직업인 양성’이며 교육이수 후 진

학․취업을 병행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을 반영한 ‘차별화된 기초학력의 개념 및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기초학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박동열 외, 2009)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

는 새로운 도구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개발하였다.

직업기초능력평가(Teen Up: Test for Enhanced Employ ability & Upgraded Proficiency)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다. 첫째,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여 노동시장에 진입의 신호기제로 활용하고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

육에 부합하는 평가제도를 만들어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

가를 대체하는 것이다(노국향, 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비교하면

<표 Ⅱ-10>과 같다.

구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 목적
- 학업성취수준 파악
-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과정 개선
-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보정교육 실시

-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평가하여
노동시장 진입의 신호기제로 활용
-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대체

평가 대상
(시기)

중3학년(6월)
일반계고 2학년(6월)

특성화고 2학년(12월)

평가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 문제해결, 직무적응

평가 범위
중1∼중3학년 1학기
고1 전과정

-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문항 유형 선다형, 서답형 선다형, 서답형, drag & drop

평가 결과
학생: 교과별 성취수준(4단계)
학교: 교과별 성취수준(3단계) 비율, 교과별

향상도(고)

학생: 영역별 등급(5등급) 또는 점수(5∼1점)
학교: 영역별 성취수준 비율

평가 방식 절대평가(준거참조평가) 절대평가(준거참조평가)

시행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표 Ⅱ-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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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산업계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주관기관으로 민간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선정하였으며 직업

능력개발원에서 교육과 연구를 지원토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그림 Ⅱ-2]와 같이 직업기초능력을 기초능력군과 업무처리능력군, 직장

적응능력군의 3개 능력군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기초능력군은 모든 업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인지능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

리활용이 여기에 속한다. 업무처리능력군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능력,

혹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전공과 관련된 지식은 교과서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전공

의 공통교과 뿐만 아니라, 내용전문가들에 의해서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들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적응군은 2015년 연구를 통해 평가틀이

개발되었는데, 주로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 이직,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Ⅱ-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영역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16). http://www.teenup.or.kr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평가 문항의 특성이나 형식면에서 학업성취도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문항의 유형이 지식이나 개념을 ‘아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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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둔다. 이는 실제 직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들이 지식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거나 주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

행하는 능력을 요구한다는 직무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 컴퓨터를 활용

한 인터넷 기반 시험(ICBT: Internet-Computer Based Test)이므로 지필형 시험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듣기-동영상/음성문항, 끌어다놓기(Drag & Drop)형 문항, 콤보박스 문항, 직접 입력형

문항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문항 유형을 활용하고 있다. 능력군에 따른 평가영역, 평가구인은

<표Ⅱ-11>와 같다.

평가군 평가영역 평가구인

기초능력군

의사소통 국어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의사소통 영어
직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전달되는 간단한

문자정보나 음성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수리활용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지식이나 개념을 활용하여

계산을 수행하고, 수리적 정보를 해석 혹은 추론하는 능력

업무처리군 문제해결
동일 혹은 유사 계열의 직업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기초능력군 직무적응
(2015년 도입)

직장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적 요소(대인관계능력,

문화이해능력, 조직이해능력, 변화관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16). http://www.teenup.or.kr

<표 Ⅱ-11>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 설계

평과 결과는 학생별 결과통지와 학교별 공지로 이루어진다. 학생의 성취수준은 의사소통 국

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영역은 등급(1∼5등급)으로, 직무적응영역은 점수(5∼1점)

로 산출되어 제공된다. 또한 학교별로는 영역별로 전국학생들의 비율과 학교 학생들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보고서가 배포된다. 또한 학생별 결과통지는 인증서 형태로 개별 응시자들

에게 배포되며 동 인증서를 기업에서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평가 홈페이지에

서는 인증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는 NCS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NCS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과 상이한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노국향 외, 2014). 즉,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의 5

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NCS의 직업기초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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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의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NCS 직업기초능력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일선 현장에서의 발

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에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평가틀을 개정

하였다. 2013년 개정된 직업기초능력평가 평가틀에서는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영역 평가틀을 개정하여 NCS 직업기초능력과 연계를 시도하였

고, 직장적응 평가영역을 신설하여 NCS 직업기초능력 중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

발능력을 평가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직업기초능력평가틀을 일방적으로 NCS에 맞추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평가로서의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노국향 외, 2014)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고, 직업기초능력평가의 평가구인과 NCS 직업기초능

력의 성취수준 간의 관계가 정의되지 않았다.

라. 직업기초능력 관련 선행 연구 

1) 직업기초능력 연구주제별 문헌 연구

직업기초능력의 선행연구들은 직업기초능력 진단 평가 및 도구 개발, 교수학습 관련, 활용

관련 연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류지은 외, 2016).

직업기초능력 평가·인증 또한 직업기초능력 개발의 중요한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직업기초능력 인증으로 구분된다. 평가는 중등교육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측정하기 위해 대두되었고, 인증은 중등교육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보유

수준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추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었다(이찬 외, 2015). 수준을 측

정하는 연구의 경우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박영민, 2007; 안광식, 2006;

우상호 외, 2005)이 있었고,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 개발 연구(박동열 외, 2008; 이

종범 외, 2008)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은 보통교과(양영근, 정원희, 2014; 임언 외, 2015; 정철

영 외, 1998), 전문교과(배은영, 2003; 이병찬, 배은영, 2004; 이종성, 정향진, 2001; 정철영 외,

2005)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교과에서의 교수·학습방안은 문제해결법, 사례

학습법, 모듈식 프로그램 등이 있다(박동열 외, 2005; 박동열 외 2006; 이종성, 정향진, 2001; 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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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외, 2005). 비교과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방안은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활

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비교과 지도 발전방안으로 현장실

습 강화, 인턴십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변숙영, 2008; 이종성, 정향진, 2002; 정철영 외, 1998).

직업기초능력 활용과 관련하여 기초직업능력표준의 제도화 연구(나승일 외, 2008), 기초직업

능력 자격화 연구(나승일 외,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직업기초능력 지원방안 연구(변숙영, 이

수경, 2011), 중등직업교육 단계에서 효과적인 직업기초능력 지도, 평가 및 활용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이찬 외, 2015)가 있었다.

2) 특성화고 대상의 직업기초능력 연구

직업기초능력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성인과 직업계 고등학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직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교수학습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류지은 외, 2016). 아울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과 증진에 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박영민(2007)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대한 전문교과 담당 교사의 인

식은 모든 직업기초능력 영역에서 보통 이하였으며 직업기초능력의 영역 중 기술 능력이 가장

높은 인식치를 나타내었고, 조직이해능력이 가장 낮다고 하였다.

안광식(2006)은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중 영어문서이해능력의 수

준과 중요도는 낮은 반면 한자와 경청능력의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기초능력 향상

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습득해야할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

상호 외(2005)는 공업계고등학교 전문교과 담당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수

준은 모든 영역에서 보통이하의 수준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윤형한 외(2013)의 직업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역할 분담 방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모든 직

업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평가는 요구 정도에 못미치는 수준(3점 미만)

이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기업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기초능력은 ‘외국

어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이건남(2003)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대하여 교사들은 대체적

으로 보통이하로 인식하고 있어 직업기초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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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2002)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에서 교사들

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이 전 영역에 걸쳐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가장 부족한 영역부터 제시하면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자원활용능력, 의

사소통능력, 기술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이라고 하였다. 이장희 외

(2008)은 상업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인식 수준 실태조사에서 두 가지

계열의 학교 학생들 모두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수방법에 대한

만족,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학생들의 직업

기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언 외(2015)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특성

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으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

계 능력’, ‘자기개발능력’ 순으로 응답하였다.

권영란(2007)은 상업계 고교 졸업자가 취업시 가장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사와 기업

의 인식차이를 연구하였는데 교사는 자기관리및개발능력-문제해결능력-대인관계능력-의사소통

능력-정보능력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며 기업 실무자는 자기관리및개발능력-대인관

계능력-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정보능력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박동열 외(2010)는 전문계 고졸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

가 인식한 전문계고 졸업인력의 가장 부족한 능력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전문계고 졸업인력에게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 및 자신감, 의사소통능력 또는 자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반

적으로 응답자들은 도구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교육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국제문화이해능력, 갈등관리능력, 자기관리능력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3)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연구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력평가에 관한 연구는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

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인데 이는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문항과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민웅 외(2015)는 특성화고 공업계열 교사와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한 인식 조사에

서 결과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평가내용에 대한 학생의 인식, 배경변인별 인식차이를 연구



- 30 -

하였는데 교사들은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취업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 후 수업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박재현(2015)은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국

어) 능력에 대한 수준별로 상세화된 성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 필요에 의해

평가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과정-교과서-교수 학습-평가가 같은 틀을 공유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임언 외(2015)는 현재 국가수준의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기초능

력평가가 그 시행 취지를 잘 살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의 연계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유진(2014)은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 국어 문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의사

소통(국어) 문항이 의사소통능력이 아닌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정

광우(2012)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수리활용능력을 위한 교재 연구에서 특

성화고 학생들이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다양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한 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단원별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하인영(2015)은 직업기

초능력평가 '의사소통 국어' 영역의 개선 방향 연구에서 현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교육과정 간

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등 정규수업

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함승연은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영역 평가틀에 대한 교사와 산업체의 타당도와 신뢰도

(2014),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영역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2014),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해결능력 영역에 대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교사와

학생의 인식(2015),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교사와 산업체가 인식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제

해결능력 영역의 성과와 과제(2015)를 연구하였다.

3.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가. 교사효능감의 개념 및 측정

1) 교사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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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Bandura, 1977)’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어떤 행위를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인이다. 자기효능감은 일반성 차원에 따라 일반

적 자기효능감과 (상황)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나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반면(Bandura, 1982),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특

정 관련 영역에서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그림 Ⅱ-3]과 같이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효

능기대란 행동이전의 인식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하고, 결과기대란 행동이후의 인식으로 이미 수행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이다(Bandura, 1977).

[그림 Ⅱ-3] 효능기대와 결과기대

교사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맥락-특수적인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교사효능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효능감을 연구하기 시작한 Ashton(1984)은 교사효능감을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Tschannen-Moran 외

(1998)는 교사효능감을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교수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실행하고 직하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Bandura(1997)는 교사의 효

율성 혹은 효과성에 대한 교사 자신의 평가에 기초한 일종의 신념체계로 교사효능감을 정의하

고 있다.

Gibson과 Dembo(1984)는 교사효능감을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과 개인적 교수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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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teaching efficacy)으로 구분하였다. 교사효능감(또는 일반적 교수효능감: general

teaching efficacy)은 교사가 교사들간의 고립, 조직적·행정적 지원의 부족, 제한된 교직원의 의

사결정권으로부터 오는 무력감 등의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들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학생의

학업적 성취를 길러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며,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교사들이 그들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학습을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개인적 믿음을 말한다(Rich 외,

1996). 교사효능감은 결과기대와 일치하는 요인이고,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효능기대와 일치하는

요인이다.

정우영(2005)은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교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교사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며,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교

사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과 지각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현정(1998)과 박관성

(1998)은 교사효능감을 상황특수적 요인으로 보며 교사의 전반적 업무측면을 고려하여, 교사효

능감은 학교상황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서 교사가 본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효능기대

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사효능감에 관한 여러 정의에서의 발견되는 공통점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교

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즉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사효능감을 교사로서

학습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교사효능감의 측정

Gibson과 Dembo(1984)는 교사인터뷰와 교사효능감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30문항으로 구

성된 교사효능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효능감을 결과기대와 효능기대의 두

개 요인(factor)으로 구분하여 결과기대는 일반적 교수효능감 즉 가정환경, 배경, 학교의 환경,

학생들의 지능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측정하였으며, 효능기대는 개인적 교수효능

감 즉,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평가를 측정

하였다. 하지만 결과기대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capabilities) 및 기대한 수행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motivation)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Woolfolk,

Hoy, 1990; Tschnnen-Moran 외, 1998; Tschannen-Moran, Hoy, 2001).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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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hannen-Moran 외(1998)는 새로운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24문항으로 구성된 교사효능감척

도(The Teacher's Sense of Efficacy Scale)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학생의 학습몰입에 대한 효

능감(efficacy for student engagement), 수업전략에 대한 효능감(efficacy for instructional

strategies), 수업관리에 대한 효능감(efficacy for classroom management)의 3개 요인으로 구분

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현정

(1998)은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예비연구에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

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구성요인과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행정업무,

대인관계의 5개 교사 직무를 반영하여 75문항으로 구성된 교사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박관

성(1998)은 이현정의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사효능감 척도를 중고등학교 교사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화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아영, 김미진(2004)은 이현정(1998)이 개발한 척

도를 기존 75문항에서 36문항으로 수정하여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일반화와 타당성 검

증을 연구하였다.

1970년대의 교사효능감 측정도구는 주로 교사의 개인적 측면과 교수활동에 초점을 맞추었으

나, 이후에는 개인적 측면과 교수활동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까지 초점을 맞추고자 변화

하였다(주동범, 2009).

나. 학교 풍토의 개념과 측정

1) 학교풍토의 개념

조직풍토는 조직 내의 개인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많은 학자

들은 조직풍토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동기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환경적 그리고

인간관계적 요인에 강조를 두었다(노종희, 1990). Forehand 외(1964)는 조직풍토를 첫째, 다른 조

직과 차별되게 하고 둘째, 비교적 지속성을 가지며 셋째,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

련의 조직 속성이라고 하였다. Gilmer(1966)는 다른 조직과 구별시켜주는 그 조직 내의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이라 정의(Hoy & Miskel, 1996 재인용)하였으며, Ashforth(1985)는

문화가 공유된 가치, 규범, 가정이라면, 풍토는 행동에 대한 공유된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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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조직풍토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Halpin & Croft(1963)는 조직풍토를 조직인성

(organizational personality)로 유추해서 정의하였고 조직풍토를 교장과 교사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국한시켜 조직풍토의 사회적 측면만을 다루었다(노종희, 1990).

학교풍토는 참여자들에 의해 경험되고,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에서의 행위에 대

한 집단적인 지각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학교 환경의 비교적 지속적인 속성이다(Hoy & Miskel,

1996). Brookover 외(1979)는 학교의 사회적 풍토(school social climate)를 중요시하였는데, 학

교 풍토란 학교의 조직적, 환경적, 인적 요인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업성

취를 향상시키거나 저해하는 학교의 집합적인 규범, 학교의 형식·비형식적 조직구조 그리고 교

사와 학생간의 수업실천 행위에 반영된 기대·지각·태도로 정의하였다. Ashton 등(1982)은 학교

풍토로 학생 조직, 팀 조직, 학교 의사결정에 교사 참여,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 등을 설정하였

고, Hoy와 Woolfolk(1993)는 자원 지원, 학문적 강조, 동료관계, 교장의 배려심, 교장의 영향력

등을 건전한 학교풍토로 설정하였다. Edwards 등(1996)은 교사간 협력, 목적설정과 교사 전문

성, 교사에 대한 행정가의 전문가적 인정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학교풍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박용헌(1983)은 학교

구성원들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조성되는 의식적, 무의식적, 심리적 유대현상이라고 정

의하였다. 이헌청(1994)은 공유하는 신념, 기대, 가치, 그리고 구성원들의 규범을 학교 풍토라고

정의하였으며, 김병성(1994)은 학교조직체에 적용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기, 만족, 신뢰성, 개방성, 협력이나 학급상태의 현상을 지칭하는 말로 정의하였다.

학교풍토는 학교의 일반적 작업 환경에 대한 교사들의 지각을 가리키는 폭넓은 용어로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 참여자들의 인성, 조직 지도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아영, 김민정, 2002). 학

교 풍토(school climate)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기대, 가치를 의미한다(김기용, 2005).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학교 풍토는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교 내

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 기대, 가치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학교풍토의 측정

학교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계량화가 가능한 학교의 규모, 공식적인 규칙, 심층

면접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객관적 측정방법과 설문지와 상담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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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측정방법이 있다. 객관적 측정방법은 객관적 자료에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된 소지가 커

서, 실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학교풍토를 개념화하기 위해 가장 폭넓게 사용된 측정도구로 Halpin & Croft(1963)가 공립

학교에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한 OCDQ(Organizational Climate Description Questionnair)가 있

다. 이 질문지는 교사의 행동 네 가지 하위척도(방관(disengagement), 방해(hindrance), 사기

(esprit), 친화(intimacy))와 교장의 행동 네 가지의 하위척도(원리원칙(aloofness), 실적중시

(production emphasis), 솔선수범(thrust), 인화(consideration))의 6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사 교장의 각 네 가지 하위요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조직풍토 유형을 개방풍토(open

climate), 자율풍토(autonomous climate), 통제풍토(controlled climate), 친교풍토(familiar

climate), 간섭풍토(paternal climate), 폐쇄풍토(closed climate)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측정

도구 개발을 계기로 학교풍토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노종희, 1990).

Hoy & Clover(1986)는 OCDQ 수정판에서 초등학교 조직풍토의 하위요인으로 교장의 행동

세 가지(지원적(supportive) 행동, 지시적(directive) 행동, 제한적(restrictive) 행동), 교사의 행동

세 가지(전문적(collegial) 행동, 친교적(intimate) 행동, 방관적(disengaged) 행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Kottkamp(1987)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OCDQ 수정판에서 학교풍토를 교장의 지원적

(supportive) 행동, 지시적(directive) 행동, 교사의 헌신적(engaged) 행동, 간섭적(frustrated) 행

동, 친교적(intimate) 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Johnson, Steven & Zvoch(2007)은 Fraser & Rentoul(1982)에 의해 개발된 SLEQ(School

Level Environment Questionnaire)를 학교풍토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협

력, 학생관계, 학교자원, 의사결정, 수업혁신 등의 5개 하위요인의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종희(1990)는 OCDQ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실에 적합한 조직풍토를 개념화하고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한국판 학교조직풍토질문지(OCDQ-KOR)를 고안하였다. 이 질문지는 교사

의 행동과 교장의 행동을 각 3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30개 문항으로 개발되었다. 교사의 행동차원

은 친교적 행동, 헌신적 행동, 방관적 행동으로 구분되고 교장은 인간지향적 행동, 목표지향적 행

동, 관료지향적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6가지 행동에 학교의 개방성과 교장의 지원성을

반영하여 학교풍토를 측정하였다. 강정원(2001)은 Butler & Alberg(1989)의 TSCI(Tenessee

School Climate Inventory) 척도를 재구성하여 학교 풍토를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학교 풍토를

규율과 질서, 학교환경, 협력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6 -

다.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과 측정

1)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지난 수십년간 경영관리와 조직행동분야의 문헌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연구 부분이 되어 왔다. 리더십의 정의가 리더십 연구에 관여한 사람의 수만큼 많다

는 Stogdill(1974)의 지적처럼 연구자마다 항상 리더십을 그들의 개인적 관점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현상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양한 리더십은 개념은 2가지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구성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기 다른 입장과 접근 방법에 기반을 두고 구성원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통제할 수 있

는 이론이 발전되어 왔다. 둘째, 리더십은 목표 개발과 달성에 관련된 것이다. 목표 설정의 방

법, 의미 창조, 행동 지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제거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 역시 리더십의

한 특성이다(구은광, 2009).

Leithwood 외(1999)는 교육조직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리더십의 개념을 종합하여 수

업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관리적 리더십 그리고 상황적 리더

십 등 6 가지 리더십의 범주를 다음<표 Ⅱ-12>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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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향력 발휘 주체 영향력의 원천 영향력 발휘 목적 영향력 발휘 결과

수업적
리더십

학교장과 같이
전형적으로 공식적
리더십 역할을 하는 자

전문 지식
전형적 직위상 권력

교사의 학급 실제의
효과성을 증진 학생 성장의 증가

변혁적
리더십

전형적으로 공식적
리더십 역할을 하지만,
어떤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음

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높은 수준의
헌신과 능력에
영감을 불어넣음

보다 큰 결과와
생산성

좀더 숙련된 실제
개발

계속적 개선을 위한
조직 능력의 증가

도덕적
리더십

공식적 경영상 역할을
하는 자

조직 의사결정을
안내할 도덕적 가치
기제의 사용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증가
의사결정에의 참여

증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행위 과정

민주주의적 학교

참여적
리더십

비경영적 조직의
구성원들도 포함하는

집단
개인간 의사소통 의사결정에의

참여증가

변화에 대한 내 외적
요구에 대해

생산적으로 반응하는
조직 능력의 증가

관리적
리더십

공식적 경영상 역할을
하는 자

직위상 권력 정책과
절차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특별 과업의
효율적 능력 보장

조직의 공식적 목적
달성

상황적
리더십

전형적으로 공식적
리더십 역할을 하는 자

리더 행위를 조직
상황에 부합

전문적 문제해결과정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에 좀 더 부합
조직의 도전에 대한
좀 더 효과적인 반응

변화에 대한 내 외적
요구에 대해

생산적으로 반응하는
조직 능력의 증가

자료: Leithwood, K., Jantzi, D., & Steinbach, R. (1999).

<표 Ⅱ-12>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군대조직과 산업조직의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Burns의 연구에서 시작되

었으며(Burns, 1978), 그 후 Bass(1985)는 Burns가 제시한 거래적 정치 리더와 변혁적 정치 리

더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변혁적 리더십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

하가 도덕규범의 수준을 고차원적으로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서로간의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

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리더와 부하가 상호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신념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조직목표에 대한 높은 헌신성을 가지게 한다.

이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을 정의하면 조직구성원의 가치, 열망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고차

원적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활성화시키며 조직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도록 하는

리더 행동이다(Bass & Avolio, 1990).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리더에 대한

신뢰나 존경을 느끼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과 리더 간의 거래적 관계를 넘어서 리더가 기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게 하는데 있다(Yuk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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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리더십은 개인 차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구성

원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작용” 이며, 조직 차원에서는 “학교의 운영목적 달

성을 위하여 학교조직 내의 리더십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촉진하는 학교장의 역할”(허병

기 외, 2011)로 볼 수 있는데, 학교장의 리더십은 학교장이 자신의 교육철학, 교육신념, 교육 가

치를 어떻게 표방하느냐에 따라 그 리더십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Bass(1985)도 변혁적리더

십은 리더가 부하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자극을 줄 때, 부하들의 잠재능력을

고양시킬 때, 부하들을 자신의 개인 이익을 초월하여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동기부여할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2)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측정

Bass, Aviolo(1990)의 다중요인 리더십 질문지(MLQ: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aire)에

서는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을 카리스마, 영감적 호소, 지적 자극, 인간적 배려로 구분하여 측정

하였다. Lunenburg(2003)는 MLQ의 39개 측정문항을 교육조직에 적용하여 변혁적리더십 구성

요소를 감화동기, 지적자극, 개인별 배려의 세가지로 압축하였다.

Hemphill & Coons가 개발한 LBDQ(Leadership Behavior Description Questionnaire) 척도는

교장의 리더십을 인화유지, 객관적 목표달성 행동, 집단 상호작용 촉진행동의 세가지로 구분해

서 학교 구성원들이 지각한 반응에 의해 교장의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그 후 Halpin & Winer

가 LBDQ를 수정하여 배려와 구조선도의 2가치 차원의 리더십 요인을 도출하여 LBDQ척도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장의 리더십을 측정할 때 Halpin & Winer의 LBDQ를 많이 사

용하였으나, 이러한 척도의 사용이 우리 교육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번역

되어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노종회, 1988). 노종희(1994)는 초등학교 교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기본 요소를 변화선도, 인간존중, 솔선수

범으로 구명하였다.

Kouzes와 Posner(1987)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성공적인 리더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

실에 대한 도전, 비전의 제시 및 공유, 비전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 솔선수범, 비전 구현 격려

의 5가지 요인에 대해 30문항으로 구성된 리더십행동목록(LPI: Leadership Practices

Inventory)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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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

가. 교사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

Tschannen-Moran과 Hoy(2001)은 교사효능감이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높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도, 높은 자율성, 높은 동기,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효능감을 가지며

또한 교사의 높은 효능감은 교사로 하여금 교직에 더 오래 재직하게 하고, 교수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고, 교실 운영 및 조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며, 교수활동에 더 많

은 열정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Ho와 Hau(2004)의 호주와 중국에서 교사효능감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와 중

국 모두에서 높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더 적극적이며, 학생들의 실수에

덜 비판적이고, 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다루는데 더 열정적이며,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더 큰 공

헌을 한다고 하였다.

교사효능감은 교수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김아영 외, 2004; 이경윤, 2011; 함승연, 2012),

교사효능감은 업무성과와 전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김인곤, 2015; 송도희, 1998; 홍인

혜, 2015), 또한 교사의 변화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민상기 외, 2010; 조성웅,

2011).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보다 교수 방식 및 행위에 더 많은

혁신을 꾀한다(Berman, et al., 1977; Smylie, 1988).

이윤식, 이효신(2012)은 개인적 교사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교과지도, 생활지도, 대인관계가

수업전문성에 끼치는 영향이 크며, 집단적 교사효능감도 수업전문성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최성우, 이경희(2012)는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소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

력에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분려(1998)과 이혜란 외(2011)는 교수효능감이 교수몰

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교사효능감은 각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성과를 예측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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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변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교사효능감은 교사들의 직무활동, 교수활동, 교실경영 등 다양한 측

면에 대해서 교사효능감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주동범, 2009).

나. 학교풍토와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

학교 풍토는 교사의 직무만족, 변화몰입, 직무수행 등에 정적인 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은 여

러 선행연구에 의해 구명되었다. Chittom(1990)은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풍토에 대한

지각과 직무 만족 수준 사이의 관계 연구에서 높은 만족 수준을 가진 교사들은 낮은 만족 수

준을 가진 교사들보다 학교풍토에 보다 호의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Stiles(1993)은

학교풍토와 초등학교 교사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조직풍토와 직무만족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Freiberg(1998)는 학교풍토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학교구성원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학교풍토는 교사의 변화몰입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조성웅, 2011; Yu., Jantzi,

2002). 전상훈 외(2016)는 수업지도성은 학교풍토와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수업지도성은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고 학교풍토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다(강정원, 2001; 오순문, 2010)고 하였고, 또한 김경인(2013)은 교사자율성, 교사관심, 교사헌신

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택수(1990)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풍토는 교사의 직무수행에 영향

을 미치며, 학교가 개방형 풍토에 접근할수록 직무수행은 높고 폐쇄형 풍토에 접근할수록 직무

수행은 낮다고 하였다. 이동훈(2003)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의 직무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풍토 요인은 교사의 친교적 행동과 교장의 목표지향적 행동이며, 학교

풍토와 교사의 직무수행과의 관계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병연, 정회욱

(2008)은 교장 수업 지도성과 학교 의사결정이 학교풍토에 설명력을 제공하고, 학교풍토는 교

사 직무만족에 설명력을 제공하며, 교장 수업지도성과 학교 의사결정은 학교풍토를 매개변수로

해야만 교사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학교풍토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학교풍토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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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변화몰입 등과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

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구명되었다.

곽영지(2005)는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이 높을수록 교사의 교직몰입이 높아지고, 교사들의

직무환경이 다소 열악할지라도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의 높은 교직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기형(2007)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소인 개별적 배려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생산성 향상 및 지도성을 육성할 수 있고, 또다른

하위요소인 지적자극을 통해 교사들을 고무시켜 진취적인 의욕을 느끼도록 한다고 하였다. 김

창걸, 윤숙희(2005)는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인인 집단참여의 허용, 성과기대, 학교

문화의 창조 등의 변량이 조직몰입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김미송, 하재룡(2012)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인식이 높을수록 교사의 자질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즉, 학교장이

스스로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해결능력을 보여 교사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행동이 변화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민상기, 나승일

(2010)의 연구에서는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에게 있어 변혁적 리더십이 중요한 역

량 중 하나라는 것을 밝혔다.

김상돈, 김현진(2013)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1차 매개변인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임파워먼트는 다시 2차 매개

변인인 교사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차 매개변인인 교사의 교직헌신은 최

종종속변인인 교사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장 변혁

적 리더십은 교사효능감을 통하여 수업전문성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균열, 2008; 한재민, 이윤식, 2013).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학교장의 변혁적리더십은 교사들의 직무수행과 교직몰입

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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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풍토와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여러 연구들을 통해 학교의 조직문화가 교사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조직헌신, 교수효과

성, 교수몰입 등에 간접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박정주(2011)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공동체가 교사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학교조직의 교사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협동적 풍토는 교사헌신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

으며, 교사효능감은 교사공동체와 교사헌신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수미(2015)는 어린이집의 조직문화와 교사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과 교사헌신의 매

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어린이집의 조직문화는 직무만족에 직접 영향이 없으며,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효과만 나타났다.

최권, 도승이(2015)는 초등학교 교사 416명을 대상으로한 교직경력별 다중집단 구조모형분석

을 통해, 세 집단(저경력(10년 이하), 중경력(11-20년), 고경력(21년 이상)) 교사 모두 직무환경

이 교수효과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었던데 반해, 저경력 중경력 교사는 집단적 교사효능감

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고, 고경력교사에서는 집단적 교사효능

감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고 하였다.

박소연, 윤선아(2012)는 서울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경력 2년에서 25년 사이의 담임을

맡고 있는 평교사 384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이 매개역할

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21년 이상 경력집단에서만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다른 집단에서는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김인곤(2015)은 전국 특성화고 취업지도 담당교사 5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환경변

인 중 학습공동체 참여가 교사효능감을 통해 취업지도 담당교사의 취업지도능력에 정적 영향

을 주며, 학교환경변인 중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컨설팅 장학은 취업지도 담당교사의 취업지

도능력에는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혜란 외(2011)는 수도권 소재 초중고 교사 674명을 대상으로 교수몰입에 대한 학교조직풍

토의 영향을 교수효능감이 매개하는가를 살펴 이 연구에서 학교조직풍토의 하위요인 중 교사

의 헌신적 행동과 인간지향적 행동의 영향이 교수효능감을 통해 교수몰입에 영향을 주는 경로

가 유의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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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효

능감의 증진을 통해 교사의 지도수준을 높이는 구조적인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으므로 학교

풍토와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마.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었으며 매개효과를 인정하는 선행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나 일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가 있었다.

권순호, 김병주(2012)는 초등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조직공정성과 교사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를 하며 조직공정성보다는 교사 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김상돈, 김현진(2013)은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원먼트와 교직

헌신을 매개로 교사의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므로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의 직무

만족과의 관계에서 교장이 교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임파워먼트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용재, 김종완(2008)은 변혁적 리더십, 수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거쳐 조

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연인(2006)은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교사집단의 임파워먼트 및 학교 조직효과성의 관계 연구를 통해 변혁적 지도성이 임

파워먼트의 하위요소인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조직효과성에 간접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한

재민, 이윤식(2013)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 교사효능감, 교사의

수업전문성 간의 구조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수석교사의 수업장학활동

은 직접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지 않았으나 교사효능감을 매

개로 유의미한 총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Avolo, Gibbons(1988)는 상사의 변혁적 리더

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성공적인 과업수행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조성웅(2011)은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효능감에 대한 직접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높여 교사의 변화몰입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김

인곤(2015)은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몰입을 매개하여 취업지도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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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나 교사효능감을 매개하여 취업지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일부 예외적인 연구결과도 있었으나 많은 연구가 지지하듯

이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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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가설적 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이 연구에서 분석

하고자 하는 변인은 직업기초능력지도,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며, 선

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각 변인들의 관찰변인을 설정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 잠재변인은 직업

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및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관찰변인으로 측정할 수 있

고, 교사효능감 잠재변인은 학습몰입, 수업실제 및 수업관리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학교풍토 잠

재변인은 협력, 학생관계, 학교자원, 의사결정 및 수업혁신 관찰변인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학교

장 변혁적 리더십 잠재변인은 교사존중, 솔선수범 및 변화선도 관찰변인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림 Ⅲ-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리더십의 인과적 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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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을 매

개로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능

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특성화고등학교는 총 473개가 있으며 공업계열 고등학교 197개(41.6%), 상업 정보계열

고등학교는 184개(39.0%), 가사·실업계열 고등학교는 46개(9.7%), 농 생명계열 고등학교 38개

(8.0%),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는 8개(1.7%)가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총 교사는 26,138명이

며 그 중 보통교과 교사는 10,142명(44.0%), 전공교과 교사는 12,908명(56.0%)이다.

Krejcie & Morgan(1970)는 모집단이 20,000명일 때의 적정한 표본크기는 377개이며, 30,000

명일 때 적정한 표본크기는 379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26,498명의

적정 표본크기는 378개이나 회수율이 낮거나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5배수인 567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층화 비율표집을 사용하였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 교원수는 교육

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계열별로 분류한 후 그

비율에 따라 교사를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계열별로 공업계열 236명(41.6%), 상업·정보계열

220명(39.0%), 가사·실업계열 55명(9.7%), 농·생명계열 45명(8.0%), 수산·해운계열 10명(1.7%)을

표본으로 하였다. 또한 전문교과 교사 318명(56%), 보통교과 교사 249명으로 선정하였다. 구체

적인 표본의 구성은 <표 Ⅲ-1>과 같다.

계열 학교수(%)
표집

합계 전문교과 보통교과

공업 197개(41.6) 236명 132명 104명
상업·정보 184개(39.0) 221명 124명 97명
가사·실업 46개(9.7) 55명 31명 24명
농·생명 38개(8.0) 46명 26명 20명
수산·해운 8개(1.7) 9명 5명 4명
합계 473개(100) 567명 318명 249명

<표 Ⅲ-1>표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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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도구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로 <표 Ⅲ-2>의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조사도구로 사용한

질문지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및 응답자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문항 번호 문항수 비고

직업기초능력
지도

직업기초능력 이해 1∼7 7

20
연구자
개발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8∼15 8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16∼20 5

교사효능감

학습몰입 1∼4 4

12
Tschannen
-Moran 외
(1998)

수업실제 5∼8 4

수업관리 9∼12 4

학교풍토

협력 1∼6 6

20

Johnson,
Stevens
& Zvoch
(2007)

학생관계 7∼10 4

학교자원 11∼14 4

의사결정 15∼16 2

수업혁신 17∼20 4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교사존중 1∼5 5

15
노종희
(1994)

솔선수범 6∼10 5

변화선도 11∼15 5

일반적 특성 소속, 지역, 직급, 근무 경력, 성별 등 14

총 문항수 82

<표 Ⅲ-2> 질문지의 구성

가. 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

잠재변인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찰변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직업기

초능력 평가반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연구자가 직업기초능력 교수학습 및 교사의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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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관한 선행연구(이종성, 2002; 장명희, 2001; 최동선 외, 2014; 이찬 외, 2015; 임언 외,

2015; 김경인, 2013)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직업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

활용,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7문항, 8문항, 5문항으로 총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

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인력개발 전공 교수 1명과 산업인력개발 박사 1명, 특성화

고 교사 3명에게 검증을 받았다. 또한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교

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직업기

초능력지도 20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4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고, 관찰변인별 내적일치도는 직업기초능력 이해 0.867,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0.892, 직업기초

능력 평가반영 0.889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질문지를 수

정 없이 활용하였다.

본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직업기초능력지도 20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51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관찰변인별 내적일치도는 직업기초능력 이해 0.884, 직업기초

능력 수업활용 0.928,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0.911으로 양호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표 Ⅲ-3>과 같다.

관찰변인 예비조사(N=30) 본조사(N=258)

직업기초능력 이해 .867 .884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892 .928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889 .911

전체 .940 .951

<표 Ⅲ-3>직업기초능력지도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또한, 잠재변인 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형 추정을 위해서는 추정변수가 다변량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반영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 결

과 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Ⅲ-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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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지수 CMIN/DF PNFI NFI IFI CFI

직업기초능력지도 3.701 .750 .853 .888 .888

<표 Ⅲ-4>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지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찰변인들을 각 문항이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도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CMIN/DF, PNFI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NFI, IFI, CFI는 0.9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대부

분의 지수를 통해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부록 5] 참조). 또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든 경로계수가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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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효능감 측정

잠재변인 교사효능감의 관찰변인 학습몰입(student engagement), 수업실제(instruction

practices), 수업관리(classroom management)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Tschannen-Moran et al.

(1998)의 도구를 번안·수정하여 특성화고에 적용한 조성웅(2011)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

는 학습몰입, 수업실제, 수업관리의 3가지 변인별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0.94로 적절한 수준이고, 이 도구를 특성화고등

학교 교사에게 적용한 조성웅(2011)의 연구에서도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0.9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인력개발 전공 교수 1명과 산업인력개발 박사 1명, 특성화

고 교사 3명에게 검증을 받았다. 또한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교

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교사효

능감 12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870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 내적일치도는 학습몰입 0.764, 수업실제 0.658, 수업관리 0.887로 나타났다.

본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교사효능감 12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24

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학습몰입 0.769, 수업실제 0.846, 수업관

리 0.891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 문항을 본 조사에 활용하였으며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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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예비조사(N=30) 본조사(N=258)

학습몰입 .764 .769

수업실제 .658 .846

수업관리 .887 .891

전체 .870 .924

<표 Ⅲ-5>교사효능감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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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풍토 측정

잠재변인 학교풍토의 관찰변인 협력(collaboration), 학생관계(student relations), 학교자원

(school resources),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수업혁신(instructional innovation)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Johnson, Stevens & Zvoch(2007)의 도구를 번안·수정하여 특성화고에 적용한 조

성웅(2011)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협력 6문항, 학생관계 4문항, 학교자원 4문항, 의사

결정 3문항, 수업혁신 4문항의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0.90로 적절한 수준이고, 이 도구를 특성화고등

학교 교사에게 적용한 조성웅(2011)의 연구에서도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0.9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인력개발 전공 교수 1명과 산업인력개발 박사 1명, 특성화

고 교사 3명에게 검증을 받았다. 또한 측정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교

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학교풍

토 21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30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

인별 내적일치도는 협력 0.753, 학생관계 0.944, 학교자원 0.896, 의사결정 0.544, 수업혁신 0.924

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문항제거를 통해 전체 도구의 신뢰도 계

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은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교장

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진다.’으로 부정적인 내용의 역문항이 의심되어 역코딩 후 다시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나 .502로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문항

삭제 후 의사결정 요인의 신뢰도는 0.820으로 높아졌고 학교풍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0.936으

로 높은 수준이었다.

본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학교풍토 20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41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협력 0.872, 학생관계 0.927, 학교자원 0.861, 의사결정

0.836, 수업혁신 0.907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한 수정 문항을 본 조사에 활용하였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

수(Cronbach’s alpha)는 <표 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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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비조사(N=30) 본조사(N=258)

협력 .753 .872
학생관계 .944 .927
학교자원 .896 .861
의사결정 .544 .836
수업혁신 .924 .907
전체 .930 .941

<표 Ⅲ-6>학교풍토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라.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측정

잠재변인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관찰변인 교수존중, 솔선수범, 변화선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노종희(1994)가 개발한 도구(PTLQ: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인간존중, 솔선수범, 변화선도의 3가지 변인의 각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여 평정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0.957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이 도구를 특성

화고등학교 교사에게 적용한 조성웅(2011)의 연구에서도 내적일치도(cronbach α) 계수는 0.965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는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인력개발 전공 교수 1명

과 산업인력개발 박사 1명, 특성화고 교사 3명에게 검증을 받았다. 또한 측정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

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15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971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교사존중 0.946, 솔

선수범 0.938, 변화선도 0.96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질문지를 수정 없이 활용하였다.

본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15문항 전체의 내적일치도 계

수는 0.968로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교사존중 0.946, 솔선수범 0.930, 변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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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0.945로 양호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표 Ⅲ

-7>과 같다.

구분 예비조사(N=30) 본조사(N=258)

교사존중 .946 .946

솔선수범 .938 .942

변화선도 .964 .949
전체 .971 .972

<표 Ⅲ-7>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조사,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였

다. 공업계열 15개, 상업·정보계열 21개, 기타 계열 5개, 총 41개 학교에 협력교사 1명을 확보하

여 온라인 조사시스템으로 링크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SMS문자와 전화통화로 협력교사에

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협력교사를 통해 설문가능한 인원을 파악하여 각 10∼20명의 교사

에게 온라인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특히, 학교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원의 비율을 고

려하여 보통교과40% 전문교과 60% 비율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회수율이 낮거나 불

성실한 응답, 무응답 등이 예상되어 적정 표본크기인 378개의 1.5배수인 567명에게 배부하였고

그 중 280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49.4%의 회수율을 보였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공업계열에서

106명, 상업·정보계열에서 168명, 농·생명계열에서 3명, 가사실업계열에서 3명이 참여하였다.

표집된 자료들이 공업계열(37.9%)과 상업·정보계열(60.0%)에 편중되어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계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그 외의 성별, 연령, 근속년수 등은 교육통계정

보에서 확인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집된 자료들 중 무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258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여 유효 자료율은 98.7%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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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설문지 배부 수 설문지 회수 수 회수율(%)

공업 236 106 44.9

상업·정보 221 168 76.0

가사·실업 55 3 5.5

농·생명 46 3 6.5

수산·해운 9 0 -

합계 567 318 49.4

<표 Ⅲ-8>학교 계열별 설문배부 및 회수현황

이 연구에 응답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9>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

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80명 중 남자교사가 14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2.1%를 차지하였고,

여자교사가 134명으로 47.9%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8명으로 6.4%, 30대가 60명으

로 21.4%, 40대가 88명으로 31.4%, 50대가 104명으로 37.1%, 60대가 9명으로 3.2%를 차지하였

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130명으로 46.4%, 석사(수료 포함)이 145명으로 51.8%, 박사(수료 포함)

이 5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교직경력은 5년 미만이 37명으로 13.2%, 5년∼10년 미만이

34명으로 12.1%, 10년∼15년 미만이 41명으로 14.6%, 15년∼20년 미만이 33명으로 11.8%, 20년

∼25년 미만이 45명으로 16.1%, 25년 이상이 88명으로 31.4%를 차지하였다.

직급은 부장교사가 87명으로 31.1%, 평교사 193명으로 68.9%를 차지하였다. 담임여부는 부담

임을 포함한 담임교사가 131명 50.8%, 비담임교사가 127명 49.2%를 차지하였다. 담당과목은 보

통교과가 81명 31.4%, 전문교과(공통 및 기초)가 80명 31.0%, 전문교과(실무)가 97명 37.6%를

차지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관련한 직무교육 여부는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가

66명 25.6%,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58명 22.5%, 자격연수(부전공연수 포함) 및 학교자체 행사

시 특강에 참여한 교사가 97명 37.6%,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37명 14.3%를 차지하였다.

또한 학교특성으로 학교의 설립유형은 국·공립이 152개로 58.9%, 사립이 106개로 41.1%이었

으며, 학교계열별로는 공업계열이 98개로 38.0%, 상업·정보계열이 154개로 59.7%, 기타계열이 6

개로 2.3%이었다. 학교소재지는 특별시 108개 41.9%, 광역시 67개 26.0%, 시·군·면 지역 83개

32.2%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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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46 52.1
여 134 47.9

연령

29세 이하 18 6.4
30세 ∼ 39세 60 21.4
40세 ∼ 49세 88 31.4
50세 ∼ 59세 104 37.1
60세 이상 9 3.2

학력
대졸 130 46.4

석사(수료 포함) 145 51.8
박사(수료 포함) 5 1.8

근속년수

5년 미만 37 13.2
5년 ∼ 9년 34 12.1
10년 ∼ 14년 41 14.6
15년 ∼ 19년 33 11.8
20년 ∼ 24년 45 16.1
25년 이상 88 31.4

직급
부장교사 87 31.1
평교사 193 68.9

담임여부
담임(부담임 포함) 137 58.9

비담임 143 51.1

담당교과
보통교과 90 32.1

전문교과(공통 및 기초) 87 31.1
전문교과(실무) 103 36.8

직무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76 27.1
진무연수(30시간 이상) 63 22.5

자격연수 11 3.9
자체특강 91 32.5
없음 39 13.9

학교설립
유형

국·공립 161 57.5
사립 119 42.5

학교계열
공업 106 37.9

상업·정보 168 60.0
기타 계열 6 2.1

학교소재지
특별시 122 43.6
광역시 71 25.4
시·군·면 87 31.1

합계 280명 100.0

<표 Ⅲ-9>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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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와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방법을 연구가설별로 제시하면 <표 Ⅲ-10>과 같다.

연구가설 분석 방법

가설 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일반적 특
성(성별, 연령, 근속년수, 학력, 직급, 담당교과, 담임여부, 직
무교육, 학교 계열, 학교 설립유형, 학교 소재지)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기술통계,
t검증, F검증

가설 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
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
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가설 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
적 리더십은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지도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교풍토는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직업기
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
능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Ⅲ-10>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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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적용된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과 일반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하여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이상치(outlier)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자료를 정교화시키는 작업

을 실시하였다. 이상치 분석은 AMOS 18.0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마하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 distance) 통계량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 마하라노비스 거리는 개별 사

례의 점수와 표본평균과의 다변량 거리를 의미하며, 마하라노비스 거리가 0이면 모든

응답자의 점수는 그들 각각의 평균과 같음을 의미한다. AMOS의 정규성 검사가 관측

변수별로 단일변량 정규성을 검사하는 것이라면, 마하라노비스 거리를 통한 이상치 검

사는 다변량 이상치검사이다(문세연, 2010; 정두진, 2012). 이 연구에서는 마하라노비스

거리값의 유의확률이 0.001 이하일 경우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 자료 258개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일반적으로 공변량 매트릭스를

사용하나 이 연구에서는 정규성 분석결과 비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AMOS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ing)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원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모수추정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가설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

하기 위해 다음 <표 Ⅲ-11>과 같은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첫째, 변인 간

의 가설적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둘째, 기초

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셋째, 모형이 적합도에 도달하기 위해 추정모수와 자유도 간의 관계를 고려

하는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를 검토하였다.

먼저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는 χ2,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적

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PGFI,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는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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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합지수(RFI: rel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를 활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는 PRATIO, 간명표준적

합지수(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CFI를 활용하였다.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절대적합지수

χ2 ≥ .05
GFI > .90

AGFI > .90

PGFI > .50, .60
RMSEA < .10

증분적합지수

NFI > .90
IFI > .90
TLI > .90
CFI > .90

간명적합지수

PRATIO > .50, .60
RNFI > .50, .60
PCFI > .50, .60

자료: Joreskog & Sorbom. (1996).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200). 구조방정
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Ⅲ-11> 적합도 판단 기준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

혁적 리더십의 특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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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 및 정규성 분석

가.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

이 연구의 가설적 인과관계에 포함된 직업기초능력지도,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

혁적 리더십 잠재변인에 대해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은 <표 Ⅳ-1>과 같다. 직업기초능력지

도의 관찰변인인 직업기초능력 이해는 3.77점,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3.44점, 직업기초능력 평

가반영 3.17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 이해 수준이 직업기초능력 수

업활용과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판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교사효능감의 관

찰변인인 학습몰입은 3.99점, 수업실제 3.99점, 수업관리 4.13점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성

취에 미치는 능력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수업관리가 교사효

능감의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 기대, 가치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학교풍토의 관찰

변인인 협력은 3.77점, 학생관계 3.67점, 학교자원 3.67점, 의사결정 3.55점, 수업혁신 3.45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은 학교풍토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이었으며, 수업혁신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과 교사 상호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학

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관찰변인인 교사존중은 3.71점, 솔선수범 3.54점, 변화선도 3.66점으로 중

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중 교사존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솔선수범이 3.5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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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업기초능력지도

직업기초능력 이해 1.71 5.00 3.77 0.669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1.13 5.00 3.44 0.775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1.00 5.00 3.17 0.923

교사효능감

학습몰입 2.25 5.00 3.99 0.582

수업실제 1.75 5.00 3.99 0.640

수업관리 2.00 5.00 4.13 0.612

학교풍토

협력 1.50 5.00 3.77 0.653

학생관계 1.00 5.00 3.67 0.921

학교자원 1.00 5.00 3.67 0.792

의사결정 1.00 5.00 3.55 0.870

수업혁신 1.00 5.00 3.45 0.767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교사존중 1.00 5.00 3.71 0.867

솔선수범 1.00 5.00 3.54 0.897

변화선도 1.00 5.00 3.66 0.894

<표 Ⅳ-1>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

나. 관찰변인의 정규성 분석

관찰변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과 다변량 정규성

(multivariate)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구조방정식모델링에서 사용되는 추정법인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과 일반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s)은 연

속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성 검증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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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은 관찰변인의 분포에 초점을 두며,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판단한다. 왜도는 분포의 좌우대칭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포가 기울

어진 방향과 정도를 나타낸다. 평균에 대해 대칭적인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값을 가지

는 자료에서는 평균의 아래쪽(좌측)에 몰려 있으며, 음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의 위(우측)에 몰

려 있어 평균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도는 분포의 모양이 중앙값 주위에서 얼

마나 모여 있는가를 나타내며 정규분포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즉, 0을 중심으로 양의 값을 가지면 정규분포보다

더 뽀족한 모양이 된다. 왜도와 첨도에 따른 기각률(C.R.: critical ration)이 나타나는데, 이는

검증통계량과 같으며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절대값이 2.58 이상일 경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을 뜻한다. 특정 관측변인의 왜도 또는 첨도가 단일변량 정규성에 어

긋날 때, 유의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의 유의성은 민감하기 때문에 검증통계량보다는 왜도나 첨도의 값 자체

로 판단하게 된다(김대업, 2008). 이에 유의성 검증을 위한 절대값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Monte

Carlo Simulation에서는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8.0∼20.0까지는 극단적 첨도라고 본다. 또한 Hong, Malik과 Lee(2003)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란 왜도가 2, 첨도가 4보다 적은 경우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4개 관찰

변인의 왜도 절대값이 최소 0.150, 최대 0.561이며, 첨도 절대값이 최소 0.001, 최대 0.365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왜도 절대값이 3.0, 첨도 절대값이 8.0보다 크면 극단적인 값으로 보는데

이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1미만의 수준으로 약한 비정규성을 띠게 되어 단일변

량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변량 정규성의 경우, 유의도 0.01 수준에서 첨도지수가 57.002로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드물며, 따라서 일변

량정규성의 검토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배병렬, 2011). 이와 같이 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이탈하는 경우 최대우도법에 의

해 모수를 추정하면 표준오차와 χ2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MOS에서 제공하

는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레핑은 비정규자료를 처리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Nevitt & Hancoc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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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소값 최대값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지수 C.R. 지수 C.R.

직업기초능력지도

직업기초능력 이해 1.71 5.00 -.342 -2.243 -.093 -.304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1.12 5.00 -.336 -2.201 -.185 -.605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1.00 5.00 -.221 -1.450 -.365 -1.197

교사효능감

학습몰입 2.25 5.00 -.150 -.982 -.147 -.481

수업실제 1.75 5.00 -.343 -2.252 -.086 -.282

수업관리 2.00 5.00 -.468 -3.070 .325 1.065

학교풍토

협력 1.50 5.00 -.414 -2.714 .333 1.091

학생관계 1.00 5.00 -.561 -3.681 -.170 -.557

학교자원 1.00 5.00 -.396 -2.596 .057 .187

의사결정 1.00 5.00 -.530 -3.478 .187 .612

수업혁신 1.00 5.00 -.274 -1.798 .279 .914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교사존중 1.00 5.00 -.548 -3.594 .110 .359

솔선수범 1.00 5.00 -.436 -2.861 .001 .004

변화선도 1.00 5.00 -.401 -2.632 -.130 -.426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57.002 21.629

<표 Ⅳ-2>관찰변인의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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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과 차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이 일반적 특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근속년

수, 학력, 직급, 담당교과, 담임여부, 직무교육, 학교 계열, 학교 설립유형, 학교 소

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은 <표 Ⅳ-3>과 같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최소 1.60점에서 최대 5.00점, 평균 3.46점, 표준편차 0.698로 나타

났다.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찰변인인 직업기초능력 이해의 수준은 최소 1.71점에서 최대 5.00

점이며 평균 3.78점, 표준편차 0.669,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은 최소 1.13점에서 최대 5.00점이며

평균 3.44점, 표준편차 0.776,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은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0점이며 평균

3.18점, 표준편차 0.923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찰변인 중 직업기초능력 이해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업기초능력지도 258 1.60 5.00 3.46 .698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258 1.71 5.00 3.78 .669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258 1.13 5.00 3.44 .776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258 1.00 5.00 3.18 .923

<표 Ⅳ-3>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또한, 직업기초능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한 교사는

51.6%,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31.7%로, 대부분 교사들은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이 중

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부정적으로 응답(아니다, 매우 아니다)한 교사는 15.7%로

나타났다([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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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

1) 성별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남자교사의 평균은 3.43점, 표준편차는 0.667이며, 여자교사의

평균 3.50점, 표준편차는 0.730이다. 여자교사의 평균이 남자교사보다 0.07점 정도 높게 나타났

고, 성별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0.810, 유의확률

은 0.426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직업기초능력지도
남 133 3.43 .667

-.810
여 125 3.50 .730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남 133 3.77 .644

-.072
여 125 3.78 .698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남 133 3.41 .740

-.695
여 125 3.48 .813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남 133 3.11 .917

-1.203
여 125 3.25 .928

<표 Ⅳ-4>성별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2) 연령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표본은 20대와 30대, 40대, 50대, 60대의 5개 집단으로 구

분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20대 교사의 평균은 3.49점, 표준편차는

0.588이며, 30대 교사의 평균 3.27점, 표준편차 0.669, 40대 교사의 평균 3.49점, 표준편차 0.734,

50대 교사의 평균 3.47점, 표준편차 0.677, 60대 교사의 평균 4.15점, 표준편차 0.508이다. 60대

교사의 평균이 30대 교사보다 0.88점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F통계값은 3.397, 유의확률은 0.010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인 직업기초능력 이해의 F통계값은 2.099, 유

의확률은 0.081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업기초능력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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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대한 F통계값은 2.486, 유의확률 0.044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에 대한 F통계값은 3.639, 유의확률 0.007로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연령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5>와 같다.

구분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②③④⑤

직업기초능력지도

29세 이하 16 3.49 .588

3.397*
30세∼39세 54 3.27 .669

40세∼49세 84 3.49 .734

50세∼59세 95 3.47 .677

60세 이상 6 4.15 .508 *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29세 이하 16 3.66 .645

2.099

30세∼39세 54 3.61 .723

40세∼49세 84 3.80 .672

50세∼59세 95 3.83 .640

60세 이상 6 4.21 .429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29세 이하 16 3.49 .633

2.486*
30세∼39세 54 3.27 .741

40세∼49세 84 3.47 .785

50세∼59세 95 3.44 .797

60세 이상 6 4.13 .590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29세 이하 16 3.33 .689

3.639**
30세∼39세 54 2.94 .912

40세∼49세 84 3.22 .983

50세∼59세 95 3.15 .880

60세 이상 6 4.13 .583 * *
주: **p<0.01, *p<0.05

<표 Ⅳ-5>연령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3) 근속년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표본은 근속년수 5년 미만, 5년∼9년, 10년∼14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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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년, 20년∼24년, 25년 이상의 6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

도에 대한 근속년수 5년 미만 교사의 평균은 3.38점, 표준편차는 0.672이며, 근속년수 5년∼9년

교사의 평균은 3.24점, 표준편차는 0.675, 근속년수 10년∼14년 교사의 평균은 3.57점, 표준편차

는 0.680, 근속년수 15년∼19년 교사의 평균은 3.50점, 표준편차는 0.718, 근속년수 20년∼24년

교사의 평균은 3.32점, 표준편차는 0.677, 근속년수 25년 이상 교사의 평균 3.60점, 표준편차는

0.710이다. 근속년수 25년 이상 교사의 평균이 근속년수 5년∼9년 이하 교사보다 0.36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근속년수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F통계값은

1.848, 유의확률은 0.104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6>과 같다.

구분 근속년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직업기초능력지도

5년 미만 33 3.38 .672

1.848

5년∼9년 30 3.24 .675
10년∼14년 38 3.57 .680
15년∼19년 31 3.50 .718
20년∼24년 44 3.32 .677
25년 이상 82 3.60 .710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5년 미만 33 3.63 .692

1.167

5년∼9년 30 3.59 .636
10년∼14년 38 3.84 .704
15년∼19년 31 3.78 .774
20년∼24년 44 3.79 .596
25년 이상 82 3.86 .646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5년 미만 33 3.36 .770

1.875

5년∼9년 30 3.25 .730
10년∼14년 38 3.59 .699
15년∼19년 31 3.43 .772
20년∼24년 44 3.25 .752
25년 이상 82 3.59 .819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5년 미만 33 3.15 .797

1.840

5년∼9년 30 2.89 1.022
10년∼14년 38 3.27 .884
15년∼19년 31 3.27 .959
20년∼24년 44 2.94 .979
25년 이상 82 3.34 .881

<표 Ⅳ-6>근속년수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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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력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표본은 대졸과 석사(수료 포함), 박사(수료 포함)의 3개 집

단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대졸 교사의 평균은 3.42점, 표

준편차는 0.650이며, 석사 교사의 평균 3.51점, 표준편차는 0.734, 박사 교사의 평균은 3.14점, 표

준편차 0.834이다. 석사 교사의 평균이 박사 교사보다 0.28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학력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0.966, 유의확률은 0.382로서 유의수

준 0.05에서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력

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구분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직업기초능력지도

대졸 119 3.42 .650

0.966석사 135 3.51 .734

박사 4 3.14 .834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대졸 119 3.69 .669
2.873석사 135 3.86 .663

박사 4 3.36 .553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대졸 119 3.40 .749
1.179석사 135 3.49 .793

박사 4 2.97 .926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대졸 119 3.17 .843
0.019석사 135 3.18 .987

박사 4 3.10 1.206

<표 Ⅳ-7>학력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5) 직급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부장교사의 평균은 3.30점, 표준편차는

0.71이며, 평교사의 평균은 3.54점, 표준편차는 0.68이다. 평교사의 평균이 부장교사보다 0.24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2.533, 유의확률은 0.277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직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찰변인인 수업활용에 대한 평교사의 수준(평균 3.52점, 표준편차 0.72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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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교사의 수준(평균 3.26점, 표준편차 0.851)보다 0.26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 직

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2.587, 유의확률은 0.037로서 유의수

준 0.05에서 직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급

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8>과 같다.

구분 직급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직업기초능력지도
부장교사 79 3.3003 .71281

-2.533
평교사 179 3.5366 .68077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부장교사 79 3.7812 .64126

.095
평교사 179 3.7725 .68288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부장교사 79 3.2563 .85060

-2.587*
평교사 179 3.52 .72755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부장교사 79 2.8633 .94220

-3.694
평교사 179 3.3128 .88229

주: **p<0.01, *p<0.05

<표 Ⅳ-8>직급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6) 담임여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담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균은 3.45점, 표준편

차는 0.64이며, 비담임교사의 평균은 3.48점, 표준편차는 0.75이다. 비담임교사의 평균이 담임교

사보다 0.03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담임여부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에 대한 t통계값은 -0.281, 유의확률은 .022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담임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인 수업활용에 대한 담임교사의 수준(평균 3.45점, 표준

편차 0.682)이 비담임교사의 수준(평균 3.43점, 표준편차 0.864)보다 0.02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t통계값은 –0.209, 유의확률은 0.03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담임여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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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임여부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직업기초능력지도
담임 131 3.45 .641

-.281*
비담임 127 3.48 .755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담임 131 3.79 .651

.243
비담임 127 3.76 .690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담임 131 3.45 .682

.209**
비담임 127 3.43 .864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담임 131 3.12 .886

-.992
비담임 127 3.23 .959

주: **p<0.01, *p<0.05

<표 Ⅳ-9>담임여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7) 담당교과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담당교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보통교과 교사의 평균은 3.58점, 표

준편차는 0.72이며, 전문교과(공통 및 기초) 교사의 평균은 3.45점, 표준편차는 0.68이다. 전문교

과(실무) 교사의 평균은 3.38, 표준편차는 0.70이다. 담당교과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F통계값은 1.902, 유의확률은 0.776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담당교과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찰변인인 평가반영

에 있어서는 전공교과(실무) 교사의 평균점수가 3.00점으로 보통교과 교사의 3.38점에 비해 0.38

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F통계값은 3.703, 유의확률은 0.026으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교과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10>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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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담당교과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③

직업기초능력지도

보통교과 81 3.58 .723

1.902전공(공통) 80 3.45 .677

전공(실무) 97 3.38 .687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보통교과 81 3.77 .730

.098전공(공통) 80 3.76 .655

전공(실무) 97 3.80 .633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보통교과 81 3.60 .804

2.660전공(공통) 80 3.42 .737

전공(실무) 97 3.33 .769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보통교과 81 3.38 .095

3.703전공(공통) 80 3.17 .855

전공(실무) 97 3.01 .101 *

주: **p<0.01, *p<0.05

<표 Ⅳ-10>담당교과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8) 직무교육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직무교육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이수한

교사의 평균은 3.52점, 표준편차는 0.769이며, 직무연수(30시간 이상)를 이수한 교사의 평균 3.58

점, 표준편차 0.627, 자격연수(부전공연수 포함)를 이수한 교사의 평균 3.21점, 표준편차 0.584,

학교자체 특강으로 직무교육을 받은 교사의 평균은 3.52점, 표준편차는 0.684이다. 직업기초능

력지도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의 평균은 3.12, 표준편차는 0.638이다. 직무연수(30시

간 이상)에서 직무교육을 받은 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보다 평균 0.46점이 높았으며

직무교육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F통계값은 3.420, 유의확률은

0.01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직무교육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인인 직업기초능력 이해와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에서도 직무교육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직업기초능력 이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직무연수(30시간 이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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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교사의 평균 3.87점(표준편차 0.634)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교

사의 평균 3.44점(표준편차 0.611) 보다 0.42점이 높았으며 F통계값 3.068, 유의확률 0.017로 유

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에서는 가장 높

은 수준을 보인 직무연수(30시간 이상)를 이수한 교사의 평균 3.58점(표준편차 0.687)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의 평균 3.04점(표준편차 0.796) 보다 0.54점이 높

았으며 F통계값 4.318, 유의확률 0.002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교육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11>과 같다.

구분 직무교육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②③④⑤

직업기초능력지도

직무연수1 66 3.52 .769

3.420**
직무연수2 58 3.58 .627

자격연수 10 3.21 .584

자체특강 87 3.52 .684

없음 37 3.12 .638 *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직무연수1 66 3.86 .716

3.068*
직무연수2 58 3.87 .634

자격연수 10 3.79 .556

자체특강 87 3.79 .659

없음 37 3.44 .611 * *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직무연수1 66 3.50 .831

4.318**
직무연수2 58 3.58 .687

자격연수 10 3.01 .616

자체특강 87 3.53 .737

없음 37 3.04 .796 * *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직무연수1 66 3.19 1.018

1.749

직무연수2 58 3.29 .859

자격연수 10 2.82 .950

자체특강 87 3.25 .916

없음 37 2.88 .805
주1: **p<0.01, *p<0.05
주2: 직무연수1=직무연수(60시간 이상), 직무연수2=직무연수(30시간 이상)

<표 Ⅳ-11>직무교육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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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립유형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국·공립학교 교사의 평균은 3.44점,

표준편차는 0.70이며, 사립학교 교사의 평균은 3.49점, 표준편차는 0.70이었다. 사립학교 교사의

평균이 국·공립학교 교사보다 0.05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설립유형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통계값은 -0.588, 유의확률은 0.577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수준

의 비교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구분 설립유형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직업기초능력지도
국·공립 152 3.44 .697

-.588
사립 106 3.49 .702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국·공립 152 3.77 .670

-.049
사립 106 3.78 .671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국·공립 152 3.42 .767

-.466
사립 106 3.47 .791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국·공립 152 3.13 .916

-.909
사립 106 3.24 .934

<표 Ⅳ-12>학교 설립유형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10) 학교계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학교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공업계열 교사의 평균은 3.38점, 표

준편차는 0.635이며, 상업·정보계열 교사의 평균은 3.52점, 표준편차는 0.736이었다. 기타계열(농

생명, 가사·실업) 교사의 평균은 3.36점, 표준편차 0.586이었다. 상업·정보계열 교사의 평균이 기

타계열 교사보다 0.16점 정도 높게 나타났고, 학교계열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한 Ft통계값은 1.416, 유의확률은 0.245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에 따른 직업기초능력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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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열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직업기초능력지도
공업 98 3.38 .635

1.416상업·정보 154 3.52 .736
기타 6 3.36 .586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공업 98 3.71 .618
1.273상업·정보 154 3.82 .701

기타 6 3.52 .590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공업 98 3.36 .725
.984상업·정보 154 3.50 .807

기타 6 3.48 .735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공업 98 3.06 .921
1.325상업·정보 154 3.25 .931

기타 6 3.07 .602

<표 Ⅳ-13>학교 계열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11) 학교 소재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학교 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F검정을 실시하였다. 특별시에 소재한 특성화고 교사의 평균은 3.48점, 표준편차

는 0.71이며, 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 교사의 평균은 3.45점, 표준편차는 0.71이다. 기타 시·

군·면에 소재한 특성화고 교사의 평균은 3.45점, 표준편차는 0.68이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 직업

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F통계값은 0.073, 유의확률은 0.955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직

업기초능력 수준의 비교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구분 소재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직업기초능력지도
특별시 108 3.48 .707

.073광역시 67 3.45 .712
시·군·면 83 3.45 .682

관
찰
변
인

직업기초능력
이해

특별시 108 3.79 .683
.108광역시 67 3.79 .658

시·군·면 83 3.75 .667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특별시 108 3.46 .796
.066광역시 67 3.43 .771

시·군·면 83 3.43 .761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특별시 108 3.20 .925
.081광역시 67 3.14 .949

시·군·면 83 3.17 .908

<표 Ⅳ-14>학교 소재지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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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관련 변인간의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 분석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

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간의 인과모형은 실증적 자료 예측에 적합한 모형임을 검증하

기 위하여, 가설적 인과모형이 실제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가설 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

적 리더십에 관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인과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

이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적합지수는 크게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절대적합지수는 χ2,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PGFI(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근사치 오차평균 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활용하였다.

증분적합지수는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상대적합지수(RFI: relative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FI: incremental fit index)를 활용하였

다. 마지막으로 간명적합지수는 PRATIO, PNFI(Parsimonious normed fit index), PCFI

(parsimony adjustment to the CFI)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적합지수를 살펴본 이유는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Mulaik 외, 1989).



- 75 -

구분 적합도 판단기준 측정값 해석

절대적합지수

χ2 ≥ .05
χ2=223.918

(df=71, p=.000)
미적용

GFI > .90 .887 보통
AGFI > .90 .833 보통
PGFI > .50, .60 .600 적합
RMSEA < .10 .092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 > .90 .916 적합
IFI > .90 .941 적합
TLI > .90 .924 적합
CFI > .90 .941 적합

간명적합지수

PRATIO > .50, .60 .780 적합
RNFI > .50, .60 .715 적합
PCFI > .50, .60 .734 적합

자료: Joreskog & Sorbom. (1996).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표 Ⅳ-15>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결과 χ2은 223.918(df=71, p=.000)로 가설적 모형

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χ2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형

과 자료의 불일치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합도 지수를 함

께 고려하여 다른 적합도지수가 적합하게 나타나면 모형의 적합성을 수용할 수 있다(Hair

외, 2010). 즉, χ2값은 표본의 수가 250을 넘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

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χ2를 유의미하게 적용하

지 않았다.

모형의 일반적인 적합도를 표현하는 절대적합지수를 살펴보면, PGFI는 .600, RMSEA는

.092로 모형의 수용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FI는 .887로 모형의 수용수준

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이 기준치에 근접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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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하였다. 김대업(2008)은 적합도 지수들의 경험적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고 제시하였다. 또한 AGFI는 .833으로 수용수준과 차이가 있었지만, AGFI값은 GFI값보다

대부분의 경우 낮게 나오며, 홍세희(2000)의 연구에서는 AGFI값이 .85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AGFI값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증분적합지수는 NFI .916, IFI .941, TLI .924, CFI .941로 수용수준에 적합하였다. 마지막

으로 간명적합지수도 PRATIO .780, RNFI .715, PCFI .734로 모두 수용수준을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적합도 분석결과를 통해 나타난 모든 적합지수를 고려하여 가설적 모형이

실증적 자료에 비교적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지수들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첫 번째 연구문제인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간의

가설적 구조방정식모형이 실증적 예측에 적합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될 수 있었다. 이 연

구에서 적합도가 판정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모형과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제시하면 다음 [그

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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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특성화고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관련 변인의 가설적 모형 검증결과

주1) 고정변인으로 통계적인 검증이 불가

주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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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교사효능감, 학교

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직접적인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모

형의 경로계수로 완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기각률(C.R: critical ratio)을 산출하였다(<표 Ⅳ

-16> 참조). 연구가설별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β)

표준오차 C.R.

교사효능감 → 직업기초능력지도 .347 .376 .072 4.805***

학교풍토 → 직업기초능력지도 .202 .301 .068 2.982**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 직업
기초능력지도

.051 .085 .046 1.106

학교풍토 → 교사효능감 .543 .744 .070 7.784***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 교사효
능감

-.140 -.213 .056 -2.507*

*P<.05, **P<.01, ***P<.001

<표 Ⅳ-16> 변인 간 영향관계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가설 3-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β는

0.376(C.R.=4.805, p=.000)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

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

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업기초능력

을 지도하는데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기초능력 지도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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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경로계수는 다른 변인의 경로계수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연구변인 중에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 3-2.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는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학교풍토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β는

0.301(C.R.=2.982, p=.003)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

학교의 학교풍토는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

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교풍토는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업기초능력을

지도하는데 학교 환경이 좋을수록 교사의 직업기초능력 지도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가설 3-3.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학교풍토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β는

0.085(C.R.=1.106, p=.269)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

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즉,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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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연구의 네 번째 연구문제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경로모형에서의 매

개변인으로 설정된 변인들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변인이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분석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산

출하였다. 직접효과는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며, 간접

효과는 두 변수들 간의 효과가 다른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총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한 변인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배병렬, 2009). 한편,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올 경우 완전매개를 의미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나면 부분매개를 의미한다(이진화, 2009).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

서 교사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 <표 Ⅳ-17>과 같다.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학교풍토
→ 교사효능감
→ 직업기초능력
지도

독립 - 매개
학교풍토 →
교사효능감

.744 .744

매개 - 종속
교사효능감 →
직업기초능력지도

.375 .375

독립 - 종속
학교풍토 →

직업기초능력지도
.301 .280 .581

학교장변혁적리더십
→ 교사효능감
→ 직업기초능력
지도

독립 - 매개
학교장변혁적리더십
→ 교사효능감

-.213 -.213

매개 - 종속
교사효능감 →
직업기초능력지도

.376 .376

독립 - 종속
학교장변혁적리더십
→직업기초능력지도

.085 -.080* .005

*P<.05

<표 Ⅳ-17>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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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1.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가 교사효능감을 통해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미치는 간접효

과는 0.280(0.744 × 0.375)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채택되었으며,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가설 4-2.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의 직업기

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80(-0.213 × 0.37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

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이 채택되었으며,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6.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및 차이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평균 3.46점으로 ‘보통’수준이었다. 또

한,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찰변인별로는 ‘직업기초능력 인지’의 평균이 3.78점, ‘직업기초능력 학

습활용’이 3.44점,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이 3.18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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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도구에서는 “담당교과와 관련된 직

업기초능력의 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문항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

초능력 개념을 안다”는 문항의 평균이 각각 4.07과 4.0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직업

기초능력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항목과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보정교육

(remedial program)에 활용한다”는 항목의 평균이 각각 2.91과 3.1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

다. 이는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수행의 정도가 따라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실무자로부터 관련 산업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항목의 평균

이 3.21로 ‘직업기초능력 인지’요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교

과 교사의 역량을 분석하여 상담·지도역량이 가장 높았고 산학협력역량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

인 선행연구(김진실, 207)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 학습활용’요인에

서는 “담당교과목별 직업기초능력 세부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을 마련한다”는 항목이 평균 3.55

로 가장 높았고, “비교과활동에도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항목이

3.22로 가장 낮았다.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요인에서는 “담당교과별 관련 직업기초능력 성취기

준에 따라 평가한다”의 항목이 평균 3.4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근속년

수, 학력, 학교설립유형, 학교계열,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연

령과 직급, 담임여부, 담당교과, 직무교육 여부에 따른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우선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이 담임여부와 직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기초능력지

도의 수준과 수업활용의 수준이 비담임교사가 담임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활용에서 평교사가 부장교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 지

도에 있어 담임교사나 부장교사가 비담임교사나 평교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공문처

리, 각종 잡무와 같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서 상대적으로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행에 소

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연령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연령은 60대 교사였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연령은 30대 교사이다. 관찰

변인인 직업기초능력 이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업활용과 평가반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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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표집된 60대 교사의 빈도가 6명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빈도수가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무교육 여부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차이가 있었는데 30시간 이상 직무연

수를 이수한 교사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기초능력 이해와 수업활용변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담당교과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관찰변인인 ‘직업기

초능력 평가반영’에서 보통교과 교사의 수준이 전공교과(실무) 교사의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설적 인과모형

이 연구의 설정한 가설적 인과모형의 적합도는 여러 적합도지수를 고려한 결과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해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학

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

을 매개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지 않았고 학교장 변혁적 리더

십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음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에서 설정한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가설

적 모형 분석을 통해 해당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변인간 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 교사효능감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교사효능감이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효능감이 직무수행을 높이고(이명훈, 2006), 교사효능감이 자기주도 학습능

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최성우, 이경희, 2012), 업무성과와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김인곤, 2015). 또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다양한 교수전략을 적용하며(함승연, 2012), 교

사효능감이 변화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민상기 외, 2010; 조성웅, 2011)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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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더 수용적·관용적이며, 모든 학습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격려함으로

써 더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Ashton, 1985).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학교환경, 수업장애물 제거, 자율성 부여, 의사결정과정 참여, 진지한 학교풍토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Moore., Esselman, 1994).

라. 학교풍토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의 결과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풍토가 교사의 직무몰입에 유의

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Yu, Jantzi, 2002; 민상기, 2010; 조성웅, 2011, 김인곤, 2015)의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정두진(2012)은 공유된 가치나 태도가 강할수록 내적으로 학습을 하고

자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강해지므로 스스로 학습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

다고 하였다. 또한 이명훈(2006)은 학교풍토 중 교사의 전문행위 즉, 교사들간의 동료에 대한

존중, 상호 협동과 지지 등이 형성된 학교풍토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직무수행이 높으므로 교사

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행위풍토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였고 민상기 외(2010)는 학교조직 내의 교사들의 커뮤니케이션은 학교개혁을 통한 비전

및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교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

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반면,

학교가 학부모나 지역 유지, 교육청과 같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수록 교사의 직무수

행은 낮아지므로 지나친 외부 간섭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학교풍토 마련이 필

요하다(이명훈, 2006).

김인곤(2015)은 학교환경변인 중 컨설팅장학은 교수-학습이론 및 교수법 전략에 대한 지식

축적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태도변화를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관련한 컨설팅장학은 시도교육청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관현한 정

보 제공, 행정업무 지원, 연수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산업체 전문가와의 컨설팅 장학이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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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영향관계

이 연구에서는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

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장의 변

혁적 리더십이 변화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Yu, Jantzi, 2002; 민상기, 2010; 조성웅,

2011, 곽영지, 2005, 김창걸 외, 2005)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지각하

는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이 3.64점이었고, 하위 요인인 교수존중이 3.71, 솔선수범 3.55,

변화선도 3.67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바. 학교풍토와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학교풍토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학교풍토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

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풍토와 교사효능감의 영향력이 0.744(유의확률 0.000), 교사효능감과 직업기초능력의 영

향력은 0.375(유의확률 0.000)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사효능감을 매개로한 학교풍토와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영향력은 0.581(유의확률 0.056)로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학교풍토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헌신, 교수몰입, 직무만족, 교사효과성, 변화몰입

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민상기, 2010; 박정주, 2011, 이혜란 외, 2011; 조성웅,

2011, 김인곤, 2015, 최권, 도승이, 2015)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아영, 김민정(2002)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사효능감과 학교조직풍토와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였고 박소연, 윤선아(2012)는 서울소재 초등학교 평교사 384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21년 이상 경력집단에서만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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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5년 미만, 5-10년, 11-15년, 16년-20년)에서는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학교풍

토와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이 연구에서는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

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변인인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매개변인인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부의 영향(-.213*)을 끼치고 교사

효능감은 종속변인인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정적인 영향(.376)을 끼쳐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직업기초능력지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은 부의 매개효과(-.080*)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교

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교사의 변화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

행연구(민상기, 2010; 조성웅, 2011)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취업지도능

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인곤, 2015)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하위 변인인 비전제시, 개인적 배려, 선도적 추진성, 성과기대의 수

준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으나,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효능감을 자

극하기 보다는 과도한 성과 기대의 부담, 업무 과중 및 그에 따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교사효

능감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신은아, 2004; 이혜란 외, 2011; 김인곤,

2015). 또한, 학교조직이 관료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전문조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

의 자부심이 강하며 구속받기를 매우 싫어하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조성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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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

장 변혁적 리더십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차이를 구명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변인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

도와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교사효능감을 매개로한 간접적 영향 관계를 구명한

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15년 전국의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197개, 상업·정보계열 184

개, 가사·실업계 46개, 농·생명계열 38개, 수산·해운계열 8개에 근무하는 보통교과 교사 10,142

명, 전공교과 교사 12,908명이다.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적정 표집수는

378명이었다. 표집은 유층화비율표집방법을 활용하여 계열(공업계열 교사 236명(24.6%), 상업·

정보계열 221명(23%), 가사·실업계 55명(5.75%), 농·생명계열 46명(4.75%), 수산·해운계열 9명

(1%)), 담당교과(보통교과 249명(44%), 전공교과 318명(56%))를 고려하여 총 5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는 직업기초능력지도 측정도구, 교사효능감 측정도구, 학교풍토 측정도구, 학교장 변

혁적 리더십 측정도구, 일반적 특성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직업기초능력

지도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구성요인을 도출하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직업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의 관찰변인으로 구성되었

다. 예비조사는 2단계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조사도구를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았으며, 2차 예비조사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사하였

다. 예비조사 결과 최종 개발된 취업지도능력 측정도구는 20문항으로 본조사의 내적일치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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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0.951로 나타났다. 이외 관련변인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이 연구에 맞도록 기존 도구를 번

안하거나 연구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내적일치도를 검

토하였다. 최종 개발된 교사효능감 측정도구는 12문항, 내적일치도 0.924, 학교풍토 측정도구는

20문항, 내적일치도 0.941,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는 15문항, 내적일치도 0.972로 나타

났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1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조사,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였

다. 공업계열 15개, 상업·정보계열 21개, 기타 계열 5개, 총 41개 학교에 협력교사 1명을 확보하

여 온라인 조사시스템으로 링크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SMS문자와 전화통화로 협력교사에

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협력교사를 통해 설문가능한 인원을 파악하여 각 10∼20명의 교사

에게 온라인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특히, 학교별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원의 비율을 고

려하여 보통교과40% 전문교과 60% 비율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회수율이 낮거나 무

응답 등으로 불성실한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 표본크기인 378개의 1.5배수인 567명

에게 배부하였으나, 그 중 280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49.4%의 회수율을 보였다. 계열별로 살펴

보면, 공업계열에서 106명, 상업·정보계열에서 168명, 농·생명계열에서 3명, 가사실업계열에서 3

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무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나 불성실한 설문지의 22부를 제외하고 258부

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여 유효자료율은 98.7%를 보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와 AMOS 18.0을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여 처

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의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46점(표준편차

0.698)로 중간 이상이었다. 3개의 직업기초능력지도 관찰변인 가운데, 직업기초능력 이해수준은

평균 3.78점으로 가장 높고, 직업기초능력 학습활용 수준은 평균 3.44점이었으며,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수준은 평균 3.1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대다수 교사들은 직업기초능력을

대체로 지도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5.7%는 지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각 관찰변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도 직업기초능력 이해, 수업활용, 평가반영 관찰변인 순으로 다소 감소

하였고, 반면 부정적 응답 비율은 그만큼 늘어났다.

교사들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교사의 연령과 담임여부, 직무교육 여부, 직급, 담당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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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60세 이상의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이 가장 높았고 30

대 교사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비담임교사의 수준이 담임교사보다 높았고 직무교육 경험이 많

은 교사의 수준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보다 높았다.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관찰변인에서는

보통교과 교사의 수준이 전공교과(실무) 교사의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성별과 근속년수, 학력, 학교설립유형, 학교계열,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

하였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β=.376***), 학교풍토(β=.301**)는 직업기초능력지도

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β

=.085)은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학교풍토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은 유의미

한 매개효과가 없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은 부의 매개효과가 있었다.

2. 결론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의 이해 수준이 실제적인 수업활용과 평가반영 수준보다는 약간 더 높

은 편이다. 또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은 교사의 연령, 담임여부, 직무교육 여부, 직급,

담당교과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성별, 근속년수, 학력, 학교설립 유형, 학교계열,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과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간에 타당한 인과적 관계 모형이 설정될 수 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

은 직업기초능력 이해,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관찰변인으로 측정할

수 있고, 교사효능감은 학습몰입, 수업실제, 수업관리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학교풍토는 협력,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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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관계, 학교자원, 의사결정 및 수업혁신 관찰변인으로 측정 가능하고,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은 교사존중, 솔선수범 및 변화선도 관찰변인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와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

더십 간의 인과관계 모형은 직업기초능력지도와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의 관계를 제외한 변인

들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교사효능감, 학교풍토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

기초능력지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변인들간의 가설적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예측타당도

를 가진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있어서도 교사효능감과 학교

풍토는 중요한 변인으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학교풍토는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이 교사효능감과 학교풍토

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고 교수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풍토가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동료 교사 및 학생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학교자원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풍토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업기

초능력지도에 간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친다.

3. 제언

첫째, 이 연구에서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직업기초능력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이는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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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나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교사의 직무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통해 취업지도능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므로 추가적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이 교사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교사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탐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기초능력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효능감, 학교풍토,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잠재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직업기초능력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개인차원과 조직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직업기초능력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자원, 제도 및

규범 등 학교풍토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공교과에서 현장을 반영한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산업체와의 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며 비교과활동에도 직업기

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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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 설문지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지도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만
들어졌습니다. 각 지시문 및 응답 요령에 따라 선생님의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선생님의
응답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학술평가 연구를 위한 통
계분석의 기초자료로만 이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으면 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반
드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
시면 향후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연구결
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나승일

석사과정: 박영도

연 락 처: 010-8889-9182

E-mail: 08157@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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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직업기초능력 지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
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 직업기초능력의 개념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 직업기초능력의 영역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담당 교과와 관련된 세부 직업기초능력은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담당 교과와 관련된 직업기초능력의 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장 실무자로부터 관련 산업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직무, 자격 연수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얻
은 정보를 수업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 교과별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9 NCS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직업기초능력 요소 및 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담당 교과목별 직업기초능력 세부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을 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모형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비교과활동에도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동기유발, 성공체험 등을 통해 자신감
을 갖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국가수준의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담당 교과별 관련 직업기초능력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기초능력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차후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보정교육(remedial program)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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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행하실 수 있는 정도와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나는...

1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끔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의 학습 촉진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러 가지 평가 전략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내용을 어려워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과 예시를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여러 가지 수업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실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이 학교나 학급의 규율을 잘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통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들과 함께 수업활동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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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관한 진술문입니다. 각 진술문
에 대하여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실 수업을 전적으로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는 좋은 팀워크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선생님들과 개별 학생의 요구에 관해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들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의바르고, 학교 직원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학교 학생들은 바르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서로 돕고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학교는 교육용 장비와 자원의 공급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육용 장비는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비디오 장비, 테이프, 필름 등은 쉽게 사용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교실 수업을 위해 필요한 수업용 장비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생님들은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자주 요청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 운영에 관하여 말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학교 운영에 관한 결정은 교장선생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8 선생님들은 학교에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항상 도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혁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새로운 코스나 커리큘럼을 위한 자료 개발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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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소속 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의 생각
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1 교직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직원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모두에게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교직원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언행이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심 없이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무수행에 헌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직원들에게 도전적인 과업을 부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새로운 수업방법(또는 업무 기법)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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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통계분석에 필요한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를 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세
3. 학력 ① 대졸   ② 석사졸업(수료)   ➂ 박사졸업(수료)
4. 교사근속년수            년(만)
5. 직급 ① 부장교사   ② 수석교사 ➂ 평교사
6. 담임여부 ① 담임(부담임 포함) ② 비담임

7. 담당교과
① 보통교과  ➁ 전문교과(기초및이론)  ➂ 전문교과(실무)
과목명 : 

8. 담당업무 예) 취업지도, 진학지도, 산학협력 등 
9.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직무연수

①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➁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➂ 자격연수(부전공연수 포함)시 부분   ④ 학교자체 행사시 특강    ⑤ 없음

 
Ⅵ. 다음은 선생님의 소속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를 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유형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2. 학교계열 ① 공업   ➁ 농·생명   ➂ 상업·정보    ➃ 수산·해운   ➄ 가사실업    ⑥ 일반

3. 학교소재지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➂ 시     ➃ 군     ➄ 기타(            )

4. 학교소재 지역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전남   ⑭ 전북
⑮ 제주    ⑯ 충남   ⑰ 충북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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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비조사 『직업기초능력지도』척도의 Cronbach’s α 값 분석

구분 문항
항목제거시 

평균
항목제거시 

분산
항목제거시 
전체 상관

항목제거시 
α값

직업기초능력
이해
(α=0.867)

1 61.67 169.264 .550 .938

2 61.77 169.978 .539 .939

3 61.97 163.757 .787 .935

4 62.07 161.444 .717 .936

5 61.37 174.516 .328 .941

6 62.63 163.895 .592 .938

7 62.10 168.162 .512 .939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α=0.892)

8 62.47 165.775 .664 .937

9 62.43 163.840 .679 .936

10 62.33 161.333 .764 .935

11 62.43 164.668 .704 .936

12 62.63 165.689 .586 .938

13 62.57 163.702 .645 .937

14 61.93 166.064 .618 .937

15 62.60 158.248 .751 .935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α=0.889)

16 62.43 160.185 .805 .934

17 62.73 163.030 .618 .937

18 62.67 158.575 .811 .934

19 62.83 160.626 .732 .935

20 63.40 163.352 .493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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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본 조사용 설문지

특성화고 직업기초능력 지도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기초능력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만
들어졌습니다. 각 지시문 및 응답 요령에 따라 선생님의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선생님의
응답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학술평가 연구를 위한 통
계분석의 기초자료로만 이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으면 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반
드시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
시면 향후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연구결
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받아보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나승일

석사과정: 박영도

연 락 처: 010-8889-9182

E-mail: 08157@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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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직업기초능력 지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
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산업계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개념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산업계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영역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계가 요구하는 특성화고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담당 교과와 관련된 세부 직업기초능력은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5 담당 교과와 관련된 직업기초능력의 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현장 실무자로부터 관련 산업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직무, 자격 연수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얻
은 정보를 수업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 교과별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9 NCS학습모듈을 활용하여 직업기초능력 요소 및 내용을 선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담당 교과목별 직업기초능력 세부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을 마련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모형을 개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비교과활동에도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들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동기유발, 성공체험 등을 통해 자신감
을 갖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국가수준의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담당 교과별 관련 직업기초능력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기초능력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차후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보정교육(remedial program)에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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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행하실 수 있는 정도와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나는...

1
수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끔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의 학습 촉진을 위해 좋은 질문들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러 가지 평가 전략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내용을 어려워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과 예시를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여러 가지 수업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실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생들이 학교나 학급의 규율을 잘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통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들과 함께 수업활동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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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신 학교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관한 진술문입니다. 각 진술문
에 대하여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실 수업을 전적으로 통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는 좋은 팀워크를 강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선생님들과 개별 학생의 요구에 관해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들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의바르고, 학교 직원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학교 학생들은 바르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서로 돕고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학교는 교육용 장비와 자원의 공급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육용 장비는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비디오 장비, 테이프, 필름 등은 쉽게 사용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교실 수업을 위해 필요한 수업용 장비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생님들은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자주 요청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 운영에 관하여 말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들은 학교에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항상 도출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혁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20 새로운 코스나 커리큘럼을 위한 자료 개발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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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소속 학교의 교장선생님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선생님의 생각
과 가장 일치되는 번호에 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No 항목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1 교직원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힘쓴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직원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모두에게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교직원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언행이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심 없이 의사결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무수행에 헌신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12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직원들에게 도전적인 과업을 부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새로운 수업방법(또는 업무 기법)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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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통계분석에 필요한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를 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세
3. 학력 ① 대졸   ② 석사졸업(수료)   ➂ 박사졸업(수료)
4. 교사근속년수            년(만)
5. 직급 ① 부장교사   ② 수석교사 ➂ 평교사
6. 담임여부 ① 담임(부담임 포함) ② 비담임
7. 담당교과 ① 보통교과  ➁ 전문교과(공통및기초)  ➂ 전문교과(실무)

8. 담당업무
업무명 : 
예) 취업지도, 진학지도, 산학협력 등 

9. 직업기초능력지도에
  대한 직무연수

①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➁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➂ 자격연수(부전공연수 포함)시 부분   ④ 학교자체 행사시 특강    ⑤ 없음

 
Ⅵ. 다음은 선생님의 소속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V표를 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유형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2. 학교계열 ① 공업   ➁ 농·생명   ➂ 상업·정보    ➃ 수산·해운   ➄ 가사실업    ⑥ 일반

3. NCS 교과군

① 경영회계사무금융 ② 보건복지 ③ 디자인 ④ 문화콘텐츠 ⑤ 선박운항 
⑥ 미용관광레저 ⑦ 음식조리 ⑧ 건설 ⑨ 기계 ⑩ 재료 ⑪ 화학제품제조 ⑫ 섬유패션
⑬ 전기전자 ⑭ 정보통신 ⑮ 식품가공 ⑯ 인쇄출판공예 ⑰ 환경에너지안전 ⑱농림수산

4. 학교소재지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➂ 시     ➃ 군     ➄ 기타(            )

5. 학교소재 지역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전남   ⑭ 전북
⑮ 제주    ⑯ 충남   ⑰ 충북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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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본조사 『직업기초능력지도』척도의 Cronbach’s α 값 분석

구분 문항
항목제거시 

평균
항목제거시 

분산
항목제거시 
전체 상관

항목제거시 
α값

직업기초능력
이해
(α=0.867)

1 65.826 176.814 .567 .950

2 65.868 179.204 .469 .951

3 66.031 176.583 .560 .950

4 66.019 173.778 .633 .949

5 65.775 176.930 .523 .950

6 66.636 171.625 .628 .949

7 66.306 170.649 .703 .948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α=0.892)

8 66.341 171.051 .762 .947

9 66.500 169.862 .730 .948

10 66.295 168.730 .791 .947

11 66.457 169.572 .779 .947

12 66.620 169.933 .713 .948

13 66.395 169.742 .738 .947

14 66.136 171.386 .736 .948

15 66.446 168.559 .754 .947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α=0.889)

16 66.434 167.040 .786 .947

17 66.678 168.593 .712 .948

18 66.558 166.995 .784 .947

19 66.725 168.784 .750 .947

20 66.934 170.630 .548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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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본조사 『직업기초능력지도』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적재량 표준요인적재량 표준오차 C.R.

관찰변인 문항번호

직업기초능력
이해

1 1.124 .877 .098 11.451***

2 1.009 .817 .093 10.888***

3 1.089 .826 .099 10.975***

4 1.159 .806 .108 10.776***

5 .858 .628 .097 8.839***

6 .878 .534 .114 7.689***

7 1.000 .637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8 .874 .786 .063 13.828***

9 .939 .761 .071 13.290***

10 1.007 .830 .068 14.842***

11 .986 .836 .066 14.981***

12 .945 .753 .072 13.107***

13 .965 .786 .070 13.826***

14 .861 .764 .064 13.354***

15 1.000 .783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16 1.022 .811 .084 12.155***

17 1.040 .813 .085 12.177***

18 1.172 .927 .086 13.690***

19 1.103 .912 .082 13.506***

20 1.000 .688

주1) 적합도 지수 : χ2= 618.046(df=167, p=000), CMIN/DF=3.701, PNFI=.750, NFI=.853,
IFI=0.888, CFI=0.888

주2) 유의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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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직업기초능력지도』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하위요인 문항

매우아니다 

①
아니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그렇다

⑤

직업기초능력
이해

(평균= 3.78)

1 - 9(3.5) 51(19.8) 125(48.4) 73(28.3) 4.016 .7889

2 - 7(2.7) 57(22.1) 130(50.4) 64(24.8) 3.973 .7609

3 - 16(6.2) 66(25.6) 127(49.2) 49(19.0) 3.810 .8126

4 2(0.8) 14(5.4) 74(28.7) 106(41.1) 62(24.0) 3.822 .8861

5 - 8(3.1) 59(22.9) 99(38.4) 92(35.7) 4.066 .8413

6 14(5.4) 43(16.7) 103(39.9) 72(27.9) 26(10.1) 3.205 1.0137

7 6(2.3) 31(12.0) 79(30.6) 103(39.9) 39(15.1) 3.535 .9667

직업기초능력
수업활용
(평균= 3.44)

8 4(1.6) 27(10.5) 91(35.3) 108(41.9) 28(10.9) 3.500 .8788

9 10(3.9) 37(14.3) 92(35.7) 93(36.0) 26(10.1) 3.341 .9743

10 5(1.9) 32(12.4) 77(29.8) 105(40.7) 39(15.1) 3.547 .9582

11 4(1.6) 41(15.9) 93(36.0) 92(35.7) 28(10.9) 3.384 .9315

12 12(4.7) 43(16.7) 104(40.3) 74(28.7) 25(9.7) 3.221 .9910

13 5(1.9) 40(15.5) 82(31.8) 97(37.6) 34(13.2) 3.446 .9699

14 2(0.8) 23(8.9) 70(27.1) 117(45.3) 46(17.8) 3.705 .8901

15 9(3.5) 36(14.0) 94(36.4) 82(31.8) 37(14.3) 3.395 1.0091

직업기초능력
평가반영
(평균= 3.18)

16 11(4.3) 37(14.3) 85(32.9) 86(33.3) 39(15.1) 3.407 1.0443

17 18(7.0) 47(18.2) 94(36.4) 73(28.3) 26(10.1) 3.163 1.0607

18 13(5.0) 44(17.1) 90(34.9) 79(30.6) 32(12.4) 3.283 1.0482

19 15(5.8) 53(20.5) 95(36.8) 77(29.8) 18(7.0) 3.116 1.0029

20 41(15.9) 52(20.2) 80(31.0) 60(23.3) 25(9.7) 2.907 1.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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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school 
climate, and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key competencies in teaching fo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To this end, based on contemplated results, we set up a casual 
relationship between latent variables of teaching key competencies, teacher efficacy, school climate, 
and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put observed variables to measure each latent 
variable. 

The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teacher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For samples, we 
utilized the areas and th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types proportionally by each teacher's 
school type and sampled 567 people by using stratified sampling methods.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They were consisted of teachers’ teaching key 
competencies scale, teacher efficacy scale, school climate scale,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cale and demographic items. 

In this study, teaching key competencies scale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mprehension level 
of key competencies, the utilization level of key competencies during class, and the reflection level 
of key competencies evaluation. Teacher efficacy, school climate, and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s scales were selected from existing scales by the researcher.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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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cales were examined through expert reviews, preliminary surveys and the present survey.

The data were collected via online, visiting survey and e-mail. Out of a total of 567, only 280 
questionnaires was returned, of which 258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data cleaning.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ructur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1.0 for Windows and AMOS 18.0.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05. A level of 5% was established to determine 
signific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eaching key competencies of 
teacher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was 3.46, on the average value, not a high value. In 
terms of the level of observed variables, the level of comprehension of key competencies (average 
3.78)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utilization level of key competencies during the class 
(average 3.44) and the reflection level of key competencies evaluation (average 3.18). In addition, 
there were differences by teacher's age, homeroom, career education, position, and subject matter. 
Specifically, the level of teaching competencies of teachers over 60-year-old was the highest while 
those in 30's had the lowest level. The teaching level of non-homeroom teachers was higher than 
that of homeroom teachers, and the teachers who received vocational training showed higher teaching 
level than those of non-trained teachers. The level of teachers in general subjec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ubject teachers in the variables that reflecting key competencies evalu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gender, years of career, academic background, 
type of schools, school affiliation, and school location.

Second the fit index of causal model among teachers’ teaching key competencies, teacher efficacy, 
school climate and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ere identified suitably. 

Third, the value of factor loading for teacher efficacy to teaching key competencies was β

=.376***, and for school climate was β=.301**. The factor loading for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as not significant.

Fourth, in a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key competencies and school climate, teacher efficacy, 
there wa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a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key competencies and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eacher efficacy had a negativ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s reflected the key competencies with the 
moderate level of instruction. Second,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s at work between the casual 
model of this study and research variables except for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key 
competencies in teaching. Third, teacher efficacy and school climate have a direct imp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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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key competencies positively. However,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no direct 
impact on it. Fourth, school climate has an indirect impact on teaching key competencies positively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 efficacy, but not significant. Fifth,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n indirect impact on key competencies in teaching negatively with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 efficacy.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s are suggested: First, in this study, the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id not have a direct impact on teaching key competencies, but it also 
had a negative influence with the teacher efficacy. However, this study was different from other 
previous researches. Therefore, it needs to be further explored. Second, latent variables such as 
government policy and industrial utilization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the teaching 
skills of teacher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riables 
that can affect teaching key competencies by separating the personal level from the structural level 
to look at more in a structural way.  

Key words: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key competency, teaching in key competency, teacher 
efficacy, school climate,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ausal relationship,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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