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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사의 배경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변인 및 상호

작용의 효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자료 중 3차년도의 교사, 

학생 및 학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교사 배경변인 중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

의 경력과 직위로 나타난 반면, 성별과 최종학력은 교사효능감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심리적 

변인에서는 동료교사와의 소통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행정업무부담과 교사갈등,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배경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 간의 상호작용 탐색 결과, 교사의 성별과 학

생의 학업성취도, 교사의 성별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교사의 경력과 행정업무부담, 교사의 경력과 학생의 자기효

능감, 교사의 직위와 교사갈등, 교사의 학력과 행정업무부담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중 학업성취

도, 자기효능감, 행정업무부담은 교사효능감과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교사 배경변인과 상호작용

하여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교사의 배경 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

의가 있다. 확인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효능감의 증진을 위한 교육현장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교사효능감, 교사 배경변인, 사회심리적 변인, 다층분석,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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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에서 성공 인 교육결과를 가져오는 데 가장 요한 요인  하나는 교사의 역할이

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학습 동기뿐만 아니라 인성, 가치 , 태도, 도덕성 등의 여러 정

의  특성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hton & Webb, 1986; Cooper, 1983; 

Furrer & Skinner, 2003). 이와 같은 교사 역할의 요성으로 인해 교사의 성공  수행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한 상당수의 연구가 수행되어왔고 특히 최근에는 교사의 심리  특

징  하나인 교사효능감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이혜란, 김아 , 차정은, 2011; 신종호, 

양일, 최효식, 2007; Kalssen & Chiu, 2010).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은 교사들이 교직 수행과 련한 자신의 능력에 하여 가지는 

믿음을 의미하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교사효능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포함한 교육결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Allinder, 1994; Ashton & Webb, 1986; Gibson & 

Dembo, 1984; Meijer & Foster, 1988).

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교직 업무( : 교과지도, 학생지도, 행정업무처리 등)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육환경과 교수방법 개선을 한 교사의 노력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하여 궁극 으로 학생 교육결과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여러 연구들

은 교사들이 가지는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는데 일반 으

로 교사효능감과 련된 변인들로는 크게 교사 개인의 배경변인과 교사를 둘러싼 환경변인에 

한 인식을 들 수 있다. 

구체 으로 교사의 배경변인으로는 주로 성별(Shahid & Thompson, 2001), 교사경력(Dembo 

& Gibson, 1985), 최종학력(Hoy & Woolfolk, 1993), 직 (박연경, 이성은, 2006)가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교사효능감과 련된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온 만큼 각각의 교사 배경변인이 

교사효능감과 갖는 련성에 해서는 일 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컨 , 교직경

력이 많을수록 교사효능감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 반면(Hoy & Woolfolk, 1993), 오히

려 교수경험이 증가할수록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한 믿음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존재한

다(Taylor & Tashakkori, 1995). 이러한 혼재된 양상은 교사의 배경변인이 교사효능감에 독립

으로 향을 미치기보다는 이외에도 교사와 련된 다른 외부  요인이 존재하여 이것이 함께 

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배경변인뿐만 아니라 사회심리  학교환경 변인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Hoy & Woolfolk, 1993). 사회심리  학교환경이란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계와 사회  활동에의 참여 속에서 개인이 지각하게 되는 심리  요인들을 말

하며, 동료교사와의 계(Raudenbush, Rowan & Cheong, 1992), 학교행정에 한 민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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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 & Esselman, 1992), 행정업무 부담(홍창남, 2006) 등에 한 개인의 심리  지각이 그 

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  동물로서 다른 사람과의 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과 특성을 악하려고 

하는 심리  경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은 교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심리  

환경요인들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를 들면, 교사가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을 교사 개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권  학교 환경으로 지각하는 경우 교사 자신

이 교과지도, 학생지도, 행정업무 등의 학교 직무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교사효능감을 

높게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험  연구에 의하면 교사를 둘러싼 교수환경은 교사효능감 수

의 상당부분을 설명하며, 특히 학교 문화에 한 교사의 지각에 따라 교수효능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eemer, 2004).

이러한 학교 문화에 한 교사의 지각 수 과 방향은 교사들이 동일한 학교 환경에 속해있더

라도 각 교사 개인의 배경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들은 교사효능감

이 개인의 성격  배경  특성 혹은 주어진 환경에 의하여 일방 으로 결정되는 변인이라기보

다는 상황 특수 으로 결정되는 변인으로 정의하고 있다(Bandura, 1977; Ashton, 1984; 

Tschannen-Moran, Woolfolk-Hoy, & Hoy, 1998). Tschannen-Moran 등(1998)의 연구에서는 교

사들이 모든 수업상황에서 동일한 수 의 효능감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에 주목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효능감을 단할 때에는 주어진 상황과 련하여 자신의 배경  특성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고 보고하 다. 즉, 교사 자신이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여러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악하기 해 교사 자신이 지닌 지식, 기술 등의 배경  특성을 

자신이 직면한 업무  교수 상황과 비교, 단하여 교사효능감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효능감이 상황 특수  결정인(situation specific determinant)이라고 보는 은 

교사효능감을 교사 개인 수 에서의 배경  특성에서 더 나아가 교사가 처한 맥락에서 함께 이

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직  등의 교사 배경변인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향력이 연구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이 복합 으로 교수효능감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교사 배경변인, 사회심리  변인 각각이 교사효능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데 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이 어

떻게 상호작용하여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경험과학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심리  변인들이 교사효능감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고 이 변인들과 교사 배경변인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8  아시아교육연구 12권 4호

1. 교사들의 개인 배경변인(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직 )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

회심리  변인(동료교사와의 소통, 의사결정 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생의 학업성

취도,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2. 교사들의 개인 배경변인(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직 )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

회심리  변인(동료교사와의 소통, 의사결정 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생의 학업성

취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작용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사효능감의 중요성

교사효능감은 교사들의 교과지도, 생활지도, 행정업무와 같은 교사의 역할 수행에서 보이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변인으로(Gibson & Dembo, 1984) 학생의 학업성취, 나아

가 학교 경험의 질  변화와 직 으로 연 된 요한 교육  구인이다(Rich, Lev. & Fisher, 

1996). 교사효능감이 학생  학교 체의 질  변화에 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먼 ,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의미 있고 요하다고 인식하며 

자신이 학생의 학업수행에 정 인 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Talyor & Tashakkori, 

1995). 이와 같이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해 높은 성취를 보이는 교사는 학생의 학습에 해 

높은 기 를 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교사 자신의 효과 인 교수와 노력을 통해 진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수행에 해 높은 책임의식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Dembo & 

Gibson, 1984). 

학생에 한 높은 기  설정과 이를 실 하기 한 교사의 교수 능력에 한 기  신념은 교

사의 조직 이고 계획 인 교수(Allinder, 1994), 학습자 심의 교수활동(Czerniak & Schriver, 

1994), 탐색 질문의 사용(Gibson & Dembo, 1984), 활동에 기반한 학습(Enochs, Scharmann & 

Riggs, 1995) 등과 같이 학생의 진보를 한 목표 달성 략, 노력과 같은 교사 역할의 행동 인 

측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동  노력은 결국 학생의 높은 성취수 을 측해 다.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정서 인 측면에서도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에 비해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학생들에 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학생들에게 정

인 향을 다(Ashton, 1984). Woolfolk 와 Hoy(1990)는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 지도  

통제에 한 교사의 근은 더욱 인간주의 이라고 하 으며 그럴수록 학생의 성취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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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짐을 확인하 다(Anderson, Greene & Loewen, 1988; Armor et al., 1976; Ashton & 

Webb, 1986; Ross, 1992). 

이처럼 교사효능감은 교사 자신의 역할 수행에 한 인지와 행동, 그리고 정서 인 차원과 

같은 여러 측면에 향을 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교육  성장에 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

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홍창남, 2006), 학생의 학업성취와 다양한 역에서 학생의 성취신념

을 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Pajares, 2002).

2.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교사의 개인  특성에 

한 배경변인과 교사가 소속된 학교 수 의 특성을 반 한 사회심리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는 것이 일반 이다.

1) 교사의 배경변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표 인 교사 수 의 배경변인으로

는 교사의 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그리고 직 가 있다.

우선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인 교사의 성별의 경우, 이것이 교사효능감에 미

치는 향에 해서 일 된 결론을 보이지 않고 있다. Edwards 등(1996b), Taylor와 

Tashakkori(1995)은 남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여교사의 교사효능감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

면, Shahid와 Thompson(2001)은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은 효능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을 남교사보다 더 효과 으로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다수 연구에서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비교  높은 교사효능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홍창남, 2006; 김아 , 김민정, 2002; 주동범, 임성택, 2002). 이 게 국내의 연구들이 

국외의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 하여 최동선(1996)은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

로 인해 남자가 여자보다 유능하다는 고정 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 는데, 이에 해

선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연구들에서는 교사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조은아, 2002).

두 번째로, 교직경력과 교사효능감의 계에 한 선행연구들 역시 상반된 결과를 많이 보이

고 있다. Dembo와 Gibson(1985)는 비교사들과 교직경력이 5-10년이 되는 교사들의 교사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로는 교직생활 경험이 쌓임에 따라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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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고 하 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교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교사

로서 학교나 학생들을 정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

이 원하는 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Taylor와 Tashakkori(1995), Edwards 등(1996b) 역시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 는데, 교직경

력이 오히려 교사효능감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김아 과 김민

정(2002), 박 성(1998), Hoy와 Woolfolk(1993), Rubeck와 Enochs(1991)는 교직 생활 경험이 많

아지면서 개인  교수효능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직경력이 긴 것은 곧 교수경험이 

상 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직 생활에 한 노하우(know-how)를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미옥, 2003).

최종학력의 경우, Hoy와 Woolfolk(1993)는 학력 수 이 교사효능감을 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Hoover-Dempsey, Bassler와 Brissie(1987)은 K-4 교사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효능감과 높은 학력 사이엔 작지만 정  상 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그러

나 Edwards 등(1996a)은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조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 간의 교사효능

감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김아 , 김민정, 2002)와 석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일

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홍창남, 2006).

마지막으로 교사의 직 와 교사효능감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는 소수이고 그 결과도 일

되지 않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직 를 크게 평교사와 보직교사로 나 어 살펴보고 있는데 

보직교사란 교감과 교사의 간 역할을 갖는 지 로서 학교의 교무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각 부서에서 리 직무를 맡고 있는 교사를 의미한다. 국내의 연구들은 평교사보다 보직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아 , 김민정, 2002; 황 오, 정철 , 1998). 박연경과 

이성은(2006)의 연구에서도 부장교사가 일반교사보다 높은 교사효능감을 보 는데, 교사효능감

의 하 역을 살펴보면 자기조 효능감 역에서만 부장교사가 높은 수 의 효능감을 보 으

며 자신감이나 높은 난이도 과제에 한 선호 수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편, 최재옥(2000)은 등교사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평교사가 부장교사보다 교사효능감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2) 교사의 사회심리  변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교 특성에 한 교사의 인식 수 에서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변인은 교사의 직무환경에 한 지각과 련된 변인과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동기와 같이 학생 수 에 한 지각과 련 있는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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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환경에 한 지각

직무환경에 한 지각은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지각하게 되는 학교 환경에 한 일반

인 인식으로 많은 선행연구는 직무환경에 한 지각에 동료교사와의 소통, 의사결정 참여, 행정

업무부담, 그리고 교사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동료교사와의 소통이라는 변인과 련하여 보았을 때, 교사들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교

수활동  교과과정 조정에 한 업하고 참여할 때 교사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skel, McDonald & Bloom, 1983; Moore & Esselman, 1992; Raudenbush, Rowan & 

Cheong, 1992; Rosenholtz, 1989). 즉, 교사들 사이의 효과 이고 빈번한 의사소통은 교사효능감

의 제고를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교수-학습방법과 교육 효과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Poole, 

1987; Poole & Okeafor, 1989). 이는 동료교사들 간의 의사소통과 동이 교수 략 등에 한 

찰학습과 사회  설득의 측면에서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Knoblauch & 

Hoy, 2007). 그러나 Smylie(1988)은 동료교사에게 다소 부정 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교사 간의 의사소통이 교사효능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다른 변인은 학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교사 참여이다

(Moore &  Esselman, 1994). Showers(1980)은 학교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일에 해 교사의 참

여 기회와 교사의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수 의 교사효능감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한 

Howat(1990), Grafton(1993)도 높은 효능감과 지각된 의사결정 참여 수 에는 한 련이 있

다고 보고하 으며, Raudenbush 등(1992), Bryk와 Driscoll(1988) 역시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가 많은 교사일수록 높은 교사효능감을 지닌다고 하 다. 반면에 의사결정 참여로 인한 효과에 

해 다소 회의 인 연구결과를 내놓은 연구자들도 있다. 즉, 의사결정 참여의 향력은 동료 

간 의사소통이나 교장의 지도성과 같은 다른 요소의 향력보다 작기 때문에 교사효능감의 향

상에 미미한 정도의 효과만 미칠 뿐이라는 것이다(Tayler & Tashakkori, 1995). 

한편, 행정업무 부담의 경우 교사의 과도한 업무는 스트 스를 유발하여 교사가 자신의 능력

을 낮게 지각하게 되고 결국 교사효능감에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Bandura, 

1982). 국내 연구에서도 주동범과 임성택(2002)은 교사에게 부과되는 업무 부담과 교사효능감은 

부 인 상 계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홍창남(2006)에 의하면 행정 업무가 수업에 방

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일수록 오히려 높은 교사효능감을 보 다. 이 이유에 해 홍창남(2006)의 

연구에서는 행정 업무와 수업 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을 고려해보았을 때 행정 

업무에 해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곧 수업 비를 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다. 즉,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수업을 잘하려는 욕구가 강할 것

이고 이러한 의지 때문에 행정 업무가 많은 상황에선 이러한 일처리에 해 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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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사갈등은 교사효능감에 부정 인 향을 다는 보고들이 일반 이다. 

Grafton(1987)는 교장과 교사의 역할갈등이나 폐쇄 인 의사소통은 낮은 교사효능감의 원인이

라고 하 다. 일반 으로 교사가 겪게 되는 학교에서의 갈등 상황은 교사효능감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Gibson & Dembo, 1984), 이것은 역할갈등이 교사에게 무력감이나 고립감을 야

기하게 되어 교사의 자아존 감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Ashton, 1984). 특히 Greenwood 

등(1990)에 의하면 동료교사와의 갈등 계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는 교사효능감과 높은 부  

상 을 보여 교직생활에서 경험하는 교사갈등은 교사효능감을 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 학생수 에 한 지각

많은 학자들이 교사효능감을 학생들의 수행에 향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정도

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Berman, McLaghlin, Bass, Pauly, & Zellman, 1977) 교사효능감은 학생

의 학업수행이나 학업동기와 한 련이 있다(Ashton, 1984; Gibson & Dembo, 1984; 

Tschanmmen-Moran, Woolfolk-Hoy, & Hoy, 1998). 교사효능감이 교사자신의 수행능력에 한 

믿음뿐 아니라 학생과의 계에서 교수-학습과 훈육에 한 확신을 포함한다고 볼 때(Ashton, 

1985) 학생이 학업에 해 갖고 있는 행동 , 심리  특성들은 교사의 지각된 교사효능감 수 에 

향을  수 있다. Tschanmmen-Moran 등(1998)은 교사효능감에 향을 주는 교수환경과 련

된 변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교사효능감에 한 통합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데, 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맥락  변인 에는 학생들의 능력과 동기도 요한 변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

사가 자신의 교수  지도능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책임감을 

가지는 데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과 같은 교수환경 인식에 향을 주는 학생 

련 변인들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이와 련하여 Ross(1992)는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낮은 성취집단을 가

르치는 교사들보다 교사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수 은 교사들로 하여  교사로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높은 교사효능감을 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이다. 이는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진 교사

의 학생들이 상 으로 낮은 교사효능감을 지닌 교사의 학생들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도 

반증될 수 있다. 실제로 Waston(1991)과 Moore & Esselman(1992)은 각각 읽기와 수학 수에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교사효능감은 교사 련 변인  학생의 성취도와 가장 일 성 있고 지속 으로 

향을 주고받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Ashton, 1984), 국내에서는 교사효능감과 학생들의 

학업성취와는 직 으로 유의미한 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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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은, 2003).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역시 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해주는 요소  하나이다. 학생이 자신

의 학습능력에 해 정 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교사 역시 학생의 성취에 해 높은 기 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교수에 한 확신이 증가할 가능

성이 있다(Ashton, Webb & Doda, 1983). 한 학생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수록 자발 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교사-학생과의 정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교사의 효능감 수 에 향을 주

게 된다. 이처럼 학생들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정  련이 있고 교사가 교수 

결과에 한 정 인 기 를 갖도록 함으로써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그리고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일방 인 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인 향력을 갖는 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은 학생

수 의 지각에 의해 향을 받기도 하고, 학생의 학업수행  동기 수 에 향을 주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학생 수 의 변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배경변인, 사회심리  변인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호 련성을 살펴보기 

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자료(이하 KELS;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urvey)를 사용하 다. KELS는 2005년 학교 1학교 6,908명의 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만 30세까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학업과 진로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년 

추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심리  요소들

이 교사효능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해 KELS 3차년도인 2007년 자료를 활용하

다. 2007년도 자료는 2005년도 이후 KELS 에서 교사를 상으로 하는 설문지가 포함된 가

장 최근 데이터이며, 특히 교사효능감과 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요한 변인들을 다루고 있다

는 에서 본 연구의 목 에 합하다고 단하 다. 본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결측치가 있는 

경우, 이를 완 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 으며, 최종 으로 체의 약 95%인 2514명(149

학교)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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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문항 수) 문항 내용 척도 설명 척도 변경 신뢰도

준거
변인

교사효능감(8)

교수학습효능감
학생문제 

파악/학업능력판단/수업방
식 조절/수업에 대한 학생 
관심 정도파악/학업흥미 

문제분석
생활지도효능감

문제행동 이유 분석/학생 
정보활동/지도 가능성 판단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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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교사 
배경
변인

성별(1) 성별 구분
1=남자 
2=여자

0=여자, 
1=남자로 변경

최종학력(1) 최종학력 구분
1=대학졸업 
2=석사졸업 
3=박사수료이상

0=대학졸업,
1=대학원졸업

으로 변경

전체경력(1) 전체 교직경력 년수

직위(1) 학교에서의 직위

1=보직교사(부장) 
2=평교사 
3=기간제 교사 
4=시간강사

0=평교사,
1=보직교사
(부장) 로 변경

2. 연구변인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종속변인인 교사효능감은 교사

로서 행해야 하는 요한 두 가지 종류의 교육활동을 모두 포함하기 해서 교사 설문의 교수학

습효능감 수와 생활지도효능감 수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따라 교사

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측한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선정한 결과, 교사 개인에 해당하는 1수  변

인으로는 교사 배경변인인 성별, 교사경력, 직 , 최종학력이, 학교 수 에 해당하는 2수  사회

심리  변인으로는 동료교사와의 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생 학업성취

도, 학생 자기효능감이 사용되었다. 이 때 교사 배경변인  최종학력과 직 의 경우 각각 학

졸업, 석사졸업, 박사수료 이상으로 구분된 척도를 학졸업, 학원졸업으로, 보직교사(부장), 

평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로 구분된 척도를 보직교사(부장)와 평교사(기간제 교사와 시간강

사 포함)로 척도를 변경하 다. 이는 최종학력에서 박사수료 이상(n=38)의 사례수와 직 에서 

기간제 교사(n=206), 시간강사(n=0) 사례수가 체 사례수에 비하여 매우 거나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 으로 더 의미 있다고 단되는 척도값에 포함하여 분석하 다. 

각각의 연구변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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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리
적변
인

동료교사와의
소통(5)

학생들의 학업문제/수업 
태도 및 행동/수업 
과제물의 내용 또는 

분량/출,결석 
상태/생활태도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 

(1=거의 없다 ↔ 
5=자주 있다)

.797

의사결정참여(5)

보직, 담임, 업무(사무) 
분장 등 담당 교사 결정 

사항/예산 관련 사항/규정 
및 규율 관련 

사항/교육계획, 학교 행사 
관련 사항/교내 장학 관련 

사항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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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행정업무부담(1)
행정업무가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정도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

(1=전혀 방해가 되 
   지  않는다 ↔ 
5=매우 방해가 된다)

교사갈등(3)

학교의 중요 의사 결정 
시, 교사들 간에 의견 

충돌/직위에 따른 
차별/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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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학생 
학업성취도(3)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 수준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합

학생 
자기효능감(15)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자기효능감 

수준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923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자료의 분석을 해 HLM 6.08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  선형 모형을 용하 다. 구체

으로 교사 배경변인이 1수  변인이 되며, 환경변인인 사회심리  변인이 2수  변인이 되는 구조

를 용하 다. 먼 , 교사효능감이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기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1에서는 편-결과 모형(Regression with Mean-as-Outcome)을 

용하여 교사효능감에 한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

다. 연구모형 2에서는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 간에 어떤 상호작용 패턴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 다. 측변인들은 모두 체 평균으로 심화

(centering)를 하 다. 연구에 사용된 모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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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모형

(1) 교사 수

        ∼
 

(2) 학교 수

        ∼

2) 연구모형1

(1) 교사 수

     성별   경력   직위   최종학력  

(2) 학교 수

     동료교사와의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3) 연구모형2

(1) 교사 수

     성별   경력   직위   최종학력  

(2) 학교 수

     동료교사와의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동료교사와의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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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준거변인>

교사효능감 2,514 3.75 0.44 2.13 5

<교사배경변인>

성별 2,514 0.33 0.47 0 1

교직 경력 2,514 13.95 9.12 0 40

직위 2,514 0.25 0.43 0 1

최종학력 2,514 0.32 0.47 0 1

<사회심리적변인>

동료교사와의소통 149 4.08 0.21 3.37 4.57

의사결정참여 149 3.38 0.35 2.52 4.47

     동료교사와의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동료교사와의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동료교사와의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 통계 값을 종속변인, 교사 배경변인, 그리고 사회심리  변인

으로 나 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 다(<표 2> 참조). 분석 상에 포함된 2,514명 교사들의 교사효

능감은 3.75로 나타나 교사들이 체 으로 자신의 교사효능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상자  여교사의 비율이 67% 고(남교사, 33%), 평균 교직경력은 13.95년이었다.

사회심리  변인에서는 교사들이 평균 으로 동료교사와의 소통과 의사결정참여 정도에서 

각각 4.08과 3.38로 비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행정업무부담도 4.13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교사갈등은 2.16으로 다른 사회심리  변인보다 낮게 보고하 다. 

한편, 학생과 련된 사회심리  변인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와 자기효능감이 각각 문항에서 

보고한 수의 총합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문항에 해 가장 높은 응답을 했을 경우에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300, 학생 자기효능감은 60이며, 본 연구에 사용된 각각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학업성취도 문항의 총합은 160.92, 자기효능감 문항의 총합은 38.2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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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부담 149 4.13 0.32 3.11 4.85

교사갈등 149 2.16 0.32 1.21 2.88

학생 학업성취도 149 160.92 27.79 102.65 249.41

학생 자기효능감 149 38.2 2.11 32.76 42.89

2.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의 주효과

기 모형 분석 결과(<표 3> 참조), 집단 내 상 (ICC: intra class correlation)이 약 2%로 나타

났다. 즉, 교사효능감의 학교 내 차이를 반 하는 분산은 0.188, 학교 간 차이를 반 하는 분산은 

0.004값을 보 다. 학교 간 차이를 통해 설명되는 교사효능감의 분산 비율은 약 2% 정도에 불과

하며, 98% 가량이 학교 내 분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이 투입된 연구모형1의 분석 결과, 교사의 배경변인  

경력, 직 가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경력과 교사효능감

은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교사보다는 부장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과 최종학력은 교사효능감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를 보이지 않았

다. 사회심리  변인 에는 동료교사와의소통, 의사결정참여만이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료교사와의 소통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교

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3.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추가 으로 교사의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기 해 설정한 

연구모형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4개의 상호작용 효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는 6개로 나타났다.

먼 , 교사 성별과 동료교사와의 소통, 의사결정참여, 행정업무부담, 교사갈등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학업성취도(t=2.45, p<.05), 자기효능감(t=-2.37, p<.05)과

는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회귀계수가 부 (-)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보다는 낮은 집단에서 남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여교사보다 높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생의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회귀계수가 정 (+)으로 나타났기 때

문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 남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여교사보다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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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모형 연구모형1 연구모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준거변인>

교사효능감 3.746** 0.010 3.743** 0.009 3.744** 0.009 

<배경변인>

성별(남자)     0.017  0.019 0.020 0.019 

경력 0.010** 0.001 0.010** 0.001 

직위(부장교사) 0.055* 0.023 0.058* 0.023 

최종학력(대학원) 0.033 0.017 0.029 0.016 

<사회심리적 변인>

동료교사와의소통 0.190** 0.052 0.197** 0.058 

의사결정참여 0.074* 0.031 0.074* 0.032 

행정업무부담 -0.029 0.032 -0.034 0.033 

교사갈등 0.001 0.038 0.001 0.038 

학생 학업성취도 0.000 0.000 0.000 0.000 

학생 자기효능감 0.001 0.005 -0.001 0.005 

<성별 상호작용>**

동료교사와의소통 -0.176 0.090 

의사결정참여 -0.047 0.068 

행정업무부담 0.007 0.060 

교사갈등 -0.075 0.069 

학생 학업성취도 -0.002* 0.001 

학생 자기효능감 0.025* 0.011 

<경력 상호작용>

교사 경력과 사회심리  변인 간에는 행정업무부담(t=2.42, p<.05)과 학생 자기효능감(t=-2.05, 

p<.05)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행정업무부담이 교사효능

감에 미치는 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회귀계수가 정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높은 교사경

력과 높은 행정업무부담이 교사효능감을 정 으로 측하는 반면, 교사경력이 낮은데 행정업무

부담이 높으면 교사효능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경력이 높을

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 이지만 학교 특성인 행정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학생 자기효능감의 경우 회귀계수가 부 (-)으로 나타

났기 때문에 학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높은 교사 경력은 교사효능감을 높게 측하고 있다.

교사 직 와 사회심리  변인 간에는 교사갈등에서만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t=-2.31, p<.05). 회귀계수가 부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사갈등을 낮게 인식할수록 높은 교

사 직 가 교사효능감을 정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 학력과 사회심리  변인 간에는 행정업무부담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

났는데(t=-2.03, p<.05), 회귀계수가 부 (-)으로 나타난 것은 행정업무부담을 낮게 인식할수록 교

사의 높은 학력 수 이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 배경변인  사회심리  변인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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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와의소통 0.005 0.006 

의사결정참여 0.001 0.003 

행정업무부담 0.007* 0.003 

교사갈등 0.004 0.004 

학생 학업성취도 -0.000 0.000 

학생 자기효능감 -0.001* 0.001 

<직위 상호작용>

동료교사와의소통 -0.086 0.100 

의사결정참여 0.042 0.079 

행정업무부담 -0.007 0.074 

교사갈등 -0.226* 0.098 

학생 학업성취도 0.000 0.001 

학생 자기효능감 0.014 0.011 

<학력 상호작용>

동료교사와의소통 0.055 0.085 

의사결정참여 -0.010 0.059 

행정업무부담 -0.124* 0.061 

교사갈등 0.047 0.072 

학생 학업성취도 0.001 0.001 

학생 자기효능감 -0.017 0.010 

<무선효과>

학교 간 변량 0.004 0.002 0.002 

학교 내 변량 0.188 0.177 0.176

χ 2 199.786 164.790 165.187

P-value 0.003 0.093 0.089

ICC 0.020 0.011 0.013

4. 모형의 설명력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교사효능감의 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해 

Raudenbush & Bryk(2002)가 제안한 설명량 공식을 활용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  교사수  변인이 갖는 설명력을 확인하기 해 언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 모형과 

교사수  변인만을 투입한 간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사수  분산(98%)의 5.9% 정도만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해 투입된 교사 변

인들 외에 추가 으로 의미 있는 변인들이 투입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 수  변인의 설명량을 확인하기 해 교사 수 의 독립변인만을 포함한 간모형에다 

학교 수 의 변인을 추가한 모형을 비교한 결과, 학교 수  변인은 33%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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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형별 분산 변화  각 수 별 변인의 설명량

기초 모형 중간 모형 연구 모형 각 수준별 변인의 설명량　　

교사 수준 0.188 0.177 0.176 0.059*

학교 수준 0.004 0.003 0.002  0.333**

 * (0.188-0.177)/0.188=0.059

** (0.003-0.002)/0.003=0.333

Ⅴ.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 은 교사들의 개인 배경 변인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심리  변인들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향과, 개인변인과 사회심리  변인간의 상호작용 양상  그 향을 확인하

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를 교사의 배경변인, 교사의 사회심리  변인, 그리고 교사의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교사효능감과 갖는 련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배경변인

먼 , 교사 배경변인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경력과 직 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경력이 길수록, 평교사보다는 보직교사가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경

력이 오래된 교사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은 교사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학

생들을 지도하 던 경험이 축 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교수 방법이나 교수 내용, 교수 환경

에 도 하게 될 때 과거의 유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지각

한다고 볼 수 있다(Ross, 1998). 한 보직교사가 평교사보다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지는 것은 김

아 과 김민정(2002), 황 오와 정철 (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보직교사일수록 경력

이 많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직교사로서의 직 를 소유하기까지, 그리고 직 의 소유 자

체가 교사로서 인정을 받는 하나의 성공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교사효능감에 정 인 향을 

다고 보인다. 한편, 교사 배경변인  성별과 최종학력은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배경변인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 설명은 개인 배경 변인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교사로서의 

경험 축 을 반 하는 변인은 교사효능감에 향을 주지만 변하지 않는 고정 인 개인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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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교사의 경력과 직 는 교사 생활에서

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반 되어 변화하는 변인으로 이러한 특성의 증가는 교사효능감을 증

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성별과 학력은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는 고정 인 변인이며, 교

사로서의 직 인 경험과는 다소 무 한 변인이기 때문에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두 번째 설명은 독립 으로는 교사효능감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않는 교사의 배경변인

이 교사의 사회심리  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칠 가능성과 연 되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여교사보다 높다고 보고한 결과(Edwards, 

Green, & Lyons, 1996a; Taylor & Tashakkori, 1995)와 남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여교사보다 낮다

고 보고한 결과(김아 , 김민정, 2002; 주동범, 임성택, 2002; 홍창남, 2006; Shahid & Thompson, 

2001)가 모두 존재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조은아, 

2002). 이와 같이 교사의 성별과 학력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하여 선행연구는 일 되

지 않은 결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변인이 독립 으로 교사효능감에 향을 주기보

다는 이들 변인들이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통합 으로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별과 최종학력이라는 배경변인과 교사의 다양한 사회심리  변인의 상

호작용이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 향을 확인하 다.

2.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사회심리적 변인

교사의 배경변인과 교사효능감과의 련성에 한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효능감

에 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 개인과 련된 특성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련된 변인도 요하게 작용한다. 인간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존재이기에 학교 환경에 한 교사들의 인식, 태도, 가치 역시 교사효능감

과 한 련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Hoy & Woolfolk, 1993). 따라서 교사는 그가 속

해 있는 학교의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수 이 결정될 수 있다

(Deemer, 2004). 

본 연구 결과에서는 동료교사와의 소통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교사효능

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교사와의 소통과 의사결정 참여 빈도는 교사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사 간 동은 교사효능감의 향상에 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Raudenbush, Rowan, & Cheong, 1992).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록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처하고 효과 인 교수능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커지기 때문이다(Henson, 2001). 이는 학교조직문화가 교사들의 다양하고 문 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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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수렴할 수 있는 풍토와 동료교사 간의 원만한 지원과 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성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심리 변인  행정업무부담과 교사갈등, 학생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은 교사효능

감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해서는 학교 간 차이에 의

해서 설명되는 교사효능감의 분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이러한 사회심리  변인의 

향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 이라고 보고한 결과를 통해(주동범, 임성택, 2002; 김아 , 

차정은, 2003) 이들 변인의 효과를 독립 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교사의 배경 변인과 함께 살펴보

는 것이 더 실제 일 수 있다는 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배경변인과 사회심리적 변인의 상호작용

다음으로 교사의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한 결과, 성별과 학

생의 학업성취도, 성별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경력과 행정업무부담, 경력과 학생 자기효능감, 직

와 교사갈등, 학력과 행정업무부담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  학업성취도, 자기효

능감, 행정업무부담은 교사효능감에 직 인 효과는 없었지만 교사 배경변인과 상호작용하여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의 성별이 사회심리  변인과 갖는 상호작용 효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소 혼

란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여교사보다는 남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 , 학

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가 남교사의 높은 교사효능감과 더 큰 련성을 갖는 이유에 해서는 

도  상황에 한 처 양식과 련하여 교사의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윤미

선, 1999; 서미옥, 2003). 즉,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에 해 좀 더 극

이고 능동 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업성 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도 으로 실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환경에 한 인식이 여교사

보다는 남교사에게 더 유연하고 도 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Grigorenko & Sternberg, 1995). 

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남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 다. 많은 선행연구는 교실환경에서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서로 

한 련을 갖고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 왔다(Ashton, Webb & Doda, 1983). 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교사의 효능감 사이에 정  상 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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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교사가 학생에 한 책임감 혹은 교사 자신의 수행능력에 한 믿음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교사의 경우 여교사에 비하여 학생의 높은 자기효능감이 교사효능감

에 보다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공의 경험을 귀인하는 방식에서의 성차

를 드러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남성들의 경우 성공의 경험을 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하는 반면 여성은 보다 겸손하게 반응하기에 동일한 성취를 했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보다 

높은 자기평가를 한다(Schunk & Pajares, 2001). 따라서 남교사의 경우는 여교사보다 학생의 성

공 경험이나 높은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성공  교수-학습의 결과라고 귀인하는 성향이 크기에 

교사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경력과 행정업무부담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행정업무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사 경력

이 교사효능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경력에 따른 자기 확신의 차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업무부담이 많은 환경에서 교사경력이 긴 교사들은 이 의 성

공경험에 비추어 상 으로 행정업무에 한 부담을 덜 느끼는 반면, 신임교사의 경우에는 교

수활동 자체도 도 인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업무가 가 될 때 성공 가능성에 한 안정 인 

기 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련해서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

록 높은 교사경력을 지닌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가 높은 경력을 갖고 있으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학생 집단에서도 교사효능감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경력

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련하여 다양한 교수경험을 겪게 되는 것과 련이 있다

(Ashton, Webb, & Doda, 1983). 즉, 교사들은 오랜 경력 동안 다양한 동기 수 을 가진 학생들

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이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인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단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Ashton, 1984). 따라

서 경력이 긴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부정 인 상황에서도 경력이 짧은 교사

에 비해 교사효능감 수 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갈등에 해서는 이를 낮게 지각할수록 직  수 이 교사효능감과 더 큰 련성이 있음

이 나타났다. 이는 교감과 교사들의 간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교사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보직교사의 직무의 특수성과 련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보직교사로서는 교사들 

사이의 갈등이 다고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 인 직무수행 결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한, 행정업무부담을 높게 인식할수록 학력 수 이 교사효능감과 더 큰 련성이 있음이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게 행정업무가 과 하게 주어질 때 교사는 교수자로서의 직무수행

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한다는 사실로부터 해석이 가능하다(주동범, 임성택, 2002). 교사의 가장 

근본 인 역할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이러한 교수자로서의 자신의 

문성이 최 로 발휘될 수 있을 때 교사효능감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교수 문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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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석박사 학 를 취득한 교사들이 행정업무부담이 낮을수록 교수자로서의 문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므로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설명으로는 

높은 학력을 가진 교사는 행정업무보다 교수에 더 많은 을 두기에 동일한 양의 행정업무라

도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교사로서 행해야 할 요한 교수활동이 방해받고 있다고 인지함으로

써 교사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

4.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의의는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교육 장에서 교

사 개인의 역할 수행과 련한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 경험 으로 확인했다는 이다. 

지 까지 교사효능감에 한 연구는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이 독립 으로 교사효능

감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배경변인

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심리  환경요인들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두 요인의 향을 통합 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요소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사 배경변인과 사회심리  변인 간의 상호작

용을 분석한 결과, 교사효능감은 단일 변인에 의해 독립 인 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  

측면과 환경  측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향을 받는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효능감은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행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

상을 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한 심리  변인이다(Rich, Lev, & Fischer, 1996). 따라서 교사

들이 지각하는 효능감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그 개인 , 사회  요인을 각각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이 두 요인의 하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는 것은 교사효능감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한 행정 , 교육  처치의 

효과를 더욱 높여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수 의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 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일치되지 않았던 교사효능감과 다양한 변인

간의 계에 하여 안  설명을 제안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사수  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이 설명하는 교사효능감 변량은 각각 5.9%와 33%로 나타나 

교사수  변인과 사회심리  변인 모두 교사효능감에 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LS 데이터의 주된 목 이 학생의 성장 과정을 종단 으

로 추  조사하는 것으로 교사와 련된 변인의 수집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인 외에 추가 으로 의미 있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사효능감을 측하는 사회심리  변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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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의 경우 해당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한 개밖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도 연구의 제한

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 종단  근을 통하여 교사 임용 후 

경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변화와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다면 교육 장에서 교사

들이 더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 인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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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s of Secondary Teachers' 

Background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on Teachers' 

Teacher-efficacy*

Lee, Hyunjoo**

Shin, Jongho***

Choi, Hyosik****

Lee, You-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eachers'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on teacher-efficacy and identify the interaction patterns with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This study used the 3rd year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KELS) data collect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Among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teachers' career and statu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 to teacher efficacy, whereas teachers'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showed no significant ones. In case of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communication among fellow teachers and participation in making decision processes 

predicted teacher efficacy, whereas pressure from administrative duties, conflicts among 

teacher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showed no significant predictions. 

Interaction effects were observed between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and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they included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gender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teachers' sex and students' self-efficacy, between teachers' 

career and pressure from administrative duties, between teachers' career and students' 

self-efficacy, between teachers' status and conflicts among teachers, and between teachers'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essure from administrative duties. Specifically, although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self-efficacy, pressure of administrative duties showed no 

significant direct predictive relations to teacher efficacy, these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indirect precdictive relations on teacher efficacy through interactions with teachers' background 

    * This study was written based on the presented contents in the 3th KELS(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Conference.

   ** Assistant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Korean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Behavioral Sciences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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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he results are helpful in developing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systems in order 

to enhance teacher efficacy.

Key words: teacher efficacy, teachers' background variables,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multi-level analysis, i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