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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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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김영흥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3개가 설정되었다. 첫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간의 적합한 구조적 관계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기술교사

의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

도에 갖는 직접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모집단은 2020년 5월 현재 중학교에 재직하는 기술교사로 약 3,500명이다. 표본

크기는 65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표집은 전체 중학교를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고 

시·도별 기술교사의 모집단 구성비에 따라 할당된 표본 수에 충족될 때까지 학교를 

표집 단위로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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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는 설문지가 이용되었는데, 설문지에는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수

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측정

도구들과 응답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관찰변인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선택하거나 이를 근거로 초안을 만들어 

전문가 및 기술교사를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고, 예비조사

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되, 

우편 발송이 어려운 교사에게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회수율과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교사의 소지 자격 등을 고려하여 총 650부를 배부

하였고, 이 중 409부가 회수되었으나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126부를 제외한 총 283

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에 응답한 기술교사의 특성은 알려

진 모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문항의 신뢰도 

분석, 관찰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다중공선성 진단 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 유의수준(p-value)은 0.05이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

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설

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관계가 타당하게 

확인되었다. 둘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0.398)과 수업효능감(=0.496)

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업

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기술교사의 수업

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β=0.291)과 수업효능감(β=0.133)을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사의 수업전문성

은 수업효능감을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β=0.304)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을 이중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β=0.282)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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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을 삼중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β=0.206)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외생변인, 학교교육변

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매개변인, STEAM교육 태도 내생변인 간의 적

합한 구조적 관계모형이 설정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중학교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은 모두 STEAM교육 태도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둘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

용과 수업효능감은 각각 STEAM교육 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수업효능감이 학교교육변화 수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수업자원 협

력과 수업전문성은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

업전문성, 혹은 수업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업자원 

협력의 학교교육변화 수용을 통한 단일 매개효과 크기가 수업효능감을 통한 단일 매

개효과 보다 2배나 더 크고, 또한 수업자원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을 삼중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로 매개변인이 늘어날

수록 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STEAM교

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을 이중 매개

하여 간접적으로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수업전문성을 통해서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끝으로, 수업전문성은 비록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 않으나, 수업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수업자원 

협력이 수업효능감을 통해 미치는 영향의 2배 이상이다.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변화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서 구명된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

도에 대한 구조적 관계모형은 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이해하고 높이

기 위한 전략을 선택할 때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변화 수용에 우선순위

를 둘 필요가 있고, 또한 수업효능감의 직접효과보다 더 큰 간접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은 수업자원 협력이나 수업전문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STEAM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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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비롯한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잠재변인별 

관찰변인들의 설정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찰변인의 상관성을 낮추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 잠재변인별 관찰변

인 측정도구의 문항 진술 및 척도를 STEAM교육 태도의 관점에서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 잠재변인은 각각 수업자원 교

류 활동의 빈도 혹은 수업전문성을 위한 노력 활동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는

데, 후속연구에서는 관찰변인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양화할 수 있게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STEAM교육 태도, 기술교사,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구조방정식

학번: 2017-3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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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의 혁신과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분절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이들 간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김태은 외, 2017; 최상덕 외, 2011).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도 교과 간 분산적인 접근보다는 융합적 접근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2011

년부터 융합 교육의 일환으로 STEAM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STEAM교육은 기존의 STEM교육에 ‘Arts’의 요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Yakman, 2006), STEM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

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을 주목적으로 한다(김진수, 2011; 

백윤수 외, 2012).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STEM, STEAM 교육과 같은 융

합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학교 교육에서 기술과 공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

작했는데(Bybee, 2010; Katehi, Pearson & Feder, 2009), 이는 학교 교육에서 기

술교과가 위상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De Vries, 2019).

STEAM교육에 있어서 기술교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술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설계, 문제해결과 같은 활동들이 서로 다른 교과 간 

영역을 통합하는 맥락에 적절(Loepp, 2004)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Yakman(2008)과 Sanders(2009)는 효과적인 STEM교육을 위해 기술이나 공학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교과전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STEAM교육이 특정 교과를 중심으

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등학교 교육에서는 기술 및 공학적 요소가 기술 교

과를 통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김지숙, 2014) STEAM교육에 있어 기술교과의 역

할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기술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대부분 양성

과정을 통해 STEAM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었고(공주대학교 기술가정

교육과 홈페이지, 2019;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홈페이지, 2019; 한국교원대학교 기

술교육과 홈페이지, 2017), 따라서 다른 교과 교사에 비해 STEAM교육을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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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필요한 역량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TEAM교육에서 기술 교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STEAM교육은 

대부분 과학이나 수학 교사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었으며, STEAM교육에 대한 연

구들도 대부분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곽혜정, 류희

수, 2016; 김영흥, 김진수, 2017). 심지어 STEAM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

에서도 기술교과를 제외하고 과학, 수학, 정보 교과만을 필수적인 지원 대상으로 제

시하고 있었으며(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교육부(2020)가 발표한 융합교

육 종합계획(`20~`24년)에서도 과학, 수학, 정보 교과만이 관련 교과로 제시되고 

있어 기술교사들이 정책적 소외감 등을 느껴 STEAM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

지기 쉬운 상황이다. 앞으로 STEAM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

술교사들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이들의 STEAM교육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호의 혹

은 비호의, 긍정 혹은 부정 등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으로(Askar, 1986: 

Donmez, 2019 재인용), 이는 실제 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van Aalderen-Smeets & van der Molen, 2015). 따라서 기술교사의 STEAM

교육의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실제 행동 또한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며, STEAM교육이 학교 교육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사의 사전 경험(정

경화, 신영준, 2018; Thibaut, Knipprath, Dehaene, & Depaepe, 2018), 전문성 

신장(김기예, 박은주, 2012; 김용석, 김소형, 한선영, 2019; 손상희, 1998; 안성우, 

김미경, 2001; 이명훈 외, 2014; 정경화, 신영준, 2018; 한종화, 2011; Al Salami, 

Makela, & de Miranda, 2017; Gardner, Glassmeyer, & Worthy, 2019; 

Stohlmann, Moore & Roehrig, 2012; Thibaut, Knipprath, Dehaene, & 

Depaepe, 2018), 관련 내용지식 및 교수역량(김민석, 곽혜란, 장유진, 2019; 김지

운, 2018; 안성우, 김미경, 2001; Ernest, 1989; Haase, 2009; Stohlmann, 

Moore, & Roehrig, 2012),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Ernest, 1989; Haase, 2009; 

Stohlmann, Moore & Roehrig, 2012; Thomas, 2014), 교사효능감(박기문, 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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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김소연, 2013; 한종화, 2013; Pryor, Pryor, & Kang, 2016; Stohlmann, 

Moore & Roehrig, 2012), 변화에 대한 저항(Thibaut, Knipprath, Dehaene, & 

Depaep, 2018)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되

어 온 STEAM교육이 여전히 교사들에게 새로운 변화나 요구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학교 교육이 대부분 교과전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

업에 대한 동료 교사 간의 협력(Stohlmann, Moore, & Roehrig, 2012; Thibaut, 

Knipprath, Dehaene, & Depaepe, 2018; Thomas, 2014), 새로운 교육변화에 대

한 수용(Thibaut, Knipprath, Dehaene, & Depaep, 2018), 수업전문성 신장(김기

예, 박은주, 2012; 김용석, 김소형, 한선영, 2019; 손상희, 1998; 안성우, 김미경, 

2001; 이명훈 외, 2014; 정경화, 신영준, 2018; 한종화, 2011; Al Salami, Makela, 

& de Miranda, 2017; Gardner, Glassmeyer, & Worthy, 2019; Stohlmann, 

Moore & Roehrig, 2012; Thibaut, Knipprath, Dehaene, & Depaepe, 2018), 수

업효능감(박기문, 이규녀, 김소연, 2013; 한종화, 2013; Pryor, Pryor, & Kang, 

2016;  Stohlmann, Moore, & Roehrig, 2012)을 STEAM교육 태도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STEAM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을 위한 교사 

간 협력, 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등의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STEAM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더 나아가 교사양성기관, 교육행정기

관, 일선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

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목

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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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

문성 및 수업효능감 간의 적합한 구조적 관계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갖는 직접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내생변인으로, 수업자원 협력을 외생변인

으로,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가설적 구조적 관계모형은 적합할 것이다.

가설 2.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은 STEAM

교육 태도에 직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수업자원 협력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수업전문성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수업효능감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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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1.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을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수업자원 협력은 수업효능감을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을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수업전문성은 수업효능감을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을 이중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6.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을 이중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7.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을 삼중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기술교사

기술교사란 ‘기술’ 혹은 ‘기술·가정’자격을 소지하고 중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기술의 세계’분야를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한다.

나. STEAM교육

기존의 STEM교육에 ‘A(Arts)’의 요소를 포함 시킨 것으로, 과학(Science),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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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술(Arts) 및 수학(Mathematics)의 

교과 또는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다. STEAM교육 태도

STEAM교육에 대해 갖는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도록 결정하는 일관된 

심리적 경향이다(Asma, Van Der Molen, & Aalderen-Smeets, 2011; Fishbein 

& Ajzen, 2011). 태도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차원으

로 구분(Eagly & Chaiken, 1993)되는 것을 근거로,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의 

관찰변인을 STEAM교육에 대한 가치판단, STEAM교육에 대한 감정적 선호도, 

STEAM교육을 실행하려는 행동성향으로 설정한다. 

가치판단 관찰변인: STEAM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및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신념으로, Wahono와 Chang(2019)의 STEM태도 측정도구와 Xu 외(2019)

의 기술교사 태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된 STEAM교육에 대한 가치판단 측정도구

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선호도 관찰변인: STEAM교육에 대해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전반적인 감정이나 느

낌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Wahono와 Chang(2019)의 STEM태도 측정도구, 

Thibaut 외(2018)의 STEM교육 태도 측정도구와 Xu 외(2019)의 기술교사 태도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STEAM교육에 대한 선호도 측정도구에 대해 중학교 기

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행동성향 관찰변인: STEAM교육에 대한 직접 행동하려는 의도나 동기로, Thibaut 

외(2018)의 STEM교육 태도 측정도구와 Xu 외(2019)의 기술교사 태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된 STEAM교육에 대한 행동성향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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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자원 협력

수업자원 협력이란 교사들이 수업 개선 또는 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

는 활동(홍창남, 2005) 중에서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문성, 자원 등을 공유

(Shah, 2011)하는 협력활동이다. 이를 근거로 잠재변인 수업자원 협력의 관찰변인

을 동료교사들 간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 서로 다른 교과지식 공유, 수업과 관련

된 각종 교수자료 공유로 설정한다.

학생정보 공유 관찰변인: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정보를 동료 교사들과 공

유하는 활동으로, Shah(2011)의 교사협력성 측정도구을 토대로 개발한 학생정보 공

유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교과지식 공유 관찰변인: 교사가 교과에 대한 지식을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는 활동

으로, Shah(2011)의 교사협력성 측정도구와 송인발과 박주호(2016)의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교과지식 공유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

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교수자료 공유 관찰변인: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는 활

동으로, Shah(2011)의 교사협력성 측정도구와 송인발과 박주호(2016)의 수업전문

성 지향 교사협력활동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교수자료 공유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학교교육변화 수용

학교교육변화 수용이란 교사가 학교 현장의 교육변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려는 의지이다(배상훈, 이현주, 김영애, 2014). 학교 현장의 

교육변화는 대표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수학습에서의 변화로 구분될 

수 있으며(교육부, 2015; 박선화 외, 2017; 온정덕, 2015; 윤종혁 외, 2017), 이를 

근거로 잠재변인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관찰변인을 교사의 새로운 교육과정변화에 대

한 이해와 교수학습변화 적용으로 설정한다.

교육과정변화 이해 관찰변인: 교사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바뀐 단위학교 교



- 8 -

육과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의지로, 이수정(2012)의 교사 

학교혁신수용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교육과정변화 이해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

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교수학습변화 적용 관찰변인: 교사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바뀐 교수학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의지로, 온정덕(2015), 윤종혁 외(2017) 

및 박선화 외(2017)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Wanberg와 Banas(2000)이 제시한 변

화수용성 측정도구를 토대로 개발한 교수학습변화 적용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술교사

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수업전문성

수업전문성이란 교사의 수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다(김동선, 홍창

남, 2018).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교과내용 및 교육학적 지식과 같이 이론 및 내용과 

관련된 유형과 실제 수업을 통해 발달되는 지식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을 근거로

(Shulman, 1987), 잠재변인 수업전문성의 관찰변인을 수업지식 및 수업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설정한다.

수업지식 개선 관찰변인: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이론과 최신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업전문성 관련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Grossman, 1990; Shulman, 

1986; Tamir, 1998 등)의 내용을 토대로 안미현(2005)의 교사 자기개발노력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수업지식 개선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

를 의미한다.

수업능력 개선 관찰변인: 교사의 실제 수업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수업

전문성 관련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Grossman, 1990; Shulman, 1986; Tamir, 

1998 등)의 내용을 토대로 안미현(2005)의 교사 자기개발노력 측정도구를 참고하

여 개발한 수업능력 개선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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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업효능감

수업효능감이란 교사가 수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교과와 관련하여 학생

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대안적인 방법이나 평가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다(박주호, 송인발, 김화영, 곽현주, 2015). 일반적으로 수

업효능감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가 학생의 학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기대감으로 구분되는 것을 근거로(이한규, 2009; 

Ashton & Webb, 1985; Enochs & Riggs, 2012; Gibson & Dembo, 1984), 잠재

변인 수업효능감의 관찰변인을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결과기대로 설정한다.

자신감 관찰변인: 교사가 자신이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신념으로 

Enochs와 Riggs(1990)의 과학교수효능감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자신감 측정도

구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결과기대 관찰변인: 교사가 일반적으로 수업의 결과에 대해 갖게 되는 믿음 혹은 

신념으로 Enochs와 Riggs(1990)의 과학교수효능감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결과

기대 측정도구에 중학교 기술교사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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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기술교과와 STEAM교육

가. 기술교과의 교육목표 및 내용

기술교과는 1969년에 독립된 교과로서 신설된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과목명

이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중학교의 공통 교과와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 교과인 ‘기

술·가정’(교육부, 2015)에 포함되어 있다. 기술교과의 교육목표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전체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세부 교육목표를 

기술 분야와 가정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를 통해 편제상 

‘기술·가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기는 하지만 교육목표 측면에서 기술교과가 엄

밀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교과 교육목표는 수차례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나, 기술적 소양, 문제해결능력, 실생활과의 연계(이상봉, 

곽유림, 2017) 등은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기술교과의 내용 구성은 

제조, 건설, 수송, 통신 및 생명 기술 등 기술의 영역에 따라 구분되며(이상봉, 곽유

림,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표준, 적정기술, 지

속가능한 발전 등(교육부, 2015b)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들은 기술교과를 통해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공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에 관계없이 폭넓은 기초 지식

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

을 창출하는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교육목표로서 강조하고 있으며(교육부, 2015b), 

이에 따라 교사가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융

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b). 이에 따라 교과에서 다

루고 있는 내용 간 유사성을 토대로 기술교과와 다른 교과와의 연계 가능성을 비

교·검토할 수 있겠으나, 교과별 유사한 학습내용의 편성·운영 시기가 상이한 문제 

등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가르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기술교과는 STEAM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해결능력, 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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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계를 교과의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교과 간 연계 및 통합에 적절한 교

과로 볼 수 있고, 기술교사는 자신의 담당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나. STEAM교육의 개념과 통합유형

1) 개념

STEAM교육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인문·예

술(Arts), 수학(Mathematics)의 앞글자를 딴 약어로 2006년 Yakman에 의해 제시

된 새로운 교수학습 접근 방식이다(Yakman, 2006). 이는 기존의 STEM교육에 

‘A(Arts)’의 요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STEAM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STEM교육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STEM교육은 둘 이상의 STEM 교과 영역 

간의 교수학습을 탐구하는 접근 또는 하나 이상의 STEM 교과와 다른 교과 간의 교

수학습을 탐구하는 접근방식으로(Sanders, 2009), STEM교육에 대한 정의에는 선

행연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Tsupros(2009)는 STEM교육을 학생들이 서로 

연계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혹은 STEM)의 학문적 개념들을 학교, 지역 공동체, 

직업, 전 세계적인 산업 상황과 같은 실제 세계의 학습과 연결하는 것이며, STEM 

소양을 발달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간학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제시

하였다. Sanders(2009)는 STEM교육은 단순히 네 개의 학문영역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를 통합적 STEM교육(intergrated STEM Education)이라 명

명하며, 수학과 과학 교육에 기술이나 공학적 설계 기반 학습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통합시킨 것으로 정의하였다(Sanders, 2012, p.103). 이후 Yakman(2006)은 기존

의 STEM교육에 인문·예술적 요소(A)를 통합하여 STEAM교육의 개념을 제시했으

며, STEAM을 수학에 관한 언어를 기반으로 공학과 인문·예술을 통해 과학과 기술

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Yakman, 2008, p.18).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유

사한 것으로 보거나, STEM교육이 STEAM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며

(Sanders, 2009), STEAM교육은 STEM교육에서 인문·예술적 요소를 보다 강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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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STEAM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2011년에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로 ‘초ž중등 STEAM 교육 강화’를 제시(교육과학기

술부, 2011)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때 STEAM교육은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 내

용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 

34). 정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STEAM 교육의 우리말 명칭을 공모하여 ‘융합인

재교육(STEAM)’으로 명명하였으며(김진수, 2012), 수학, 과학, 기술ž가정, 인문·

예술 교육 연계 교과의 STEAM 교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안)을 발표(기획재정부 

외, 2011)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이후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

성ž지원 기본계획(`11~`15년)’에서 초ž중등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

미,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형 STEAM 교육 강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

고, 융합인재교육(STEAM) 중장기(`18~`22년) 계획(교육부, 2017), 융합교육 종

합계획(`20~`24년)(교육부, 2020)을 통해 STEAM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1년에 전국의 초ž중등학교를 대상으로 16개의 연구학교와 

47개의 교사연구회를 시범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STEAM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으며(김진수, 2012; 

박현주, 심재호, 권혁수, 김영민, 2018),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 사업을 통해 

STEAM 교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미국 

등 국외에서는 주로 STEM교육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교육정책 

방안으로 STEAM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STEM교육 대신 STEAM교육의 용

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STEAM교육에 대해 김진수(2012)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과목 또는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력을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교육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백윤수(2012)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 과정, 본성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

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STEAM교육은 인문·예술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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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흥미 촉진, 창의인재 양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

재호, 이양락, 김현경, 2015; 장혜원, 김정복, 2018). 이를 종합하면 STEAM교육은  

기술 및 공학에서의 설계기반 학습과 인문·예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 간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의 접근방식으로, 주요 목적은 학생들의 과학기술

에 대한 관심과 흥미 증진, 문제해결력 함양, 융합적 소양 함양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다. 

2) 교과 간 통합유형

STEAM교육은 교과 간 통합의 정도 및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제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 간 통합유형은 통합의 수준에 따라 다학문적

(multidisciplinary),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탈학문적(extradisciplinary) 통합

으로 구분되며(Drake, 1998), 이에 따라 STEAM교육도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

문적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다학문적 통합은 

특정 개념과 기술과 같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내용

에 대해 학습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간학문적 통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개념과 

기술을 심화시키기 위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학문 분야를 통해 학습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탈학문적 통합은 둘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실제세계

(real-world)의 문제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통

합 유형이다(Drake & Burns, 2004; Vasquez, Sneider, & Comer, 2013). 앞서 

언급한 것처럼 STEAM교육은 전통적인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의 학문 분야 간 

전통적인 구분을 없애고 교과 간 융합을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주로 현재 사건이나 

글로벌 이슈 등 실제 세계(real-world)나 상황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기반학

습, 문제해결학습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탈학

문적 수준의 교과 간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Vasquez, Sneider, & Comer, 

2013).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대체로 교과별 

전담교사에 의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교과별 분과 위주의 전통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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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수업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교사들의 저항으로 교과 간 통합된 교육과정이 적용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김재복, 2007).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STEAM교

육은 물론 탈학문적 수준의 교과 간 통합을 실행함에 있어 큰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김지숙, 2014). 이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탈학문적 통합보다는 비교적 통합의 수준

은 낮은 편이지만 상당 부분 통합이 이루어진 형태인 ‘간학문적 통합’이나 각 교

과의 내용이 유지되면서 한 가지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교과의 내용요소를 연계하는 

‘다학문적 통합’을 통해 STEAM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 STEAM교육에서 기술교과의 역할

기술교육은 역사적으로 수학, 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분야 간 통합에 주요한 역할

을 해왔는데, 이는 기술교육과 관련된 통합교육 방법인 MST, IMaST, TSM 등의 통

합적 교육 접근 방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MST는 수학(Mathematics), 과학

(Science), 기술(Technology) 교육 간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초창기에는 과학교육

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이후 기술교육자들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김

진수, 2012). 마찬가지로 IMaST(Integrated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curriculum)는 수학, 과학, 기술의 통합적 접근 방식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 기술교육자들에 의해 처음 교육과정이 설계 및 실행되었으며

(Satchwell & Leopp, 2002), 기술교육 중심의 과학, 수학 교과 간 통합교육프로그

램인 TSM도 기술교육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LaPorte & Sanders, 1996). 한편, 

Liao(1998)은 기술적 소양에 관한 다섯 가지 주요 내용영역 간 관계를 제시하고, 기

술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수학 및 과학의 개념이 응용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술적 문제를 분석할 때 과학과 수학의 개념을 적용함으

로써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Loepp(2004)는 설계절차, 문제 해

결 및 탐구와 같은 기술교육의 활동이 통합적 맥락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

해 기술교육이 교과 간 통합에 있어서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Clark

와 Ernst(2007)는 STEM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교육 중심의 통합모형인 

TIME(Technology Integration Model for Education) 모형을 제시하였고, 



- 15 -

Asunda(2012)는 기술적 소양 표준(STL)을 기준으로 과학, 수학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면서 STEM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De Vries(2019)는 STEM교육에서

의 기술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술의 개념 및 철학, 과학교육에 대한 이미지 문제 

해결 등의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관련 선행연구에서 STEM에서 기술과 공

학의 가치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Bybee, 2010; Katehi, 

Pearson, & Feder, 2009). 이를 종합하면 기술교육이 교과 간 통합적 접근 방식인 

STEM교육에서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STEAM교육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De Vries(2019)는 기술교육의 학교교과로서의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 STEM교육을 제시하였고, Sanders와 

Wells(2007)는 공학내용(engineering content)을 기술교육에 더 많이 도입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술교육에서 STEM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반대로 기술교육 분

야에서도 STEAM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기술교과 중심의 STEAM교육 

프로그램 혹은 수업자료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TEAM교육 프로그램

은 기술교과의 제조기술, 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 등과 관련된 특정 단원을 중심으로 

문제해결학습(심세용, 김진옥, 김진수, 2016; 정진우, 이상봉, 2014) 및 기술·공학

적 설계과정(김진연, 김기수, 2014; 이동희, 김진옥, 김진수, 2015; 이영은, 이효녕, 

2014)을 통해 기술적 내용과 과학 및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형태로 주로 설계되

어 있었으며, 이러한 STEAM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문제해결력(심세용, 김진옥, 김

진수, 2016), 기술적 사고 성향(이은상, 최유현, 2013), 기술에 대한 태도(배선아, 

2011; 이영은, 이효녕, 2014; 함형인, 김기열, 이정훈, 김기수, 2015), 공학적 태도

(성의석, 나승일, 2012)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STEM교과 교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있지는 않

지만, 대부분의 기술교사들이 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STEAM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

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교사는 다른 교과 교사와는 다르게 대부분이 소

수의 사범대학을 통해 양성되고 있었는데(교육부, 2019), 이들 대학의 졸업이수학점

은 140~150학점 이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편제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STEM교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다(공주대학교 기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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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육과 홈페이지, 2019;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홈페이지, 2019;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홈페이지, 2019).

따라서 STEAM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서로 다른 교과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교육 활동을 통해 상황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며, STEAM교육과 기술교육의 역사적인 배경과 학문적 성격, 기술교사의 STEAM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STEAM교육이 실행되는

데 기술교과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학교에서 기술교

과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STEAM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태도 이론과 STEAM교육 태도의 개념, 구성요인 및 측정

가. 태도 이론

태도(attitude)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혹은 자

세’(국립국어원, 2020), ‘누군가 혹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the 

way that you think and feel about somebody/something)’(Oxford University 

Press, 2020)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을 호의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차원, 

예를 들어 좋음 혹은 나쁨, 유쾌함 혹은 불쾌함 등으로 분류하는 심리적 경향을 나타

내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Ajzen 2001; Eagly & Chaiken 1993). 특히 태도는 개

인의 실제 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van 

Aalderen-Smeets & van der Molen, 2015; 박재국, 손상희, 2004). Fishbein과 

Ajzen(1975)은 태도의 공통된 특성으로 이는 학습될 수 있으며, 행동에 영향을 주

고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p. 6). March(1986)은 태도를 사람들이 어떤 대상

을 수용하거나 행동하는데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Baron과 

Byrne(1991)은 태도를 사회적 또는 물리적 세계의 다양한 특징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적 표현으로, 경험을 통해 습득되며 후속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최태현(1988)은 태도를 어떤 일을 행동하기 위한 혹은 어떤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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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동기적 성질을 가진 심적 내부의 반응으로 보았으며, 박재

국과 손상희(2004)는 경험에 의해 체계화 되는 행위에 선행되는 경향성으로 사람들

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태도는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습득될 수 있고, 특히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를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학습이론(learning theory), 사회

적 판단이론(social judment theory)을 예로 들 수 있다. 학습이론은 행동주의 이론

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외부 자극의 특성을 강조했

다는 점이다. Staat(1967)는 고전적 조건화 이론을 기초로 한 태도 형성에 초점을 두

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주제를 접하게 될 때 이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무언가를 함께 접

하게 되면 해당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Unkelbach, 

& Corneille, 2009). Bem(1967)은 태도 변화에 대해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이전 경험

의 결과를 토대로 태도가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도의 변화는 외부의 자극과 관

찰가능한 행동의 조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판단 이론은 개인의 사

전에 형성된 태도가 새로운 태도 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며, 새로운 외부 자극이나 

정보와 이전의 형성된 태도를 토대로 한 판단 기준 간 유사성이 클수록 새로운 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전의 형성된 태도를 토대로 한 판단 기준과 대비가 클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양이 적어지게 된다(Sherif & Hovland, 1961). 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판단 이론은 대부분의 다른 이론이나 접근에서 개인의 이전 태도를 

거의 다루지 않은 반면, 개인의 사전에 형성된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Sherif & Hovland, 1961). 이를 종합하면, 개인의 태도는 학습이론

을 근거로 외부의 환경 변화나 새로운 학습 경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새롭

게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관련된 교육에 참여하거나 혹은 

직·간접적 경험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판단이론에 따르면, 기존에 갖고 

있던 태도나 관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후 태도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STEAM교육과 같이 새로운 교육변화에 대한 태도는 기존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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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던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앞서 제시된 태도의 변화와 관련된 이론들을 토대로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이 제시되었으며, 공통적으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모형으로 기술 수용 모형(Davis, 1989; 1993), 

계획된 행동이론(Ajzen 1985; Ajzen 1991), 합리적 행동 접근 모형(Fishbein & 

Ajzen, 2011)을 예로 들 수 있다. Davis(1989)가 제시한 기술 수용 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그림 Ⅱ-1]과 같으며, 이에 따르면 새

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기술의 유용성 및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인

식의 신념에 의해 형성된다.

[그림 Ⅱ-1] 기술 수용 모형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출처: Davis.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13(3), p. 985. 

이때 유용성은 기술이 실제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사용의 용이성은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의미하는 것으

로, 이들은 다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체제 등과 같은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제시되었다. 이때, 유용성이나 용이성은 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를 토대

로 교사가 STEAM교육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를 수업에 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이 STEAM교육에 대한 태도에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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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신념이 

교사를 둘러싼 학교 맥락이나 동료교사들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

며, 태도의 변화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태

도, 주관적 규범 및 인식된 행동 통제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의도와 실제 행동을 형

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된다. 특히, Ajzen(1991)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가능한 상황 하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면 즉,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믿게 되면, 행동에 대한 의

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르면 교사가 STEAM

교육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 특히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는 

STEAM교육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Fishbein과 Ajzen(2011)은 [그림 Ⅱ-2]와 같이 수정된 합리적 행동 

접근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행동 및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Ⅱ-2] 수정된 합리적 행동 접근 모형

출처: Fishbein, M., & Ajzen, I. (2011). Predicting and changing behavior: The reasoned action approach. 
Taylor & Francis. p. 22  

이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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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 가지로 행동에 대한 태도가 제시되었으며, 행동에 대한 태도

는 개인의 신념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의 신념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양한 배경적 요인이 제시되었는데, 배경적 요인은 개인(individual), 사회(social) 

및 정보(information)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인격, 기분, 감정, 가치, 고정관념, 일반적 

태도, 과거의 경험 등과 사회적 맥락과 관련된 나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그리고 관련 정보에 대한 노출, 지식, 사회적 지지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교사가 STEAM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도가 중요하

며, 의도는 교사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고, STEAM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교사가 갖는 신념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념은 개인적, 사회적 및 정보적 측면의 다양한 배경 요인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사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전의 교육 경험, 동

료교사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 관련 정보 및 지식, STEAM교육을 포함한 

교육변화에 대한 고정관념 및 일반적 태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STEAM교육 태도의 개념, 구성요인 및 측정

1) 개념

STEAM교육 태도의 개념은 일반적인 태도의 정의를 토대로 이해될 수 있는데, 태

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 등의 심리적 성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Thomas와 Znaniecki(1918)는 

태도를 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Thurstone(1928)

은 태도를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사람의 성향 및 느낌, 편견, 선입견, 생각 등의 

총합(p. 531)으로 정의하였고, Allport(1935)는 일종의 정신적 및 신경적 반응의 준

비 상태로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며 개인적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성향으로 정의하

였다. 또한, Campbell(1950)은 태도를 사회적 대상에 대한 반응에서의 일관성으로 

정의하였으며(p. 31), Eagly와 Chaiken(1993)은 태도를 호의(favor) 혹은 비호의

(disfavor)의 정도로 특정 대상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표현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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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Fishbein과 Ajzen(2011)은 태도를 심리적 대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의 또

는 비호의로 반응하는 잠재 성향 또는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인 태도의 여러 정

의들을 종합해 보면, STEAM교육 태도는 STEAM교육에 대한 호의 혹은 비호의, 긍

정 혹은 부정적 등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일관된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STEM교육 혹은 STEAM교육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STEM 태도, STEM 

교수(teaching) 태도, STEM교육 태도 등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이러

한 개념들은 교사가 STEM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태도와 교사가 STEM을 주제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 갖는 전문적 태도로 구분되었다(Aalderen-Smeets et al., 

2012; Asma, Van Der Molen, Aalderen-Smeets, 2011). 여기서 교사의 일반적 

태도는 교사라는 직업과 무관한 사회 또는 일상생활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문적 태도는 교사가 학교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생각

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교사의 전문적 태도가 일반적 태도보다 실제 교

사의 교육에 대한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았다(Aalderen-Smeets & 

Van Der Molen, 2012). 대표적인 예로 Thibaut, Knipprath, Dehaene와 

Depaepe(2018)은 STEM교수 태도와 변인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STEM

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태도와 교사가 STEM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갖는 전문적 태

도로 구분하고, 이중 교사의 전문적 태도를 학교에서 STEM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교사가 갖는 생각이나 느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Wahono와 

Chang(2019a)은 과학 교사의 STEM 태도와 지식 및 응용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STEM 태도를 과학 교사가 STEM교육을 교실에서 실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혹은 

비동의, STEM에 대한 교사의 호기심, STEM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느낌으로 정의

하였으며(p. 3), Sujarwanto와 Ibrahim(2019)은 교사의 STEM 태도를 STEM교육

에 대한 교사의 호기심 수준, STEM 통합에 대한 교사의 합의, STEM교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으로 정의하였다. 그 밖에 STEM교육에 대한 태도는 아니었지만, 관련 

교과인 과학, 수학 및 기술 교과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정의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Ernest(1989)는 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수학 자체에 대한 태도와 수학을 가르치

는 것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수학 교육에 대한 

취향, 즐거움 및 열정, 교사 자신의 수학 교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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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24-25). 또한, Xu, Williams 및 Gu(2019)는 기술교사의 기술에 대한 전문

적 태도를 기술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치며 기술에 대한 내용 공유 및 학생의 기

술적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에 관한 태도로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선행연구에 

제시된 STEM교육 혹은 특정 교과에 대한 태도는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태도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STEAM교육 

태도 또한 교사가 실제 STEAM교육을 수업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

로 볼 수 있다.

2) 구성요인

일반적으로 태도는 다차원인 개념으로(Zan & Martino, 2007), 최근에는 태도를 

정서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 및 행동적(behavioral 차원의 세 가지로 구분

하여 정의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Eagly와 Chaiken, 1993; George, 

2019; Pratkanis et al., 2014), 이에 따라 교사의 STEM 혹은 STEAM교육 태도, 

교사의 교과에 대한 태도 등의 개념에서도 일반적인 태도의 개념에 터하여 세가지 

차원으로 하위 구성요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Asma 외(2011)는 과학

과 기술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태도의 하위 구성요인을 인지적, 

정의적 및 지각된 통제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Thibaut, Knipprath, 

Dehaene와 Depaepe(2018)은 STEM교육 태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태도의 하위 

구성요인을 인지적, 정의적 및 지각된 통제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하위 구인별 

세부 구성요인으로는 인지적 차원에 관련성 및 어려움, 정의적 차원에 걱정 및 즐거

움, 지각된 통제 차원에 자기효능감이 제시되었다.

태도의 하위 구성요인 중 인지적 차원은 대상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 개인이 구성

한 관련성이나 결합 등을 토대로 한 이해(허행량, 2004; Eagly & Chaiken, 1993)

와 대상에 대한 개인의 여러 가지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신념(황창규, 조선

배, 1993)과 관련된 것으로, Zimbarbo와 Ebbeseb(1970)는 이를 어떤 대상 혹은 

사람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사실적 지식으로 제시하였으며, Asma, Van Der 

Molen 및 Aalderen-Smeets(2011)는 태도의 대상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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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정의적 차원은 느낌(feeling) 혹은 감정

(emotion) 등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대상, 사람 혹은 상황에 대한 호의적 혹은 비호

의적,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Zimbarbo와 Ebbeseb(1970)는 정의

적 요인을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개인의 좋아하는 것에 대한 평가 혹은 감정적 

반응으로 제시하였으며, Asma 외(2011)는 태도의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갖는 기분

(moods), 느낌(feeling)에 대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차원은 대

상에 대한 개인의 행동성향과 관련된 것으로(Zimbarbo and Ebbeseb, 1970), 행동

에 대한 동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이는 개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실행하는 것

이 아니라, 특정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 개인이 일관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지향성, 

경향성(Horne, 1985)을 말한다.

3) 측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STEM 태

도, STEM교수 태도, STEM교육 태도 등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측정문항의 구성이나 척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STEM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대

체로 STEM과 관련된 각 개별 교과에 보다 초점을 두어 구인 및 측정문항이 제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Ho, Yang 과 Yang(2016)은 STEM 교수에 대한 태도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설계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해 기술교사의 STEM 교수 태도 측정도구를 제시하

였는데, 해당 도구의 하위구인은 STEM 구성요소에 따라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STEM의 5개로 제시되었으며, 각각 7점 의미분석(semantic differential) 척도의 3개 

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08

로 신뢰도가 양호하였으며 하위 구인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도 

.629~.982로 양호한 편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측정 문항은 각 하위 구인에 대한 

느낌을 매혹적인-평범한, 매력적인-매력없는, 의미있는-의미없는 등의 양극으로 대비

되는 형용사 군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KAN과 MURAT(2018)은 대학에 재학 중인 예

비 과학교사의 STEM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활용된 도구는 STEM의 구성요인에 따라 

과학, 공학, 수학 및 21세기 재능(21st century talents)의 네 가지 하위 구인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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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의 총 37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91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STEM교수 태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태도의 다차원적 개념에 터하

여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차원의 하위 구인에 대한 측정문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

를 들어, Thibaut, Knipprath, Dehaene와 Depaepe(2018)은 중등학교 과학, 수학, 기

술 및 공학 교사를 대상으로 STEM교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

는데, 태도의 개념에 따라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그리고 지각된 통제 차원의 세 가

지 하위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세부 구인을 인지적 차원에서 지각된 관련성(perceived 

relevance)과 지각된 어려움(perceived difficulty)로, 정의적 차원에서는 걱정

(anxiety)와 즐거움(enjoyment)으로, 지각된 통제 차원에서는 자기효능감

(self-efficacy)로 제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세부 구인별로 각각 5개 문항씩 총 25개의 

5점 척도 문항으로 제시되었으며,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Aldahmash, Alamri 및 Aliallal(2019)

는 과학 및 수학 교사의 통합적 STEM에 대한 태도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Thibaut 외

(2018)의 STEM교수 태도 측정도구를 번안 및 전문가 검토 후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STEAM교육 태도 측정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Cengel, Alkan, & Yildiz, 

2019; Friday Institute for Educational Innovation, 2012; Salami, Mubarack, 

Makela, Miranda, 2017; Thomas, 2014; Unfried, Faber, Stanhope, & Wiebe, 

2015; Wahono & Chang, 2019b)가 있었으며, STEAM에 해당하는 과학(Hassan & 

Shrigley, 1984; Suprapto & Mursid, 2017), 기술(이명훈 외, 2014; Xu, Williams, 

& Gu, 2019), 공학 및 수학의 개별 교과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측정도구들은 척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Aldahmash et al., 2019; Thibaut 

et al., 2018 등)와 7점 의미분석 척도(Ho, Yang,  Yang, 2016; Thomas, 2014 등)가 

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7점 의미분석 척도는 사용 및 응답이 용이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형용사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의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

도의 개념에 터하여 볼 때 대부분 정의적 차원에 국한되어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5점 Likert 척도는 다양한 하위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태도에 대

하여 보다 체계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을 보이며, 따라서 태도의 다차원적 개념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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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교사의 STEAM교육 태도 측정도구는 인지적, 정의적 및 행동적 차원으로 구

성된 5점 Likert 척도의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STEAM 교육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직접 관계

가.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

수업자원 협력은 동료교사 간 협력 중에서도 수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 자료 등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교사 간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를 토대로 수업자원 협

력은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Al Salami, 

Makela 및 de Miranda(2017)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중등학교 교사 29명을 대상으

로 인터뷰한 결과, 중등학교 교사들이 다른 내용 영역 간 협력의 어려움을 STEM교

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장애물 중 한 가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Park 외(2017)는 

교사들이 동료교사의 협력 부족을 STEM교육 실행에 있어서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교과 교사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질수록 STEM

교육을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사의 태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제 행동과 교사 간 협력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여구로서 

Fullan(1982)은 교육과정 실행을 촉진하는 변인으로 학교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예시로 제시했으며, Schwab(1978)은 동료와의 상호작용, 교사들 간의 조직적 

활동을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즉, 교사들 간 협력이 

활발할수록 어떠한 교육을 실행하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

지로 이미숙(1999)은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협의빈도와 교사들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

통이 통합교육과정 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권낙원, 추광재 및 

박승렬(2006)은 교육과정 실행수준 결정요인을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으

로 구분하였는데, 교사 외적 요인 중 한 가지로 교사 간 협력 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협력(collaboration)이란 집단이나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김혜진, 김혜영, 홍창남, 2015), 교사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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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교사들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 교사협력은 교사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

거나, 수업 개선 또는 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활동(홍창남, 2005), 

교사집단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 

조정하며, 대안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위(김효정, 김민조, 2011), 공동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맡은 일

에 책임을 지면서 자율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권도형, 김도기, 2012) 등으로 정의되

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교사들 간의 수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공유, 자료 공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 교사 간 협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서도 이러

한 내용을 하위구인으로 포함하고 있었는데, 송인발과 박주호(2016)는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 측정도구의 구인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고, 이중 수업정보 공유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Shah(2011)는 교사협력성 척도(teacher collegiality scale, 

TCS)의 하위구인으로 7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아이디어와 전문성 공유(Sharing 

ideas and expertise), 자원공유(Sharing resources)의 내용을 구인으로 포함하고 

있었고, OECD(2014)는 교수학습에 대한 국제조사(TALIS)에서 교사의 협력과 관

련하여 수업 관찰 및 피드백 제공, 교수학습자료 교환, 특정 학생의 학습 발달에 대

한 논의 참여 등 8개의 측정문항을 제시하였다. 홍창남(2005)은 교사협력을 측정하

기 위해 아이디어와 교육자료 공유에 대한 문항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권순형과 김도

기(2013)도 교사협력 측정도구의 하위구인으로 지식 및 정보 공유를 제시하고 있었

다. 이를 종합하면 교사 간의 협력이 STEAM교육을 실행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교사 간 협력의 구체적인 활동 중 한 가지인 수업과 관련된 정보, 지식 및 자

료 등 수업자원에 대한 협력이 직접적으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나.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Al Salami 외(2017), 

Reimer와 McGinn(1997), Celik와 Yesilyurt(201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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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변화 수용이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Al 

Salami 외(2017)는 교사의 통합적 STEM 교수 태도와 변화에 대한 저항

(resistance to change)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r=.37, p<.05), 

Reimer와 McGinn(1997)은 변화지향성에 대한 개념을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

하고, 학교의 핵심 구성원인 교사가 변화나 혁신에 대해 저항하는 정도가 학교조직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STEAM교육

이 최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주요 변화라는 점과 우리나라의 STEAM교육 

관련 교육정책이 2011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에서, 교사가 일반적인 학교교육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려는 의

지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교육변화 중 하나인 STEAM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으로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Celik와 Yesilyurt(2013)의 연구

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적 도구를 교육에 사용하고 평가하는것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

인 컴퓨터 보조 교육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용은 어떠한 제도, 정책 등 객관적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 즉 무언가를 받

아들이려는 의지로(Sokolowska ＆ Tyszka, 1995; Wildavsky ＆ Dake, 1990), 

선행연구에서는 변화수용을 조직 구성원이 향후 조직이나 직무의 변화에 대해 얼마

나 긍정적으로 수용하려 하는지를 나타내는 심리적 반응(Miller, Johnson, Grau, 

1994), 조직의 변화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Wanberg & Banas, 2000) 등으로 정의하였다. 배상훈, 이현주 및 김영애(2014)는 

교사의 변화수용을 교사가 학교변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실행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고, 이수정(2012)은 학교혁신에 대한 교사의 수용을 

교육정책의 내용, 집행과정, 집행성과 등을 내면적․심리적으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Bradley(1993)은 교사의 교육변화 

수용을 새로운 교육과정 혁신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보았으며, Waugh와 

Godfrey(1995)는 교사의 교육 변화에 대한 수용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교육변화 

수용을 단위 교육과정에 대한 태도와 신념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교사가 교육의 어떤 변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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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려는 의지로서, 교육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교육변화 수용의 정

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개념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변화를 선행연구를 토

대로 수업 상황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변화(박신회 외, 2017; 윤종혁 외, 2017)와 국

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온정덕, 2015)로 종합할 

수 있다. 박선주 외(2017)은 교수학습의 변화를 내용, 방법, 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으며, 윤종혁 외(2017)는 미래 핵심역량 강조, 인문예술교육 강화, 탐구중심 교육

과정 운영, 적절한 교과목간 융합, 질적 평가 등으로 제시하였다. 단위학교 변화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교육목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

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공동체 

등의 핵심역량 강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학

습내용의 연계를 통한 교육내용 재구조화, 학습과정 중심 평가 등이 강조하고 있었다

(온정덕, 2015). 이를 종합하면 교사의 교수학습의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수

용이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Weiss와 Pasley(2006), 

Aalderen‐Smeets와 Van Der Molen(2015), Uslu와 Bumen(2012) 등의 선행연구

를 토대로 수업전문성이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노력이 교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Weiss와 Pasley(2006)은 수업 전문성 신장 노력이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Aalderen‐
Smeets와 Van Der Molen(2015)은 실험연구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Uslu와 Bumen(2012)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참여가 

ICT 교육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고, Morrison(2008)의 

연구에서는 과학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서 수업과 관련된 탐구 조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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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과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토대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교사의 교육에 대한 태도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교수학습 접근 방법인 STEAM교육에 대

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업전문성 신장은 교사의 수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으로(김동선, 홍

창남, 2018),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Walter, 2006)이나 전문성 신장을 위

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Weiss & Pasley, 2006). 교사는 일반적으로 전문적 능

력과 일반적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식적 또

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 활동(이윤식, 1999)에 참여하는데, 수

업전문성 신장은 이 중에서도 학생의 학습 경험과 성취도로 연결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공식적인 혹은 의도적인 

활동에 의해 신장되기도 하지만, 비공식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서도 신장된다. 대표적인 공식적 활동은 교육연수가 있으며, 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신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국립국어원, 2020)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연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식적인 활동 외에

도 교사의 전문성은 일정한 기간동안 실제 교수활동을 경험함으로써 발달 될 수 있

으며, 특히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실제 교과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전문성이 발달 되

게 된다(Loughran, Berry, & Mulhall, 2006). 한편, Shulman(1986)은 교사의 수

업전문성의 영역을 교과내용 지식, 교육학적 지식, 교육학적 내용 지식으로 제시하고, 

이중 교육학적 내용 지식은 실제 교과를 지도하는 경험을 통해 신장될 수 있는 실천

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Loughran, Berry 및 Mulhall(2006)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노력은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지식과 실제 수업에 대한 경

험이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수업효능감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

수업효능감과 교육 태도에 대해 Bandura(1997)는 효능감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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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양과 지속 시간, 사고방식, 정서적인 반응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실제로 효능감이 높은 교사가 학생들이 학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학업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Crawley와 

Koballa(1985)는 과학 교사의 신념과 태도,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

사가 계획한 과학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탐구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과 과학 활동을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과학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STEAM교육은 서로 다른 교과를 통합하여 가르

쳐야 하므로 교사는 이에 대해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교사의 수업

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STEAM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효능감이 교육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는데, Guskey(198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효능감이 수업 혁

신 실행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haith와 

Yaghi(1997)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가르치는 것에 효능감이 수업 혁신 실행에 대한 

태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rtin 외(2001)의 연구에서는 

높은 효능감을 가진 체육교사가 낮은 효능감을 가진 체육교사에 비해 교육과정의 목

표나 이를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Gorozidis와 

Papaioannou(2011)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효능감이 새로운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태

도에 정적인 영향(=.3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업효능감은 교사의 새

로운 교육방식인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수업효능감(instructional efficacy)은 수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과와 관

련하여 학생의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대안적인 방법이나 평가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신념이다(박주호, 송인발, 김화영, 곽현주, 

2015). 교사의 효능감은 대체로 일반적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사 효능감의 두 차

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란 교사가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이며, 개인적 교사 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

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 평가이다(Gibson & 

Dembo, 1984).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대부분 Gib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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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bo(1984)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고 있었고(이현정, 1998; 김아영, 김

미진, 2004), 이는 하위구인으로 개인적 교사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을 제시하고 있

었으며, Dussault 외(2004)는 교사의 수업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구인으로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으로 제시하였다. 특정 교과나 주제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교사 효능감 측정도구들은 Enochs와 Riggs(1990; 2012)에 의해 개발된 

과학 교수 효능감 측정도구와 Enochs, Smith와 Huinker(2000)의 수학 교수 효능감 

측정도구를 토대로 이를 번안하여 활용(강문봉, 김정하, 2014; 김효남, 2010)하거나 

다른 교과에 적용하기 위해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른 교과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하여 

수정 후 활용하고 있었으며(박주연, 이민정, 2015; 윤진주, 2009; 이소율, 이영준, 

2018), 하위구인으로 개인적 교사 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

용을 토대로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수업효능감

이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매개 관계

가.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STEAM 교육태도와의 매개 관계

1) 단일 매개 관계

수업자원 협력과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관계, 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이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영(2009)은 변화몰

입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효능감, 변화의 특성,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변인들이 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중 동료

교사들 간의 지원이 포함된 조직 내 지원이 변화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혔다(β=.190, p<.001). 배상훈 외(2014)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의 

학습조직풍토,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및 교사의 변화수용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

하였는데, 학교의 조직풍토가 교사의 변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802, p<.05). 이를 토대로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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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풍토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교사 간 협력적인 분위기가 교사의 변

화수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철희(2000)는 조직이 구성

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과 비전공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정보 불충분이

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야기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혔으며, 

Wanberg와 Banas(2000)는 조직 내에서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 간 정보공유는 조직

의 변화수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김용익(2011)의 기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들 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할수록 교사의 변화지향

성을 포함한 변화몰입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43, p<.001), 김선미

(2012)는 대기업 구성원이 인식한 조직학습과 변화 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지식공유와 변화 수용성 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01, p<.01). 이외에

도 관련 선행연구(Elving, 2005; Machin & Bannon, 2005)에서 조직 내에서 구성

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변화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을 위한 교사들 간의 지식 및 정보 등의 협력이 학교

교육변화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STEAM교육 태도의 직접적으로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l Salami et al., 2017; Celik & 

Yesilyurt, 2013; Herscovich, 2001; Reimer & McGinn, 1997). 이를 토대로 수

업자원 협력과 학교교육변화 수용 및 STEAM교육 태도의 관계를 종합하면, 교사 간 

수업 협력이 활발할수록 교사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완화되고 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높아질 것이고, 학교교육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의지가 

높을수록 STEAM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업전문성과의 이중 매개 관계

교사 간 협력과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관계,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의 관

계, 그리고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

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은 이중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간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에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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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민영, 2009; 김선미, 2012; 김용익, 2011; 배상훈 외, 

2014; 이철희, 2000; Elving, 2005; Machin, & Bannon, 2005; Wanberg & 

Banas, 2000),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경순, 2006; Herscovich, 2001; Kennedy, 1996; 

Penner, 2000). 또한, 수업전문성 신장에 대한 노력이 STEAM교육에 대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고(Morrison, 2008; Uslu & Bumen, 2012; 

van Aalderen‐Smeets & Walma van der Molen, 2015), 앞에서 살펴봤듯이 학교

교육변화 수용이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업자원 협력이 활발할수록 교사의 

새로운 교육변화에 대해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STEAM교육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다.

3)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삼중 매개 관계

수업자원 협력과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관계,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 신장

의 관계, 수업전문성 신장과 수업효능감의 관계, 수업효능감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학교

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신장, 수업효능감의 삼중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간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민

영, 2009; 김선미, 2012; 김용익, 2011; 배상훈 외, 2014; 이철희, 2000; Elving, 

2005; Machin & Bannon, 2005; Wanberg & Banas, 2000), 학교교육변화 수용

은 수업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경순, 

2006; Herscovich, 2001; Kennedy, 1996; Penner, 2000). 한편, 수업전문성 신

장과 수업효능감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성 신장 

노력이 수업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van Aalderen‐
Smeets와 Walma van der Molen(2015)은 실험연구를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

장을 위한 전문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 34 -

것으로 밝혔고, Morrison(2008)는 과학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서 수업과 

관련된 탐구 조사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수업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혔다. Gardner, Glassmeyer 및 Worthy(2019)는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교사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실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참여하기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교사의 수학 교수효능감 및 신념

(p<0.001), 결과기대(p<0.012)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율과 이영준(2019)

은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교수 효능감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t=- .645, p<.001) 밝혔으며, 이는 수업전문성 신장 노력이 교사의 효능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수업효능감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Ashton, 1984; Bandura, 1997; Crawley & Koballa, 1985; 

Ghaith & Yaghi, 1997; Gorozidis & Papaioannou, 2011; Guskey, 1988; Martin 

et al., 2001), 이를 종합하면 수업자원 협력이 활발할수록 새로운 변화에 대해 보다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더 활발히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며, 이는 STEAM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수업전문성의 STEAM교육 태도와의 매개 관계

1) 단일 매개 관계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의 관계,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

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 신장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

은 수업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경순, 2006; Herscovich, 

2001; Kennedy, 1996; Penner, 2000), 수업전문성 신장은 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orrison, 2008; Us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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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en, 2012; van Aalderen‐Smeets & Walma van der Molen, 2015; Weiss 

& Pasley, 2006). 특히, 최근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통합 및 연계가 중요시되고 있

고, 2020학년도에는 중·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교사들

에게 새로운 노력과 역량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활동이 촉진되며,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성 신장 노력

을 통해 새로운 교육변화 중 하나인 STEAM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교사가 학교의 교육변화에 대해 몰입 정도가 높고 

더 적극적일수록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

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볼 수 있다.

2) 수업효능감과의 이중 매개 관계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의 관계,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의 관계, 그리고 

수업효능감과 STEAM교육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은 이중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 신장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경순, 2006; Herscovich, 2001; Kennedy, 1996; Penner, 

2000), 수업전문성 신장은 수업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이소율, 이영준, 2019; Gardner et al., 2019; Morrison, 2008; van 

Aalderen‐Smeets & Walma van der Molen, 2015), 특히 Gardner 외(2019)와 

이소율과 이영준(2019)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업전문성 신장과 STEAM교육 태도

의 관계에서 수업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Stohlmann 

외(2012)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STEM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STEM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선 수업전문성 신장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Park 

외(2017)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STEM교육에 대한 준비도 및 신념

을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전문성 신장 부족을 STEM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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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춘식(2010)은 효과적

인 STEM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사가 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

았으며, STEM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교육공학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때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다수의 교사는 자신감, 지식, 자질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

의 교수법에 이를 융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STEM교육을 효과적

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교사의 자신

감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과 자신감이 갖춰진다면 STEAM교육 태

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진영(2012)은 직접적인 교과 내용과 관련된 교

사연수가 교육과정 실행과 교사의 지식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교사

지식을 매개로 교육과정 실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를 종합하

면 교사가 새로운 학교 변화에 대해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높으면 이는 새로운 교육

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업전문성 신장 노력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고, 수업전문

성 신장을 통해 교사의 수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STEAM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수업효능감과 STEAM 교육 태도와의 매개 관계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효능감의 관계, 수업효능감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

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효능

감이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의 수업자원 협력은 수업효능감에 직

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주호 외, 2016; 오병헌, 2018; 이숙정, 2008; 조

성웅, 나승일, 2011; Cohen, 1990; Poellhuber et al., 2008; Tracey et al., 

2001), 수업효능감은 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shton, 1984; Bandura, 1997; Crawley & Koballa, 1985; 

Ghaith & Yaghi, 1997; Gorozidis & Papaioannou, 2011; Guskey, 1988; Martin 

et al., 2001). 한편, Davis(1989)의 기술수용모형에 따르면, 특정 기술에 대한 태도

는 기술의 유용성 및 사용의 용이성에 대한 신념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신념은 외

부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유용성은 결과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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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기술 사용에 대해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것으로 자신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수업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수

업효능감은 수업자원 협력이라는 외부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효능감 및 STEAM교육 태도의 관계를 종합하면, 

교사 간의 수업을 위한 협력이 활발할수록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가 

높아지게 되고, 교사의 수업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높아질수

록 STEAM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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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모형을 이론적 배경 고찰 결과에 기초하여 [그림 

Ⅲ-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Ⅲ-1]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모형      

[그림 Ⅲ-1]의 모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을 외생변인으

로,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STEAM교

육 태도를 내생변인으로 하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교사의 수

업자원 협력은 직접적으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학교교

육변화 수용과 수업효능감을 단일 매개로 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수

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을 이중 매개하고, 학교교육변화 수

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을 삼중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 39 -

미칠 것이다.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직접적으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수업전문성을 단일 매개로,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을 이중 

매개로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기술교사의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

감은 직접적으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업전문성은 수업효능

감을 매개로 하여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구조적 관계 모형에 포함된 각 잠재변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관찰

변인이 설정되었는데, 수업자원 협력은 동료 교사들과의 학생정보, 교과지식 및 교수

자료 공유를,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교육과정변화 이해와 교수학습변화 적용을, 수업

전문성은 수업지식 개선과 수업능력개선을, 수업효능감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결과

기대로 그리고 STEAM교육 태도는 STEAM교육에 대한 가치판단, 선호도 및 행동

성향으로 설정되었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모집단은 2020년 5월 현재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재직하는 기술교사이다. 교육부

(2019)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중등학교에서 기술·가정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총 12,354명이었으며, 표시과목 ‘기술’ 및 ‘기술·가

정’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는 총 4,516명이었다(교육부, 2019). 이 중 중학교에 재직 

중인 기술 교사는 3,572명이었고, ‘기술’ 자격증 보유 교사는 2,597명, ‘기술·가

정’ 자격증 보유 교사는 97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별 중학교 기술교사의 보유 

표시과목별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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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과목

소재지
기술 기술·가정 계 비율(%)

시

서울 392 164 556 15.57 

대구 151 34 185 5.18 

대전 116 37 153 4.28 

부산 115 59 174 4.87 

인천 113 38 151 4.23 

광주 65 65 130 3.64 

울산 63 13 76 2.13 

세종 34 7 41 1.15 

소계 1,049 417 1,466 41.04 

도

경기 752 192 944 26.43 

경남 138 90 228 6.38 

경북 130 55 185 5.18 

충남 125 48 173 4.84 

충북 112 28 140 3.92 

강원 100 24 124 3.47 

전북 84 61 145 4.06 

전남 83 35 118 3.30 

제주 24 25 49 1.37 

소계 1,548 558 2,106 58.96 

총계 2,597 975 3,572 100.00 

자료: 교육부(2019). 2019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표 Ⅲ-1> 시도별 중학교 기술교사의 보유 표시과목과 비율                                  (단위: 명) 

이 중에서도‘기술의 세계’ 분야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려우나, 학교별 기술·가정과의 교사 정원에 따라 ‘기술’ 혹은‘기술·가

정’ 자격증 소지자가 ‘기술의 세계’ 분야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가정’ 혹은 

전문교과 자격 소지자가 ‘기술의 세계’ 분야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모집단 수는 3,572명 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기술’, 

‘기술·가정’ 자격증 보유 교사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1,466명(41.04%), 도에 

2,106명(58.96 %)이 근무하고 있어 중학교 기술교사의 소속학교 소재지 시도별 비율

은 약 1(시):1.4(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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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면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표본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표본 크기는 관찰변인의 

수와 비례하는데, 최소 1:10~20이고 적정 표본크기는 최소 200 이상이어야 한다

(Jackson, 2003). 그렇다면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와 관련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에 제시된 관찰변인은 총 12개이므로 적정한 표본크기는 200~240명으로 

산출되나, 실제 설문지의 회수율과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그리고 재직 중인 기술교

사가 ‘기술’ 혹은 ‘기술·가정’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기술의 세계’영

역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50명으로 확정하였다. 이

는 모집단인 전국의 기술교사를 대표하는 표본 크기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 된다

(박원우, 2003).

표집은 2020년 5월 현재 모집단에 해당하는 중학교 기술교사의 명부를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20년 5월 현재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전국의 총 3,239개 중학교 

목록을 파악하였고, 중학교를 시도별 학교마다 일련번호를 부여 후 난수표를 활용하

여 무작위로 중학교를 먼저 추출하고, 선정된 학교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소속 기술

교사들을 모두 표본으로 추출하여, 시도별 할당된 표본 수가 충족될 때까지 반복적으

로 실시하였다.

3. 조사 도구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도구는 <표 Ⅲ-2>와 같이 설문지가 이용되었다. 설문지 구

성은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측정도구들과 응답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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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들의 내용 타당도 및 안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내용 타당도 검증

은 기술교육 관련 학과 교수 3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찰변인별 측정도구의 문항

내용이 적합한지, 기술교사가 응답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받았

고, 안면 타당도 검증은 기술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

는데 어려움이 없는지를 검토받았다. 전문가 및 기술교사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전체

적인 설문지의 구성을 관찰변인별 측정도구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일부 측정문항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신뢰도는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예비조사는 2020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기술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총 61명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예비조사 자료를 통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를 산출하였으며, Nunnally(1978)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대체로 측정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가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조사

에 활용하였다.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잠재변인 관찰변인

내생

변인

STEAM교육 

태도

가치판단 Ⅰ.1-1)~6) 6

선호도 Ⅰ.2-1), 2)*, 3)*, 4), 5)*, 6) 6

행동성향 Ⅰ.3-1)~6) 6

외생

변인
수업자원 협력

학생정보 공유 Ⅱ.1-1)~4) 4

교과지식 공유 Ⅱ.2-1)~4) 4

교수자료 공유 Ⅱ.3-1)~4) 4

매개

변인

학교교육변화 

수용

교육과정변화 이해 Ⅲ.1-1)~5) 5

교수학습변화 적용 Ⅲ.2-1)~5) 5

수업전문성
수업지식 개선 Ⅳ.1-1)~5) 5

수업능력 개선 Ⅳ.2-1)~5) 5

수업효능감
수업 자신감 Ⅴ.1-1)*, 2), 3), 4), 5)*, 6)*, 7) 7

수업 결과기대 Ⅴ.2-1)~7) 7

인구통계학적 특성 Ⅵ-1~7 7

계 71

주: *부정문항

<표 Ⅲ-2>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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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EAM교육 태도

1) 관찰변인의 설정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는 교사가 과학, 기술, 공학, 미술 및 수학 교과 또는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도록 결정하

는 일관된 심리적 경향(Allport, 1935)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태도의 구성 요인

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된다(Eagly & Chaiken, 1993). Thibaut 

외(2018)는 STEM교육 태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구인으로 설정하여 개발하였다. 이때 인지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신념

으로, 정의적 요인은 느낌 혹은 기분으로, 행동적 요인은 행동하고자 하는 지향성, 경

향성을 의미한다(Asma et al., 2011; Horne, 1985; Zimbarbo & Ebbeseb, 

1970).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의 관찰변인은 STEAM교

육에 대한 가치판단, 선호도 및 행동성향으로 설정하였다.

2) 관찰변인 측정도구

가) STEAM교육에 대한 가치판단

STEAM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이하 가치판단)이란 STEAM교육의 필요성, 가치에 

대한 이해와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판단의 측정도구는 Wahono와 

Chang(2019)의 STEM태도 측정문항과 Xu 외(2019)의 기술교사 태도 측정도구의 

인지적 차원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Wahono와 Chang(2019)는 

STEM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내가 만약 과학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수학, 기술 및 

공학을 통합하여 가르친다면, 나는 학생들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것으로 확신

한다.’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Xu 외(2019)는 기술교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생들의 미래에 기술적 지식이 중요하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

도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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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판단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반적인 STEAM교육이 아닌 기술교과에 국한된 문항을 삭제하였고, 

STEAM교육과 STEAM수업으로 표현을 혼용하여 기술하던 것을 STEAM교육으로 

통일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3>와 같이 예비조사

(Cronbach’s =.937) 및 본조사(Cronbach’s =.980)에서 모두 .7이상으로 나

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STEAM교육에 대한 선호도

STEAM교육에 대한 선호도(이하 선호도)란 STEAM교육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전

반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선호도의 측정도구는 Wahono와 

Chang(2019)의 STEM 태도 측정문항, Thibaut 외(2018)의 STEM교육 태도 측정

도구 및 Xu 외(2019)의 기술교사 태도 측정도구의 문항들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Wahono와 Chang(2019)는 STEM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교실에서 과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적, 기술적 및 공학적 접근법을 올바르게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흥미가 있다.’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Thibaut 외(2018)는 STEM

교육 태도 측정을 위해‘나의 교과과정에 다른 STEAM교과 과정의 내용을 연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교과과정에 다른 STEAM교과 과정의 내용을 연계하는 것

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Xu 외(2019)는 기술교사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기술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지루한 과정이다.’, ‘학생들에게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행복하다.’, ‘좋은 기술적 활동을 설계하는 것은 나를 염려

스럽게 만든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다.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가치판단(6문항) .937 .980

주: 예비조사는 7문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Ⅲ-3> STEAM교육에 대한 가치판단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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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

정에서 STEAM수업, STEAM교육 접근 등으로 표현을 혼용하여 기술하던 것을 

STEAM교육으로 통일하였고, 정서적 느낌을 묻는 문항만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4>와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874) 

및 본조사(Cronbach’s =.883)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 STEAM교육에 대한 행동성향

STEAM교육에 대한 행동성향(이하 행동성향)이란 STEAM교육에 대한 어떠한 행

동을 직접 실행하려는 의도나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성향의 측정도구는 

Wahono와 Chang(2019)의 STEM 태도 측정문항, Thibaut 외(2018)의 STEM교

육 태도 측정도구의 자기효능감 측정문항과 Xu 외(2019)의 기술교사 태도 측정도구

의 자기효능감과 맥락 의존성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Wahono와 

Chang(2019)는 STEM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과학을 가르치는데 수학, 기술 

및 공학적 접근 방식을 실행하는 것에 강력히 동의한다. ’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Thibaut 외(2018)는 ‘나의 교과과정에 다른 STEAM교과 과정의 내용을 연계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고, Xu 외(2019)는 기술교사의 태도

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다양한 관점을 가르칠 수 있다.’, ‘나는 기술적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알고 있다.’, ‘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

기 위한 좋은 교수학습자료가 없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 7개

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다.

행동성향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선호도(6문항) .874 .883

주: 예비조사는 7문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Ⅲ-4> STEAM교육에 대한 선호도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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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STEAM수업을 하고 싶다’, ‘자료를 보게 되면 관심이 간다’ 등의 표현

을 행동적 성향의 개념에 보다 적합하도록 ‘수업에 적용하고 싶다’, ‘자료나 내용

을 찾아본다’ 등으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5>와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953) 및 본조사(Cronbach’s =.972)에서 모두 .7이상

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행동성향(6문항) .953 .972

주: 예비조사는 7문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Ⅲ-5> STEAM교육에 대한 행동성향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관찰변인 문항 B  S.E. t

가치판단

1 1.000 0.769 0.027 28.239***

2 1.084 0.771 0.027 28.489***

3 1.157 0.817 0.023 35.834***

4 1.161 0.849 0.020 42.216***

5 1.029 0.805  0.024 33.487***

6 1.051 0.720 0.031 23.046***

선호도

1 1.000 0.797 0.026 30.665***

2 0.261 0.162 0.061 2.632**

3 0.292 0.209 0.060 3.471**

4 0.816 0.687 0.036 9.292***

5 0.596 0.517 0.047 10.889*** 

6 1.001 0.822 0.024 33.654***

행동성향

1 1.000 0.828 0.023 36.286***

2 0.876 0.769 0.028 27.761***

3 0.937 0.773 0.027  28.358***

4 1.036 0.716 0.033 21.915***

5 1.024 0.715 0.033 21.595***

6 1.086 0.804 0.025 31.936***

주 1) ***p<.001, **p<.01

   2) RMSEA=.096, CFI=.891, SRMR=.060 

<표 Ⅲ-6>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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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의 관찰변인별 측정문항 중 선호도를 측정하는 두 문

항은 요인부하 추정치가 = .162, =.209로 .5 미만(p<.01)이었으며, 해당 문항의 

내용은 ‘STEAM교육은 평범하다,’, ‘STEAM교육은 어렵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서 삭제하였다. 나머지 측정문항은 요인부하 추정치가 

.5 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우종필, 2012)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

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수업자원 협력

1) 관찰변인의 설정

잠재변인 수업자원 협력은 교사가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동료교사들과 학생에 관

한 정보, 교과지식 및 교수자료 등을 공유(Shah, 2011)하는 협력활동으로 정의된다. 

단위학교에서 교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은 교사의 수업전문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며(박주호, 송인발, 이전이, 2016), 교사협력에 대한 선행연구(권순형, 김도

기, 2013; 송인발, 박주호, 2016; 홍창남, 2005; Shah, 2011)에서는 교사의 협력활

동 중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업정보, 관련 교과지식 및 교수자료에 대한 협

력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잠재변인 수업자원 협력의 관찰변인은 

학생정보, 교과지식 및 교수자료 공유를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관찰변인 측정도구

가) 학생정보 공유

학생정보 공유란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정보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정보 공유의 측정도구는 Shah(2011)의 교사

의 아이디어 및 전문성 공유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Shah(2011)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교실 관리 아이디어를 묻거나 제안한다.’,‘교사들은 학생 문

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 않는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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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공유활동 빈도에 따라‘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항상한다’의 5점 척도로 개

발되었다. 

학생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

서 측정문항의 서술어가 공유 활동의 맥락에 적합하도록‘~이야기 한다’, ‘~묻거

나 알려준다’, ‘~공유한다’ 등으로 혼용하여 표현되어 있던 것을 ‘~공유한다’

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7>과 같이 예비조사

(Cronbach’s =.838) 및 본조사(Cronbach’s =.965)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

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교과지식 공유

교과지식 공유란 교과에 대한 지식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지식 공유의 측정도구는 Shah(2011)의 교사의 아이디어 및 전문

성 공유 측정문항과 송인발과 박주호(2016)의 수업전문성 지향 교사협력활동에 대

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Shah(2011)는 ‘교육적 이론, 철학 및 접근에 

대해 종종 논의한다.’‘교사들은 종종 특정 학문분야의 문제에 대한 제안을 요청한

다. ’와 같이 교육이나 특정 분야의 지식에 대한 협력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

했으며, 송인발과 박주호(2016)는 ‘나는 학생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평가 기법이나 

자료를 동료교사와 공유한다.’, ‘나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매체와 수업기

법을 동료교사와 공유한다.’와 같이 교과지도 지식을 공유하는 활동을 측정하는 문

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공유활동의 빈도에 따라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항상한

다’의 5점 척도로 개발되었다.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학생정보 공유(4문항) .838 .965

<표 Ⅲ-7> 학생정보 공유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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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지식 공유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수업 기법 및 매체와 같은 교과지식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들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8>과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869) 및 본조사(Cronbach’s =.922)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다) 교수자료 공유

교수자료 공유란 교과에 대한 지식을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자료 공유의 측정도구는 Shah(2011)의 교사의 자원 공유 측정문

항과 송인발과 박주호(2016)의 수업정보 공유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개발하였

다. Shah(2011)는‘동료교사와 나의 교과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한

다.’, ‘교사들은 종종 워크시트 및 수업계획안과 같은 자료를 빌려주고 빌린다.’

‘종종 저널 논문과 교육 도서를 공유한다.’등의 문항을 활용하였고, 송인발과 박주

호(2016)는 ‘나는 수업지도안이나 수업자료를 동료교사와 서로 빌려주거나 빌린

다.’와 같이 수업지도안이나 수업자료 공유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공유활동의 빈도에 따라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항상한다’의 5점 척도로 개발되었다. 

교수자료 공유 측정도구를 활용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문항 간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서로 공유

한다’를 ‘~유용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공유한다’로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수업지도안에 대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9>와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871) 및 본조사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교과지식 공유(4문항) .869 .922

주: 예비조사는 5문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Ⅲ-8> 교과지식 공유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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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961)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잠재변인 수업자원 협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10>과 같은데, 

수업자원 협력의 관찰변인별 측정문항은 모두 요인부하 추정치가 .5 이상이면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값(우종필, 2012)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관찰변인 문항 B  S.E. t

학생정보 공유

1 1.000 0.793 0.027 29.290***

2 0.998 0.797 0.027 29.936***

3 1.020 0.866 0.021 41.691***

4 0.966 0.847 0.022 38.235***

교과지식 공유

1 1.000 0.661 0.037 17.739***

2 1.193 0.853 0.021 39.939*** 

3 1.243 0.874 0.019 45.175*** 

4 1.124 0.662 0.037 17.901***

교수자료 공유

1 1.000 0.886 0.016  54.330*** 

2 0.995 0.846   0.020 42.414***

3 0.861 0.817 0.023 36.025***

4 0.994 0.879 0.017 51.895***

주 1) ***p<.001

   2) RMSEA=.081, CFI=.961, SRMR=.040 

<표 Ⅲ-10> 잠재변인 수업자원 협력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교수자료 공유(4문항) .871 .961

주: 예비조사는 5문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Ⅲ-9> 교수자료 공유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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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교육변화 수용

1) 관찰변인의 설정

잠재변인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이나 교수

학습의 변화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려는 의지(배

상훈 외, 2014)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변화 수용에 있어서 변화는 국가수

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변화(교육부, 2015; 온정덕, 2015)와 

수업과 관련된 교수학습의 변화(박선화 외, 2017; 윤종혁 외, 2017)로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잠재변인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관찰변인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변화에 대한 이해와 교수학습변화 적용으로 설정하였다.

2) 관찰변인 측정도구

가) 교육과정변화 이해

교육과정변화 이해란 교사가 새로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

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변화 이해의 측정도구

는 이수정(2012)의 교사의 학교혁신 수용도 측정문항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이수정

(2012)은 ‘학교 혁신과 관련되어 내게 할당된 어떤 업무라도 기꺼이 받아들여 처

리할 계획이다’, ‘다른 교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 변화․혁신에 참여할 계획이

다’, ‘학교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과 후에라도 업무를 할 용의가 있다’ 등의 

문항을 활용했다. 이를 근거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다.

교육과정변화 이해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정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문항을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11>과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885) 및 본조사(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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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교수학습변화 적용

교수학습변화 적용이란 교사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바뀐 교수학습의 변화

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의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변화 

적용의 측정도구는 교수학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제시한 온정덕(2015), 윤종혁 외

(2017) 및 박선화 외(2017)의 선행연구와 Wanberg와 Banas(2000)이 제시한 변

화수용성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온정덕(2015), 윤종혁 외(2017) 

및 박선화 외(2017)의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변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창의·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협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목적 및 내용의 

변화,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학습내용의 연계를 통한 교육내용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변화, 학습자 중심, 개별화 학습 등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온라인 학습, 가상현실 등 교수학습 환경의 변화, 학습과정 중심 및 질적 평가 등 교

육평가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으며, Wanberg와 Banas(2000)는 변화수용성

을  측정하기 위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변화들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인

다.’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교수학습 목적 및 내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학습 환경, 교육평가 등의 변화 기대나 수용 의지에 대한 총 5개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다.

교수학습변화 적용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학습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문항을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12>와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905) 및 본조사(Cronbach’s 

=.939)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교육과정변화 이해(5문항) .885 .900

<표 Ⅲ-11> 교육과정변화 이해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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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잠재변인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13>과 같으

며,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관찰변인별 측정문항은 모두 요인부하 추정치가 .5 이상이

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우종필, 2012)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라. 수업전문성

1) 관찰변인의 설정

잠재변인 수업전문성은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정의된

다(김동선, 홍창남, 2018). 이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 참여나 전문성 신장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교수학습변화 적용(5문항) .905 .939

<표 Ⅲ-12> 교수학습변화 적용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관찰변인 문항 B  S.E. t

교육과정변화 이해

1 1.000 0.757 0.032 23.777***

2 0.950 0.618 0.042 14.679***

3 1.195 0.740 0.033 22.301***

4 1.101 0.669  0.039 17.364***

5 1.026 0.634 0.041 15.507***

교수학습변화 적용

1 1.000 0.733  0.032 22.835***

2 1.156 0.798 0.026 30.178***

3 1.090 0.666 0.037  17.875***

4 1.165 0.818 0.025 32.919***

5 1.057 0.705 0.034 20.634***

주 1) ***p<.001

   2) RMSEA=.069, CFI=.963, SRMR=.037 

<표 Ⅲ-13> 잠재변인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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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Walter, 2006; Weiss & Pasley, 2006). 교사의 수업 전

문성은 대표적으로 Shulman(1987)이 제시한 개념에 따라 교과내용 지식, 교육학적 

지식, 교육학적 내용 지식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교육학적 내용 지식은 단순히 이론이

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

천적 성격의 지식(Shulman, 1987), 실제 수업을 통해 발달되는 지식(Loughran, 

Berry, & Mulhall, 2006)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잠재변인 수업전

문성의 관찰변인은 수업지식 개선과 수업능력 개선으로 설정하였다.

2) 관찰변인 측정도구

가) 수업지식 개선

수업지식 개선이란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이론과 최신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으

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지식 개선의 측정도구는 수업전문성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Grossman, 1990; Shulman, 1986; Tamir, 1998 등)와 안미현

(2005)의 교사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선행연구

(Grossman, 1990; Shulman, 1986; Tamir, 1998 등)에서는 수업전문성과 관련된 

지식으로 교과내용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교수전략

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 등을 제시했으며, 안미현(2005)은 ‘최신교육이론

의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교과의 최신내용 

및 핵심개념, 교과 교육과정 내용, 학생요구 분석 방법, 새로운 교수방법, 평가 도구 

및 방법 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다.

수업지식 개선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문항별로 묻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을 수업지식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Ⅲ-14>와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732) 및 본조사

(Cronbach’s =.939)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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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능력 개선

수업능력 개선은 교사의 실제 수업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

다. 그리고 수업능력 개선의 측정도구는 수업전문성 및 관련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

(Grossman, 1990; Shulman, 1986; Tamir, 1998 등)와 안미현(2005)의 교사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Shulman(1987)이 제시한 

교육학적 내용 지식이 단순히 이론이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업에 실제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업에 적용가능한 

교과 관련 사례 습득, 타 교과와의 통합, 학생들의 교과 관련 요구 파악, 교수방법 습

득, 평가 및 피드백 방법 습득 등을 위한 노력의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되었다.

수업능력 개선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

한 과정에서 문항별로 묻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해 본다.’, 

‘~하는데 적극적이다.’등의 내용을 ‘~노력한다.’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

도 계수는 <표 Ⅲ-15>와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714) 및 본조사

(Cronbach’s =.917)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잠재변인 수업전문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16>과 같으며, 수업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수업지식 개선(5문항) .732 .939

주: 예비조사는 4문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Ⅲ-14> 수업지식 개선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수업능력 개선(5문항) .714 .917

주: 예비조사는 4문항으로 분석되었음

<표 Ⅲ-15> 수업능력 개선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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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의 관찰변인별 측정문항은 모두 요인부하 추정치가 .5 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우종필, 2012)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 수업효능감

1) 관찰변인의 설정

잠재변인 수업효능감은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신념(박주호 외, 2015)으로 정의된다. 교사의 효능감을 

선행연구(이한규, 2009; Ashton & Webb, 1985; Enochs & Riggs, 2012; Gibson 

& Dembo, 1984)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가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기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잠재변인 수업효능감의 관찰변인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결과기대로 설정하였다.

2) 관찰변인 측정도구

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하 자신감)이란 교사가 자신이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관찰변인 문항 B  S.E. t

수업지식 개선

1 1.000 0.689 0.035 19.536***

2 1.027 0.613 0.041 14.809***

3 1.244 0.729 0.032 22.651***

4 1.174 0.748 0.031 24.214*** 

5 1.257 0.812 0.026 31.723***    

수업능력 개선

1 1.000 0.750 0.030 24.582***  

2 0.988 0.599 0.042 14.282***   

3 1.003 0.642 0.039 16.403*** 

4 1.082 0.764 0.029 26.073***

5 1.201 0.808 0.026 31.304***

주 1) ***p<.001

   2) RMSEA=.093, CFI=.940, SRMR=.042

<표 Ⅲ-16> 수업전문성 잠재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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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의 측정도구는 Enochs와 

Riggs(1990)의 과학교수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구인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수

정하였다. Enochs와 Riggs(1990)는 과학교수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구인으로 교사 

개인효능감을 제시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 ‘나는 과학의 개념을 ~’과 

같이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기술된 표현을 일반적인 수업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수정

하였고, ‘선택권이 있다면 교장선생님에게 과학 수업을 평가하는데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를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범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또

한‘과학 실험을 모니터링 하는데~’와 같이 과학교과에 국한된 문항들은 모두 삭제

하였고, ‘과학을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다.’, ‘과학을 가

르치기 위한 필수적인 스킬이 있는지 궁금하다.’와 같이 자신감을 직접적으로 측정

하지 않거나 ‘나는 보통 수업을 비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이다.’와 같이 미래형 시제

의 문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기존 측정도구의 13개 문항 

중 총 7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Enochs와 

Riggs(1990)의 연구에서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0로 양

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감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에서 ‘~늘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학생이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와 같이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건문 형태로 기술된 내용을 ‘ ~부족함을 느낀다’, ‘수업내

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등으로 수정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17>과 같이 예비조사에서 Cronbach’s =.665, 본조사에서 .898으로 신

뢰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수업 자신감(7문항) .665 .898

<표 Ⅲ-17> 수업에 대한 자신감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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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에 대한 결과기대

수업에 대한 결과기대(이하 결과기대)란 교사가 일반적으로 수업의 결과에 대해 

갖게 되는 믿음 혹은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기대의 측정도구는 

Enochs와 Riggs(1990)의 과학교수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구인에 대한 문항들을 활

용하여 수정하였다. Enochs와 Riggs(1990)는 과학교수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구인

으로 결과기대감을 제시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중 ‘과학수업에서 ~’와 

같이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기술된 표현을 일반적인 수업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수정

하였고, 학업성취도에 국한된 일부 문항의 내용을 학생의 흥미와 이해도에 대한 내용

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응답에 용이하도록 조건문 형태의 문항은 평서문 형태로 수

정하였으며, 부정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문항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였다. ‘학생

들의 과학적 배경~’과 같이 과학교과에 국한된 문항은 삭제하였고, 학부모의 관심

에 대한 문항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기존 측정

도구의 10개 문항 중 총 7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Enochs와 Riggs(1990)의 연구에서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6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기대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측정도구

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표 Ⅲ-18>과 같이 예비조사(Cronbach’s =.856) 및 본

조사(Cronbach’s =.952)에서 모두 .7이상으로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한편, 잠재변인 수업효능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19>와 같다.

측정도구 예비조사(61명) 본조사(283명)

수업 결과기대(7문항) .856 .952

<표 Ⅲ-18> 수업에 대한 결과기대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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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효능감의 관찰변인별 측정문항 중 자신감을 측정하는 세 문항은 요인부하 추

정치가 =0.304, =0.383, =0.462로 .5 미만(p<.01)이였으며, 해당 문항의 내용

은 모두 부정 문항으로 타당도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서 삭

제하였다. 나머지 측정문항은 요인부하 추정치가 .5 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우종필, 2012)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우편 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였으며, 필요 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

다. 설문지는 회수율과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그리고 재직 중인 기술·가정과 교사

가 ‘기술’ 혹은 ‘기술·가정’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기술의 세계’영역

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50부를 배부하였다. 우편 조

사는 선정된 대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교직원 현황 정보를 통해 기술·가정 

관찰변인 문항 B  S.E. t

수업 자신감

1 1.000 0.304 0.059 5.137***

2 1.983 0.759 0.033 23.122*** 

3  2.108 0.798 0.030 26.593*** 

4 2.039 0.756 0.033 23.153*** 

5 1.588 0.383 0.056 6.835*** 

6 1.511 0.462 0.053 8.778***

7 1.876  0.629 0.043 14.776***

수업 결과기대

1 1.000 0.622 0.042 14.895*** 

2 1.335 0.758 0.031 24.159*** 

3 1.170 0.648  0.040 16.251***

4 0.898 0.584 0.044 13.169***

5 1.063 0.753 0.032 23.884***

6 0.949 0.622  0.042 14.661*** 

7 1.261 0.748 0.033 22.870*** 

주 1) ***p<.001

   2) RMSEA=.093, CFI=.872, SRMR=.070

<표 Ⅲ-19> 잠재변인 수업효능감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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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단을 파악하고, 소속학교 주소를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우편 발송 시 설문지와 반송용 봉투를 함께 보내고, 설문에 응답한 교

사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자료수집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배부 후 10일

이 지난 후 설문지가 회수되지 않는 교사를 대상으로 소속학교에 연락하여 참여를 

독려하였고, 우편 발송이 어려운 교사에게는 온라인으로 설문 URL 주소를 보내어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전국기술교사모임의 SNS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설문 

URL 주소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학교명을 기준으로 사전에 설정한 

표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분석 자료에 추가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하였고, 배부된 총 650부의 

설문지 중에서 409부가 회수(회수율: 62.9%)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소지자격

을 표기하지 않은 15부를 제외하였고, 기술 혹은 기술·가정 자격을 소지하지 않거

나(78부) 기술 혹은 기술·가정 자격을 소지하였지만 기술수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

은 교사(4부)가 응답한 설문지 97부를 제외하였다. 또한 응답결과 중 페이지별로 동

일한 숫자를 연속적으로 체크 한 것을 불성실 응답(7부)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문항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  분포에서 벗어난 응답 값(14부)과 관찰변

인별 측정값을 토대로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 값을 도출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p<.001)한 값(8부)을 이상치로 판단(Kline, 2011)하여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126부를 제외한 283부(유효자료율: 283부/409부

X100%=69.2%)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응답한 기술교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Ⅲ-20>과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42 50.2

여 141 49.8

연령

20~29세 77 27.2

30~39세 94 33.2

40~49세 57 20.1

50세 이상 53 18.7

무응답 2 0.7

<표 계속>

<표 Ⅲ-20> 응답 기술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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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응답한 기술교사의 소속학교 소재지의 분포 비율은 특별시 및 광역시

(48.4%), 도(51.6%)로 약1.1:1의 비율을 나타내 모집단인 중학교 기술교사의 분포 

비율(1:1.4)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 연령 및 경력에 따라 편

중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와 Mplus 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

다.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Box plot, 측정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Mardia 다변량 첨도, 관찰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다

중공선성 진단 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7 프로그램으로 마할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 distance),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확

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수

준(p-value)은 0.05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변인의 다변

량 정규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Mardia 다변량 첨도 지수에 대한 유의도 검정

구분 빈도(명) 비율(%)

교직경력

1개월~3년 미만 54 19.1

3년~5년 미만 29 10.2

5년~10년 미만 57 20.1

10년~15년 미만 45 15.9

15년~20년 미만 26 9.2

20년 이상 71 25.1

무응답 1 0.4

표시과목
기술 236 83.4

기술·가정 47 16.6

담당수업
기술 분야만 139 49.1

기술·가정 모두 144 50.9

학교 소재지
시 146 51.6

도 137 48.4

전체 2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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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다만, 다변량 정규성은 각 변인의 단변량 정규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도 확인이 가능(Kline, 2011)하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정규성을 판단

하였고, 단변량 정규성은 왜도가 을 넘지 않고, 첨도가 을 넘지 않으면 정규

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Kline, 2011). 또한 관찰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p<.05)하면서 상관계수가 .8 이하(홍세희, 2005)인지 확인하여 분석 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공차가 .1이상 

이면서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김수영, 2011) 인지를 확인하였다.

측정 및 구조적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을 활용하였고, 결측치는 완전정보 최대우도 추정을 통해 처리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수는 값, CFI, RMSEA, SRMR의 네 

가지(김수영, 2017)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표 Ⅲ-21>과 같다. 

양호한 적합도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경

험적으로 CFI는 0.90 이상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 이하이면 합리적인 적합도(reasonable fit), .10 이상이

면 나쁜 모형으로 판단하며, SRMR은 0.08 미만이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김수

영, 2017). 한편, 값은 가설적으로 설정한 구조적 모형과 분석 시 활용되는 자료

가 서로 부합한다는 영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가설적 모형이 분석 자료에 부합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값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만 모형

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Kiline, 2005; 홍

적합지수 판단기준

 값 p>.05

CFI >.95

RMSEA

≺.05: 좋은 모형(close fit)

≤.08: 합당한 모형(reasonable fit)

≺.10: 보통(mediocre fit) 

SRMR <.08

<표 Ⅲ-2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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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희, 2000). 이에 따라 값은 판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적합도 지수가 

모두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모형에서 설정된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였

다. 수렴타당도는 요인부하 추정치가 .5 이상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우종필, 

2012)이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는

데, 첫째, 가장 엄격한 방법인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평균분산추출

(AVE) 값보다 작은지 여부(Fornell & Larcker, 1981)를 확인하였고, 둘째, 잠재변

인 간 상관계수의 ±2 표준오차의 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는지 여부(우종필, 2012)

를 확인했으며, 마지막으로 잠재변인 간 자유로운 상관을 갖는 비제약모델과 두 잠재

변인 간 공분산을 1로 통제한 제약모델 간 값이 자유도(df)의 변화량이 1일 때 

3.84 이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배병렬, 2014; 우종필, 2012)를 확인하였다. 

직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계비를 통한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는 표본

크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Mplus 7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obel의 방법(델타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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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기술통계와 측정모형 적합성

가.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기술통계

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

문성 및 수업효능감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과 정규성 분석 결과는 <표 

Ⅳ-1>와 같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STEAM교육 

태도

가치판단 1.00 5.00 4.33 0.593 -1.791 6.624

선호도 1.25 5.00 4.07 0.599 -1.165 3.494

행동성향 1.00 5.00 4.00 0.670 -1.009 2.602

수업자원 

협력

학생정보 공유 1.25 5.00 4.16 0.673 -0.819 1.363

교과지식 공유 1.00 5.00 3.64 0.771 -0.576 0.413

교수자료 공유 1.00 5.00 3.76 0.848 -0.561 0.184

학교교육변화 

수용

교육과정변화 이해 1.60 5.00 3.95 0.606 -0.380 0.700

교수학습변화 적용 1.80 5.00 4.25 0.594 -0.954 1.287

수업전문성
수업지식 개선 1.40 5.00 4.26 0.547 -0.717 1.832

수업능력 개선 1.80 5.00 4.14 0.563 -0.474 0.479

수업효능감
자신감 1.75 5.00 4.03 0.609 -0.619 0.712

결과기대 1.43 5.00 3.82 0.615 -0.801 1.774

다변량 정규성(Mardia‘s test) 11.453 193.319***

주: ***p<.001

<표 Ⅳ-1>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관련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 결과

중학교 기술교사들의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평균값이 3.64~4.33에 해당하여 대

체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이해된다.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의 관찰변인들의 평균

값은 가치판단(4.33점), 선호도(4.07점), 행동성향(4.00점)의 순으로 높았고, 수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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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협력은 관찰변인 학생정보 공유(4.16점), 교수자료 공유(3.76점), 교과지식 공유

(3.64점)의 순으로 높았다. 학교교육변화 수용 잠재변인의 관찰변인별 평균값은 교

수학습변화 적용(4.25점)과 교육과정변화 이해(3.95점)의 순으로 높았으며, 수업전

문성 잠재변인의 관찰변인은 수업지식 개선(4.26점)과 수업능력 개선(4.14점)의 순

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수업효능감 잠재변인의 관찰변인별 평균값은 수업에 대한 

자신감(4.03점)과 결과기대(3.82점)의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관찰변인들의 Mardia 다변량 첨도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Mardia 첨도

=193.319, p<.001)하여 정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변량 

정규성은 왜도가 –1.791 ~ -0.380였고, 첨도가 0.184 ~ 6.624의 범위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 조건(왜도< , 

첨도 < )을 충족(Kline, 2011)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자료의 정규성은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관찰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진단

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구조모형에 투입된 관찰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는 <표 Ⅳ-2>와 같다.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고

(p<.01), 각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다른 잠재변인의 관찰변인과의 

상관계수 보다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잠재변인의 관찰변인과의 상관계

수 값이 .8을 넘지 않아(홍세희, 2005) 잠재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절할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수업효능감의 경우, 해당 잠재변인 내 관찰변인 간 상관보

다 다른 잠재변인의 관찰변인과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 분석 시 수

업효능감과 다른 잠재변인 간의 관계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66 -

잠재변인 관찰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STEAM교육 

태도

①가치판단 1

②선호도 .783** 1

③행동성향 .707** .687** 1

수업자원 

협력

④학생정보 공유 .485** .478** .494** 1

⑤교과지식 공유 .422** .422** .452** .625** 1

⑥교수자료 공유 .391** .356** .428** .604** .759** 1

학교교육변화 

수용

⑦교육과정변화 이해 .534** .506** .578** .489** .468** .458** 1

⑧교수학습변화 적용 .585** .540** .536** .537** .478** .483** .710** 1

수업전문성
⑨수업지식 개선 .582** .544** .630** .552** .523** .518** .671** .672** 1

⑩수업능력 개선 .506** .487** .626** .588** .530** .565** .667** .677** .784** 1

수업효능감
⑪자신감 .509** .485** .496** .537** .487** .411** .467** .518** .597** .594** 1

⑫결과기대 .553** .422** .480** .399** .360** .402** .403** .438** .423** .478** .487** 1

주: **p<.01

<표 Ⅳ-2>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관련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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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 교육 태도 구조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공차(>.1) 분산팽창지수(VIF)(<10)

STEAM교육 

태도

가치판단 .333 3.001

선호도 .352 2.845

행동성향 .454 2.204

수업자원 협력

학생정보 공유 .570 1.754

교과지식 공유 .380 2.630

교수자료 공유 .397 2.522

학교교육변화 

수용

교육과정변화 이해 .496 2.017

교수학습변화 적용 .496 2.017

수업전문성
수업지식 개선 .386 2.592

수업능력 개선 .386 2.592

수업효능감
자신감 .763 1.310

결과기대 .763 1.310

<표 Ⅳ-3>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와 관련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 진단

<표 IV-3>에서 볼 수 있듯이, 잠재변인별 관찰변인들의 공차는 .333~.763로 모

두 .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IF) 값은 1.310~3.001로 10 이하(김수영, 2011)이

기 때문에 관찰변인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잠재변인 및 관찰변인의 측정모형 적합도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구조모형에 투입된 잠재변인 및 관찰변인의 

측정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표  III-21>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측정모

형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119.796, df=44, p<.001)하였으나 나머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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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수는 CFI가 .964, RMSEA는 .078, SRMR이 .040로 모두 판단기준을 충족(김

수영, 2017)하여 각 잠재변인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1]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

주 1) ***p<.001

   2)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3) =119.796, df=44, p<.001 

2) 잠재변인의 관찰변인 구성타당도

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 구조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별로 구성된 관

찰변인들이 해당 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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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644~.893)이 모두 .5 이상

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어 수렴타당도가 확보(우종필, 2012)된 것으

로 판단하였다. 

잠재변인 관찰변인 B  S.E. t

STEAM교육 

태도

가치판단 1.000 0.893 0.018 49.254***

선호도 0.967 0.855 0.021 41.595***

행동성향 1.029 0.813 0.025 32.616***

수업자원 협력

학생정보 공유 1.000 0.750 0.032 23.463***

교과지식 공유 1.317 0.863 0.022 38.435***

교수자료 공유 1.423 0.847 0.023 36.207***

학교교육변화 

수용

교육과정변화 이해 1.000 0.833 0.024 34.319***

교수학습변화 적용 1.004 0.852 0.023 36.880***

수업전문성
수업지식 개선 1.000 0.882 0.018 47.764***

수업능력 개선 1.036 0.888 0.018 49.184***

수업효능감
자신감 1.000 0.756 0.039 19.214***

결과기대 0.860 0.644 0.043 14.918***

주: ***p<.001

<표 Ⅳ-4>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와 관련한 잠재변인별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

나) 판별타당도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및 STEAM교육 태도 

잠재변인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p<.001)하면서 그 값

이 0.492~0.899사이로 나타났다. 판별타당도는 상관계수 값이 높을수록 타당도가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잠재변인 간 상관이 가장 높은 것을 선정하여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평균분산추출(AVE) 값보다 작은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

관계수 값이 가장 높은 것은 수업전문성과 학교교육변화 수용 간 상관계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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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99, p<.001)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808이고, 수업전문성의 AVE 값은 .783,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AVE값은 .710으로 두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별타당도 확보 기준(Fornell & Larcker, 1981)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

잠재변인
STEAM교육 

태도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STEAM교육 

태도
0.725

수업자원 협력 .595*** 0.686

학교교육변화 

수용
.755*** .685*** 0.710

수업전문성 .726*** .734*** .899*** 0.783

수업효능감 .808*** .735*** .776*** .856*** 0.492

주 1) ***p<.001

   2) 대각선의 수치는 각 잠재변인의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나타냄.

<표 Ⅳ-5>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와 관련한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AVE) 값

그러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와 표준오차(S.E.)를 이용한 방법으로 판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전문성과 학교교육변화 수용 간 상관계수의 표준오차는 

0.025으로 상관계수 ±2 표준오차의 구간은 .849~.949(=.899±2×.025)으로 1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판별타당도가 확보(우종필, 2012)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업효

능감과 STEAM교육 태도(.805~.994), 수업자원 협력 (.641~.839), 학교교육변

화 수용(.674~.874) 및 수업전문성(.772~.940) 간 상관계수의 ±2 표준오차 구간

이 1을 포함하지 않아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상관계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수업전문성과 학교교육변화 수용 간 

상관을 통제하지 않은 비제약모델과 통제한 제약모델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검

증을 통해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 Ⅳ-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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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f ∆
비제약모델 131.114 48

 21.260***

제약모델 152.274 49

주: ***p<.001

<표 Ⅳ-6>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검증 결과

수업전문성과 학교교육변화 수용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제하지 않은 비제약모델의  

 검증 값은 131.114(df = 48)로 나타났고,  두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제한 제약

모델의  검증 값은 152.274(df=49)로 나타나 ∆ 값(∆df=1)이 

21.260(p<.001)로 3.84 이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배병렬, 2014; 우종

필, 2012)되어 최종적으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대한 구조적 관계 모형

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잠재변인과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는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모형 분석 결과

주 1) *p<.05, ,**p<.01, ***p<.001

   2)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를 의미함.

   3) =129.030(df=46, p<.001)  



- 72 -

<표  III-21>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판단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구조적 관

계　모형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129.030, df=46, p<.001)하였으나 나머지 적

합도 지수인 CFI=.961, RMSEA=.080, SRMR=.042로 모두 판단기준을 충족(김수영, 

2017)하여 잠재변인 간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연구가설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

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간의 구조적 적합한 구조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다만,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에서 

STEAM교육 태도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 2-1, 2-3. 3-3, 3-5는 

기각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모형은 [그림 Ⅳ-3]과 같으며, 가설적 연구　모형과 비교하였

을 때 값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131.571, df=48, p<.001)하였으나 

나머지 적합도 지수인 CFI=.961, RMSEA=.078, SRMR=.042로 모두 판단기준을 

충족(김수영, 2017)하였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RMSEA 지수가 .080에서 .078

로 낮아져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Ⅳ-3]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최종 구조적 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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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효능감의 직접효과

최종적으로 설정된 구조모형에 따라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대한 학교교

육변화 수용과 수업효능감의 직접효과 분석결과는 <표 Ⅳ-7>과 같다.

경로 B  S.E. t값

학교교육변화 수용→STEAM교육 태도 0.410 0.398  0.114 3.496
***

수업효능감→STEAM교육 태도 0.677  0.496  0.118 34.204
***

주: ***p<.001

<표 Ⅳ-7>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에 대한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효능감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0.398, p<.01)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변화 수용이 1표준편차 증

가할 때 STEAM교육 태도는 0.398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한편, 기술교사의 수업효능감(=0.496, p<.001)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업효능감이 1표준편차 증가할 

때 STEAM교육 태도가 0.496 표준편차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효능감

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4는 채택

되었다. 상대적으로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 보다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에 대한 학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 효능

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 74 -

경로 B  S.E. t값

수업자원 협력→학교교육변화 수용→STEAM교육 태도 0.296 0.291  0.085  3.425
**

수업자원 협력→수업효능감→STEAM교육 태도 0.136 0.133 0.052 2.545
**

수업전문성→수업효능감→STEAM교육 태도  0.320 0.304 0.094 3.237
**

학교교육변화 수용→수업전문성→수업효능감

→STEAM교육 태도
0.290 0.282 0.087 3.230

**

수업자원 협력→학교교육변화 수용→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STEAM교육 태도
0.210 0.206 0.065 3.186

**

주: **p<.01

<표 Ⅳ-8>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β

=0.291, p⟨.01)은 유의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업자

원 협력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을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가 0.291(=0.731×0.398) 표준편차만큼 증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을 매개로 STEAM

교육 태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효능감(β=0.133, 

p⟨.01)은 유의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업자원 협력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업효능감을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가 0.133(=0.269×0.496)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자원 협력은 수업효능감을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간접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효능감(β=0.304, p⟨.01)은 유

의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수업전문성이 1표준편차만

큼 증가할 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업효능감을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가 0.304(=0.613×0.496)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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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수업효능감을 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4는 채택되었다.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은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를 정적

으로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0.282, p⟨.01), 이는 학교교육변화 수용

이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

감을 이중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가 0.282(=0.928×0.613×0.496) 표준편차만

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을 

이중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6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은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태도의 관계를 정적으로 삼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06, p

⟨.01). 이는 수업자원 협력이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을 삼중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가 

0.206(=0.731×0.928×0.613×0.496)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을 삼중매개로 STEAM

교육 태도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7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각 잠재변인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미치는 총효과

의 분석결과는 <표 Ⅳ-9>와 같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수업자원협력→STEAM교육 태도 - 0.642
***

0.642
***

학교교육변화 수용→STEAM교육 태도 0.398
***

0.282
**

0.680
***

 

수업전문성→STEAM교육 태도 - 0.304
**

     0.304
** 

수업효능감→STEAM교육 태도 0.496
*** -

0.496
***

주: **p<.01, ***p<.001

<표 Ⅳ-9>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총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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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사의 수업자원협력(β=0.642, p⟨.001), 학교교육변화 수용(β=0.680, p

⟨.001), 수업전문성(β=0.304, p⟨.01) 및 수업효능감(β=0.496, p⟨.001)은 

직·간접적으로 STEAM교육 태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교육변화 수용

과 수업자원 협력이 다른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연구모형에 대한 논의

기술교사의 STEAM 교육태도와 관련한 잠재변인의 측정모형[그림 Ⅳ-1])과 잠재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그림 Ⅳ-2])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도 각각의 판단기준에 충족되어 각 잠재변인을 설정한 관찰

변인들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를 STEAM교육에 대한 가치판단, 선호도 및 행동성향으로, 수업자원 협력을 학생정

보, 교과지식 및 교수자료 협력으로, 학교교육변화 수용을 교육과정변화 이해 및 교

수학습변화 적용으로, 수업전문성을 수업지식 및 수업능력 개선으로, 수업효능감을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결과기대로 각각 관찰변인을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잠재변인 중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 간의 상관계수가 .8이상으로 다소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효능감의 AVE 값이 .492로 다소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와 ±2 표준오차 구간이 1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의한 판단기준이 충족되었고, 비제

약모델과 통제한 제약모델 간   검증 결과도 판별타당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념적으로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과 다른 

잠재변인이 명확히 구분되어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측정모형과 구조적 관계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값, CFI, 

RMSEA, SRMR 지수가 활용되었으며, 이 중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측정모형: 

=119.796, df=44, p<.001, 구조모형: =129.030, df=46, p<.001)하여 판단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검증은 모형을 통해 구현된 자료와 모집단의 자료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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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다라는 영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며 모형이 조금만 달라도 영가설이 기각되

기 쉽고(홍세희, 2000), 또한 사례 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모형의 적합성뿐만 아

니라 표본크기에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는 한계(홍세희, 2000; Kiline, 2005)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값이 판단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

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적합도 지수인 CFI, RMSEA 및 SRMR은 모두 판단기준을 충

분히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함께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던 수업자원 협력 

및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를 토대로 수업자원 협력 및 수업전문성과 STEAM교

육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 간의 상관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의 특성상 STEAM교육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던 학교육변

화 수용, 수업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

을 것이며, 따라서 수업자원 협력 및 수업전문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수업자원 협력, 수업효능감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162, p>.05), 수업효능감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0.679, p<.01),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효능감

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10, p⟨.001). 수업자원 협력이란 기술

교사가 다른 교사들과 수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Al Salami 외(2017)과 Park 외(2017) 등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른 교과 

교사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질수록 STEM교육을 실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해석했던 것과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술교사가 수업자원 협력의 관

찰변인인 학생정보, 교과지식 및 교수자료 공유에 대해 자신의 교과에 국한하여 응답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타 교과 교사와의 협력이 아닌, 기술교과에 국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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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원 협력이 STEAM교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교사 간 협력이 수업자원 협력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이라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개념에 비추

어 보면 학생정보나 교과지식, 교수자료 공유와 같은 교사 간 협력보다는 실제적인 수

업을 위한 업무협력이나 팀티칭과 같은 직접적인 협력 활동이 STEAM교육 태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0.633, p<.05), 수업전문성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0.276, p>.05),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은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57, p>.05). 기술교사

의 학교교육변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는 새로운 교육에서의 접근방식인 STEAM교육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

연구(Al Salami 외, 2017; Celik & Yesilyurt, 2013)에서 밝힌 내용을 지지하는 결

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STEAM교육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혹은 주요 변화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수업전문성이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

(Morrison, 2008; Uslu & Bumen, 2012; van Aalderen‐Smeets & Walma van 

der Molen, 2015; Weiss와 Pasley, 2006)를 토대로 유추한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

었는데, 이는 기술교사가 수업전문성의 관찰변인인 수업지식과 수업능력에 대한 개선

노력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수업을 중심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교과에 국한한 수업전문성이 STEAM교육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데에

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Uslu와 

Bumen(2012)나 van Aalderen‐Smeets 외(2015)의 선행연구와 같이 해당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문성 신장 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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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관련 선행연구(Herscovich, 2001; Kennedy, 1996; Penner, 2000) 결과

를 통해 유추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

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이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은 수업전문성이 STEAM

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

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β=0.466 p

⟨.05)은 유의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고, 수업전문성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

서 수업효능감(β=0.408, p⟨.001)은 유의한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으며, 학교교육변

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은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를 이중매개하지 

않는 것(β=-0.189, p>.05)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은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태도의 관계를 정적으로 삼중매개(β

=0.280,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교사가 수업자원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학교교육변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부분적으로 수

업자원 협력과 학교교육변화 수용의 관계를 유추하였던 관련 선행연구(김선미, 2012; 

김용익, 2011; 배상훈 외, 2014; 이철희, 2000; Elving, 2005; Machin, & Bannon, 

2005; Wanberg & Banas, 2000)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위한 노력이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업

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avis(1989), Fishbein과 Ajzen(2011) 등이 제시한 태도 이론을 토대로 수업전문

성과 같은 관련 경험들이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효능감과 같은 신념

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수업자원 

협력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전문성이 이중매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은 수업전문성이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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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정적인 삼중매개 효과를 갖는 것은 Fishbein과 Ajzen(2011)이 제시한 일반

적인 태도를 포함한 배경적 요인이 행동에 대한 신념을 통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형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 수업전문성과 수업

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은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를 정적

으로 이중매개(β=0.380,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교사가 

교사가 새로운 교육의 변화에 대해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수업전문성에 대한 동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수업전문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교사의 수업에 대한 효능감이 높

아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STEAM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분 Gardner 외(2019)와 이소율과 이영준(2019)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Davis(1989), Fishbein과 Ajzen(2011) 등

이 제시한 태도 이론의 내용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술교사의 학교교

육변화 수용과 수업효능감은 직·간접적으로 STEAM교육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볼 수 있으며, 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수용적 

자세를 가지며,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기대를 갖게 하는 것

이 중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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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교과와 STEAM교육, STEAM교육 태도의 개념, 구성요인 및 

측정, STEAM 교육 태도와 주요 변인 간의 직·간접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

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연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교

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

능감 간의 적합한 구조적 관계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학

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를 구명한다. 셋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

업효능감이 STEAM교육 태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모집단은 2020년 5월 현재 중학교에 재직하는 기술교사로 약 3,500명이다. 표본

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요구되는 표본 크기를 만족하면서 실제 설문지의 

회수율과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 그리고 재직 중인 기술교사가 ‘기술’ 혹은 ‘기

술·가정’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기술의 세계’영역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

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50명으로 설정하였다. 표집은 전체 중학교를 소재

지에 따라 구분하고 시·도별 기술교사의 모집단 구성비(1:1.4)에 따라 할당된 표본 

수를 충족할 때까지 학교를 표집 단위로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가 이용되었는데, 설문지에는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 수

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측정

도구들과 응답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관찰변인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를 선택하거나 이를 근거로 초안을 만들어 

관련 전문가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고, 기술교사 10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전국의 기술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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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되, 

우편 발송이 어려운 교사에게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배부된 

총 650부의 설문지 중에서 409부가 회수(회수율: 62.9%)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우선 소지자격을 표기하지 않은 설문(15부)을 제외하였고, 기술 혹은 기술·가정 자

격을 소지하지 않거나(78부) 기술수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교사(4부)가 응답한 설

문을 제외하였으며, 불성실 응답(7부), 이상치(8부)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26부를 

제외한 283부(유효자료율: 283부/409부X100%=69.2%)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

석에 사용된 설문지에 응답한 기술교사의 특성은 알려진 모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확

인되어 연구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Box plot, 측정문항의 신뢰

도, Mardia 다변량 첨도, 관찰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다중공선성 진단 분석

을 실시하였고, Mplus 7 프로그램으로 마할라노비스 거리, 평균분산추출(AVE), 확

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p-value)은 

0.05이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값, CFI, 

RMSEA, SRMR 지수를 활용하였고, 값은 판단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적

합도 지수가 모두 충족되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와 수업자원 협

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대체로 양호하며, 구성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

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0.398)

과 수업효능감(=0.496)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β=0.291)과 수업효능감(β

=0.133)을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교사의 수업전문성은 수업효능감을 매개하여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

(β=0.304)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을 이중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β=0.282)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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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업자원 협력은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

업효능감을 삼중매개로 STEAM교육 태도에 정적인 영향(β=0.206)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2. 결론

첫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외생변인,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

효능감 매개변인, STEAM교육 태도 내생변인 간의 적합한 구조적 관계모형이 설정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모형은 우리나라 중학교 현장의 교직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학교에서 수업자원에 관한 동료 교사들과 공유

협력이 많은 경우, 동료 교사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해당 학교교육의 변화를 수용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편 담당 교과 중심의 수업전문성에 치중할 수 있지만 수업

전문성 신장 활동을 많이 할 것이며, 이러한 수업전문성에 의해 곧 수업효능감은 높

아지고, STEAM교육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관계모형은 후속적

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기

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은 모두 

STEAM교육 태도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둘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과 수업효능감은 각각 STEAM교육 태도에 대

해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업효능감이 학교교육변화 수용보다 큰 영향

을 미친다. 반면에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

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혹은 수업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수업효능감이나 학

교교육변화 수용 수준을 높이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

화 수용과 수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 촉진을 동시

에 고려해야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교사의 수업자원 협력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혹은 수업효능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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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친다. 수업자원 협력의 학교교육변화 수용을 통한 단일 매개효과 크기가 

수업효능감을 통한 단일 매개효과 보다 2배나 더 크다. 그리고 수업자원협력은 학교

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및 수업효능감을 삼중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데, 대체로 매개 변인이 늘어날수록 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기술교사의 학교교육변화 수용은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수업전문성과 수업효능감을 이중 매개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

다. 그러나 수업전문성을 통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과 STEAM교육 태도의 관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학교교육변화 

수용을 먼저 고려하되 수업효능감을 강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전문성을 함께 다루

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수업전문성은 비록 STEAM교육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

업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크기는 수업자원 협력이 수

업효능감을 통해 미치는 영향의 2배 이상이다. 이는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수업효능감 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수업전문성을 함께 제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임을 시사한다. 

3. 제언

첫째, 연구를 통해서 구명된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에 대한 구조적 관계모

형은 중학교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이해하고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선택할 

때 기본적인 이론적 근거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변화 수용에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고, 또한 수업효능감의 직접효과보다 더 큰 간접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은 수업자원 협력이나 수업전문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STEAM교육 태도를 비롯한 수업자원 협력, 학교교육변화 수용, 수업전문성, 

수업효능감 잠재변인별 관찰변인들의 설정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에 후속연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관찰변인의 상관성을 낮추어 다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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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후속연구에서는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측정도구의 

문항 진술 및 척도를 STEAM교육 태도의 관점에서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특히 수업자원 협력과 수업전문성 잠재변인은 각각 수업자원 교류 활동의 빈도 

혹은 수업전문성을 위한 노력 활동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는데, 후속연구에서

는 관찰변인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양화 할 수 있게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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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지는 기술교사의 STEAM교육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응답

해 주신 결과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설문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설문지의 응답요령은 각 문항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각 문항의 정답이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설문지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

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

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김 영 흥

지도교수 나 승 일

(연락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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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교사가 가질 수 있는 STEAM교육에 대한 인지적 신념, 정의적 느낌 및 행동적 성향

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표기(V) 해주시기 바랍니
다.
※ STEAM교육이란 과학, 기술, 공학, 미술 및 수학 교과 중 둘 이상의 관련 내용을 서로 

연계하거나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

지

적

신

념 

1
기술, 과학, 수학, 공학 및 미술 교과의 
관련 내용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서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통합시킨 수
업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STEAM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4
STEAM수업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STEAM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이 함양된다.

① ② ③ ④ ⑤

6
STEAM수업은 학생들의 이공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기술교과를 통한 STEAM교육은 다른 
교과들에 비해 용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정

의

적

느

낌

8 STEAM교육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9 STEAM교육에 대해 호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STEAM교육 접근은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STEAM수업은 즐거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서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연계하여 가
르치는 것은 스트레스다.

① ② ③ ④ ⑤

13 STEAM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STEAM교육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행

동

적

성

향

15 STEAM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STEAM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7
기술수업에서 관련 교과의 내용을 연계
하여 가르칠 필요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STEAM수업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9
STEAM수업을 동료교사에게 권장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0
STEAM 교사연구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STEAM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되
면 관심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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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담당 수업을 잘하기 위하여 동료 교사들과 학생에 관한 정보나 교과 지식 및 

자료 등을 공유하는 것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각 사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

에 직접표기(V)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동료교사들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

생

정

보

1
수업 시 학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에 대한 문제나 정보에 대해 편
안하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좋은지 묻거나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을 담당하는 학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

과

지

식

5
교과와 관련되거나 연계된 내용이 있
으면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6
효과적인 수업 기법이나 매체에 대해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법에 대해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과지도에 대해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수업진도를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

수

자

료

10
교과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서
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서로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기자재를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수업과 관련된 기사나 도서 등을 공유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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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육적인 변화(교육과정, 교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반응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각 사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

호에 직접표기(V)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
육
과
정
변
화

1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
정에 대해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업무수
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 기술교과의  
수업 내용 및 방법을 바꾸고자 노력한
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학교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교
수
학
습
변
화

6
창의·융합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 미
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목적 및 
내용의 변화를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습자 중심, 개별화 학습 등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온라인 학습, 가상현실 등 교수학습 환
경의 변화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과정중심 평가, 수행평가 등 질적 평가 
중심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과 간 학습내용의 연계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변화를 주도
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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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경

험(수업지식, 수업능력)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각 사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표기(V)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

업

지

식

1
교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 교과연구회 등 모임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수업방법 및 매체 활용을 위해 
각종 연수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새로운 교육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인
터넷 자료나 전문서적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4
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 과
정을 이수했거나 이수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수

업

능

력

5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
하거나 적용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스스로 나의 수업을 분석하여 자기반
성, 발전의 자료로 삼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자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교내외 수업장학 활동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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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

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각 사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표기(V)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신

감

1
수업을 하면서도 늘 뭔가 부족함을 느
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적절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수업과 
관련된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개념을 활용하
여 수업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의 수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잘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범수업이 맡겨지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이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겟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환
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결

과

기

대

8
교사가 열심히 준비한 수업에는 학생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교사의 교수방
법에 따라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는 교사가 
수업실력에 의해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사의 특별한 지도로 흥미가 없는 학
생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사의 수업에 대한 노력으로 학생들
의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에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교사의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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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직접표기(V) 해주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만 (        ) 세

3. 총 교직경력은? (        ) 년 (        ) 개월

4. 최종학력은? 

① 4년제대졸(사범대 학과)   ② 4년제대졸(교직이수)   ③ 석사과정 수료 혹은 졸업   

④ 박사과정 수료 혹은 졸업, ⑤ 기타 (        ) 

5.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은?(복수응답 가능)

① 기술    ② 가정    ③기술·가정    ④ 기타 (        ) 

6.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은?

① 기술 분야만    ② 가정 분야만    ③ 기술·가정 모두

7. STEAM 교사연구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경험은?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 (        ) 

8.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경험은?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 (        )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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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 조사용 설문지

기술수업 담당교사의 STEAM교육에 대한 생각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지는 기술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STEAM교육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요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설문지는 총 6면이며, 설문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입니다.
여기서 STEAM교육이란 과학, 기술, 공학, 미술 및 수학 교과 중 둘 이상의 관련 내용을 서로 
연계하거나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문지의 응답요령은 각 문항 위에 제시된 안내문을 읽고, 현재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나
타낸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각 문항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
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설문지는 분석에 활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
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나 승 일
박사과정 김 영 흥

(연락처: 010-****-****)
※ 바쁘시겠지만, 응답하신 설문지는 동봉한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5월 20일까지 저에게       

도착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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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있는 문항은 STEAM교육의 개념, 목적, 효과 등 일반적인 설명이나 신념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 가질 수 있는 STEAM교육에 대한 느낌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STEAM교육의 실행이나 적용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술, 과학, 수학, 공학 및 미술 교과의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STEAM교육을 통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높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3) STEAM교육은 창의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STEAM교육은 문제해결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STEAM교육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STEAM교육은 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STEAM교육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STEAM교육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STEAM교육은 평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STEAM교육은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5) STEAM교육은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6) STEAM교육은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STEAM교육을 수업에 적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기술수업에서 타 교과의 내용을 연계하여 
가르치는 것에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STEAM교육 방법을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STEAM교육에 대한 자료나 내용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5) STEAM 교사연구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STEAM교육을 동료교사에게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Ⅰ. STEAM교육 태도

: STEAM교육에 대한 인지적 신념, 정의적 느낌 및 행동적 차원의 심리적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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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가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학생들에 관한 수업정보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평소에 선생님의 활동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가 수업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수업내용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평소에 선생님의 활동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가 수업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는 교수자료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평소에 선생님의 활동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수업 시 학생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에 참고할 학생들에 대한 문제나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대해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하는 학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타 교과와 관련되거나 연계된 교과지도내용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효과적인 교과지도방법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진도에 대해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수업 시 유용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나 평가지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새로운 기자재나 교구가 있으면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과 관련된 도서나 인터넷 자료 등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Ⅱ. 수업자원 협력

: 교사가 수업을 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동료교사들과 나누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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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있는 문항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바뀐 학교의 교육과정(학교교육계획)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에 있는 문항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바뀐 교수학습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문학적 소양을 비롯한 기초소양 함양 교육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 간 연계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유학기 운영을 통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변화에 따른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학교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참여형 수업방법을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 수업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방법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실물, 인터넷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학교교육변화 수용 

: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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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가 일반적으로 수업이론과 최신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가 실제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과에 대한 최신내용이나 핵심개념을 알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새로운 교수방법에 대해 알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평가 도구 및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습득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타 교과와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통합하여 
가르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사전지식, 오개념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과의 특정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습득하여 적용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수업전문성

: 교사의 수업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 및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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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있는 문항은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에 있는 문항은 교사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통해 갖게 되는 결과들에 대한 기대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직접 표기(V)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을 하면서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적절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수업과 관련된 개념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개념을 활용하여 수업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의 수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잘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범수업이 맡겨지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7) 수업할 때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가 열심히 준비한 수업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교사의 교수방법에 따라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는 교사의 수업실력에 
의해 좌우된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사의 특별한 지도로 흥미가 없는 학생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사의 수업에 대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교사의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 수업효능감

:교사가 수업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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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에 있는 문항은 선생님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오직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기본 문항입니다. 각 문항

에 대해 해당되는 번호에 직접표기(V) 해주거나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은?   만 (        ) 세

3. 총 교직경력은? (        ) 년 (        ) 개월

4. 최종학력은? 

① 4년제대졸(사범대 학과)    ② 4년제대졸(교직이수)   ③ 석사과정 수료 혹은 졸업

④ 박사과정 수료 혹은 졸업  ⑤ 기타 (        ) 

5.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은?(복수응답 가능)

① 기술    ② 가정    ③ 기술·가정    ④ 기타 (        ) 

6.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은?

① 기술 분야만    ② 가정 분야만    ③ 기술·가정 모두

7. STEAM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경험은?

① STEAM 교사연구회   ②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③ 기타 (            )    ④ 없음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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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technology teacher’s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instructional efficacy, and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in middle schools. Three detailed research objectives were established. First, 

it establishes a fitted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among the technology teacher’s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instructional efficacy, and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Second, it 

investigates the direct effects of technology teacher’s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and 

instructional efficacy on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Third, it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 of technology teacher’s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and instructional efficacy on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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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ple size was set to 650 teachers from about 3,500 technology teachers 

currently in middle school. The sampl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middle school, and was repeated in sampling units until the number of samples allocate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composition ratio of technology teachers by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was satisfied. 

The questionnaires used as a survey tool and it was composed questions of teac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easuring tools for observed variables according to 

latent variables of technology teacher’s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instructional efficacy,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As for the measurement tool of each observed variables, the 

measurement tool used in the preceding study was selected or a draft was made, and 

review content and face validity for experts and technology teachers,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confirmed throug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ased on a mail survey from May 11th to June 5th, 

2020, but with online survey for teachers who had difficulty sending mail. A total of 

409 copies were collected, but after data screening, a total of 283 copies of data 

except for 126 copies we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teacher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used in the analysis were confirmed to be similar 

to the known populatio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SPSS 23.0 program for reliability analysis of 

measurement tool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for each observed variable, 

multicollinearity diagnosis, and was conducted by Mplus 7 program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p-value was 0.05.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properly confirm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technology teacher’s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instructional 

efficacy, and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was confirmed as the fit of structural 

model was generally good.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technology teachers'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398) and instructional efficacy(=0.496) had a 

positively direct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Third, it was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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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cooperation of technology teacher’s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by mediating the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β=0.291) and instructional efficacy(β=0.133). And it was 

confirmed that instructional expertis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by mediating the instructional efficacy(β=0.304).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by mediating instructional expertise and instructional efficacy(β=0.282).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by mediating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and instructional efficacy(β=0.206).

The main sugg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technology teacher’s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identified through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model when selecting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and enhancing the attitudes of technology teachers in middle schools. 

Second, in order to enhance technology teacher’s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and th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instructional efficacy ar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and instructional expertise. Third, the variables including attitudes 

of STEAM education are all latent variables that cannot be directly measured, it will be 

applicable in the follow-up study because the setting of the observational variables has 

been confirmed to be generally valid. Fourth, it is necessary to elaborately approach 

the question statement and scale of the observed variable measurement tool for each 

latent variable of instructional resource collaboration and instructional expertise from 

the perspective of attitudes of STEAM education in the follow-up study.

                                  

Key Words: attitudes toward STEAM education, technology teachers in middle schools, 

instructional resources collaboration, school educational change receptivity, 

instructional expertise, instructional efficac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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