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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교수-학습 국제 조사 TALIS 2013 설문에 응답한 국내 177개 중학교 교장과 교사 2933명의 

변수를 기계학습 기법인 elastic net으로 분석하며 교사효능감 관련 변수를 탐색하였다. 기계학습 기법 중 벌점회귀모

형인 elastic net은 변수 선택이 가능하며 다중공선성까지 고려한 기법으로, 대용량 사회과학 자료 분석에 적합하다. 

교장․교사 자료 병합, 불필요한 변수 삭제, 다분형 문항의 응답 범주 수정, K-NN 결측값 대체 등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최종 자료 372개의 설명 변수를 elastic net 모형에 100회 반복 시행하였다. 그 결과,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 등을 포함한 전문성 개발 영역의 변수 8개, 교직 만족 영역 변수 5개, 교사 협력 변수 3개, 교사-학생 

관계 변수 3개, 교사의 피드백 인식 변수 2개, 교사의 구성주의적 신념 변수 2개, 교사교육프로그램에서 받은 교과교

수법의 효과 변수 1개, 총 24개의 변수가 선택되었다. 멘토 역할 경험, 교과교수법, 전문성 개발 활동과 형태, 교직 

만족, 교사 협력, 구성주의적 신념, 교사-학생 관계는 선행 연구에서 다뤄졌던 변수들이고,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의 

자발성, 교사 피드백과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 변화 인식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변수들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 양성 기관의 구성주의적 지식관, 교과 교수법에 대한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자발

성을 전제로 한 교사협력과 전문성 개발 활동 지원, 교사와 학생의 건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직만족과 교사효능감

이 함께 신장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기계학습, elastic net, 벌점회귀모형, 교사효능감, 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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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필요성� 및� 목적

교직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정체성

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학생과 만나며, 학생이 배움을 통해 

세상과 맞닿게 하며, 새로운 세계에 발 디딜 수 있도록 이끈다. 이러한 교직의 특성인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위해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교사 연수, 세미나, 교사학습공동체 등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직 행위들을 반성하고 성찰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관하여 투입하는 노력에 비례하게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

을 교사 스스로 갖기는 매우 어렵다(Lortie, 2002). 교사가 하는 일의 성과는 쉽게 확인하기 힘들며 

또한 단기간에 드러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직사회에서는 교사들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산출하려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들은 교사들에

게 무력감을 안겨준다(전제상, 2010; 하봉운, 2005). 또한 교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

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급 전체, 학생 개개인, 학부모, 학교 

관리자, 동료 교사 등 수많은 관계들을 맺는다. 교사의 가르침이라는 행위에는 무수히 많은 관계들

이 얽혀 있으며, 이 관계 속에서 교사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함께 시시때때로 자신

의 역할이 바뀌어야 함을 경험하게 된다. 교직이 갖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Lortie, 2002).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단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나, 교육적 성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학생들

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가르치는 일의 이러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학

교 외부에서는 교사에게 더욱 많은 책무성과 역할을 부과한다. 

교사에게 주어지는 많은 책무와 교직의 불확실성은 교사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을 낮게 만든다(안도희, 김누리, 2014; 이현주 외, 

2011). 교사효능감은 교사 스스로가 갖는 기대와 신념이지만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따라 변

한다. 학교의 환경과 특성, 관리자의 리더십, 학생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교사효능감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연구들은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교사가 학교조직에 더 몰입하게 되어 학교조직의 효과성이 신장된

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Ashton & Webb, 1986; Caprara et al., 2006; Coladarci, 1992; Goddard, 

Hoy, & Hoy, 2000; Ware & Kitsantas, 2007; 강경석, 정남숙, 2007). 

교사효능감이 교사 스스로에 대한 정서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과도 관련 있는 요인

인 만큼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교사효능감 신장 

요인에 관한 연구와 교사효능감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

한 연구들은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요인들을 동시에 찾지 못한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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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요인들을 동시에 탐색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 

중 하나인 elastic net을 이용하여 OECD의 TALIS 2013 국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기계학습 기법

을 이용하여 대용량 자료의 수백 개 변수를 한 연구 모형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

거나 숨겨져 있던 데이터의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기존의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통계기법

에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 등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즉, TALIS 2013과 같은 대용량 자료를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찾지 못했던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새로운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Ⅱ.� 이론적�배경

1.� 교사효능감� 관련� 변수

교사효능감 관련 변수는 크게 교사 개인의 배경변수와 심리 변수, 학생 관련 변수, 학교 관련 변수

로 나눌 수 있다. 교사 개인의 배경변수로는 교사의 성별, 경력, 학력 등이 있다. 교사 성별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고(김아영, 김민정, 2002; 주동범, 

임성택, 2002; 홍창남, 2006; Klassen & Chiu, 2010), 교직 경력과 학력 변수의 경우,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아영, 김민정(2002), 이주희, 신상

명(2016), 이현주 외(2011)는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나 Hoy와 

Woolfolk(1993)의 연구 결과에서는 일반적 교사효능감이 교직 경력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Dembo와 Gibson(1984)은 예비교사들부터 교직경력이 5-10년이 되는 교사들까지는 교사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경력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학

력의 경우, 교사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었으나(김남

희, 2000; 김아영, 김민정, 2002; 홍창남, 2006) 교사의 최종 학력이 교사효능감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혼재되어있다(이주희, 신상명, 2016).

또한 교사 관련 변수 중 교사의 신념과 교직만족 또한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교직만족은 특히 교사효능감과 정적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변수이다(Cansoy et 

al., 2017; Caprara et al., 2006; Klassen & Chiu, 2010; Malinen & Savolainen, 2016;  김이경 

외, 2015; 박영신 외, 2009; 송종욱, 임성택, 2017; 이인회, 2010). 이주희, 신상명(2016)에 따르면, 

교사 신념의 역량 변수 중 학생 배려와 격려, 자부심과 긍지는 3․4순위로 교사효능감에 아주 큰 영향

력을 미쳤다. 즉, 학생의 배려와 격려를 많이 받거나 스스로 교직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

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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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학생 변수로는 학생의 학업 성취, 학생의 교사 만족, 학생이 인식하는 

학생-교사 관계들이 있다. 교사의 높은 교사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국외의 여러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다(Ashton & Webb, 1986; Caprara et al., 2006; Gibson & 

Dembo, 1984; Goddard, Hoy, & Hoy, 2000). 그러나 국내 연구 결과는 다른 양상을 띠는데, 김아

영, 차정은(2003)에 따르면, 교사효능감 수준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고, 또한 교사효능감과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은 교사효능감 수준에 따라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내외의 연구 결과가 다른 이유로는 우리

나라 교육환경에서 학생의 학업성취에 부모, 가정, 사교육 등 다른 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교사 만족과 학생-교사 관계 인식의 경우,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사 만족이 

높았으며, 교사에 대한 친밀함을 느끼고 있었다(김서현, 김이경, 2015; Davis, Hoy, & Summer, 

2017). Davis, Hoy, Summers(2017)는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교사의 학생들이 친밀함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적은 갈등을 보였다. 또한 교사의 일반적 교사효능감은 학생이 인식한 교사의 친

밀함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로 작용하였고, 개인적 교사효능감은 학생의 교사의존도를 감소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가 높아지

며 이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과 교육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관련 변수로는 학교장의 지도성 유형, 직무환경, 학교 풍토 등이 있다. 학교장의 지도성에 

따라 교사효능감에 다른 영향을 끼쳤는데 학교장 지도성 유형이 분산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진

정성 리더십인 경우,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강경석, 박찬, 2013; 강경석, 정남숙, 

2007; 김지현, 고장완, 2017). 학교장 지도성을 과업 중심 지도성과 인화 중심 지도성으로 나눈 경

우, 인화중심 지도성은 교사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업

지도성은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희, 박수정, 2008; 홍창남, 

2006). 교사의 직무환경과 학교 풍토도 교사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구체적으로 동료교사와

의 협력이 많을수록, 학교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증진되었다(권

순형, 김도기, 2014; 박연경, 이성은, 2006; 이현주 외, 2011; 홍창남, 2006).

2.� Elastic� net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로 만드는 회귀계수를 구하는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이 

가장 단순한 회귀모형 추정법이다. 그러나 최소제곱법으로 다수의 설명변수를 모형화하는 경우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설명변수 개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자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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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은 증가하나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력이 감소하게 되는 과적합(overfitting) 문제 또한 가능

하다. 통계학에서는 벌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 및 과적합 문제를 다루어 왔다. 벌점회귀

모형은 특히 변수가 많은 대용량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적용된다. 그간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group LASSO, elastic net과 같은 벌점회귀모형이 

K(C)YPS(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유진은, 2016; 유진은, 노민정, 2017),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유진은, 2017; Yoo, 2018), 

SELS(Seou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유진은, 노민정, 2018)와 같은 사회과학 대용량 자료 

분석에 최소제곱법 대신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벌점회귀모형 중 변수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다루는 elastic 

net을 이용하였다(Zou & Hastie, 2005). 벌점회귀모형은 손실함수에 벌점항을 추가하는 모형이다. 

즉, 벌점항을 통해 모수에 적절한 제약(regularization) 조건을 둠으로써 변수 계수가 축소되도록 하

는 방법이다. 특히 elastic net은 식 (1)과 같이 능형회귀(ridge)와 LASSO 벌점을 같이 씀으로써 변

수 선택 시 상관이 높은 변수들이 모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rg 
  



   
  




 

  




 식 (1)

식 (1) 우변의 전반부는 최소제곱법을 쓰는 손실함수(loss function)이다. 후반부는 벌점함수로, 

LASSO와 능형회귀의 제약식   노음(norm)과 관련된  
 를 모두 포함한다. 벌점함수 

부분의 조율모수 는 계수를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조율모수 

는 LASSO와 능형회귀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즉, 가 0에 근접하면 능형회귀에 가까워지고, 

가 1에 근접하면 LASSO에 가까워진다(Yoo, 2018). 능형회귀와 LASSO의 벌점함수를 모두 사용

하는 elastic net은 LASSO의 변수 선택 기능과 함께 LASSO에 없는, 상관이 높은 설명변수들이 모

두 선택될 수 있는 그룹화 효과(grouping effect)까지 갖고 있다(나종화, 2017).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TALIS 2013의 국내 자료로, TALIS(Teaching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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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urvey)는 OECD에서 200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학교 학습 환경 및 교사 근무 

환경에 초점을 둔 최초의 국제조사이다. 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TALIS 2013의 조사영역은 교사, 교장, 학교 배경 정보, 학교 리더십, 교사 피드백, 학교 

풍토, 교사 교육, 직무 만족, 교사 효능감, 교사 일반 사항, 교사 전문성 개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1) 변수 정리

최초의 자료는 모두 920개의 변수(교사 변수 527개, 교장 변수 393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 

2933명의 교사와 177명의 교장이 응답하였다. 다음 과정을 통해 변수를 정리하였다. 첫째, 교장이 

미응답이거나 반응 변수인 교사효능감 문항에 결측이 있는 개체와 ID, 가중치 등과 같이 분석에 불

필요하다고 판단된 변수를 삭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589명의 개체와 교사 변수 243개, 교장 

변수 263개의 총 506개의 변수가 남았다. 둘째, 응답 값이 모두 동일한 변수를 삭제하였다. 교장 

변수 중 가르치는 학교급(TC2G13C1), 교사의 봉급인상을 결정하는 업무 책임자가 학교 운영위원

회인지 여부(TC2G18D4), 학교 운영위원회 존재 여부(TC2G23), 학부모회의 실시 여부

(TC2G25D), 교장의 교실 수업 참관을 통한 교사 평가 여부(TC2G28A6)가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식별되어 삭제되었다. 삭제 후 남은 변수는 교사 변수 243개, 교장 변수 258개로 총 501개였다.

2) 결측치 처리

TALIS 2013 자료의 결측치는 발생 원인에 따라 ‘응답이 빠졌거나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설문지

가 공백으로 반환되었거나 반납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국가 별로 정책상 질문을 제거하였거나 

기밀 유지 조치를 위한 경우’, ‘설문조사가 끝날 부분에 흥미나 시간 부족의 문제로 응답을 못한 경

우’로 코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결측치를 다르게 취급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

으로 판단하여 세 가지 결측치를 동일하게 ‘NA’로 코딩하였으며, 응답자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문항은 모형의 연산 값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0’으로 코딩하였다. 

이후 결측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변수를 삭제하였다. 교사 자료에서는 결측치가 전체 사례 수의 

5% 이상인 변수 15개를 삭제하였다. 교장 자료의 경우 한 사례가 다수의 교사에게 동일하게 매칭되

므로 자료를 병합하면 결측치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장 자료의 결측 

허용치를 3%로 설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변수 101개를 삭제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변수는 

372개였으며, 사례 수는 2,589명이었다.

대부분의 통계분석에서는 변수정리 후, 결측값을 포함하는 개체를 완전히 제거(listwise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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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 이 방법은 결측값이 원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결측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표본의 수를 크게 줄이고, 중요한 정보를 

없애 모형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나종화, 2017). 본 연구의 경우 결측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변수들을 삭제했음에도 완전제거 후 개체 수는 1,423명(55%)에 불과했다. 따라서 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한 K-NN 대체법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였다. K-NN 대체는 예측하고자 하

는 데이터에서 각 관측값의 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은 후, k개의 관측값을 

사용하여 결측값을 대체할 값을 추정한다. 결측값과 유사한 k개의 관측값에서 대체할 값을 찾기 때

문에 분산이나 편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Jönsson & Wohlin, 2014), 결측이 있는 자료에 대

해 예측 모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Acuna & Rodriguez, 2004). K-NN 대체에서의 

k 값은 일반적으로 완전 관측 사례의 제곱근을 이용한다(유진은, 노민정, 2018). 본 연구에서는 완전 

관측 사례인 1,423명의 제곱근인 38을 k값으로 이용하였다. 

3)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

본 연구의 반응변수는 교사가 응답한 ‘교사효능감 정도(TT2G34A∼TT2G34L)’로, 교사가 학생

들을 가르치면서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교사가 응답한 것이다. 각 

문항은 ‘할 수 없음(1)’, ‘조금 할 수 있음(2)’, ‘꽤 잘할 수 있음(3)’, ‘매우 잘 할 수 있음(4)‘의 리커트

식 4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개 문항의 총합 평균을 반응 변수로 사용하였으

며, 최소값 1점, 최대값 4점, 중간값 2.917점, 평균 2.890점이었다.

변수 정리 및 결측치 처리 후 남은 반응변수 외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연속형 설명

변수는 분석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범주형 설명변수는 문항의 응답범주를 조정을 하였다. 이분형 

범주형 변수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1’과 ‘2’로 응답되어있던 것을 ‘1’과 ‘0’으로 더미코딩하여 변환

하였다. 다분형 범주형 변수는 재구성하여도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1’

과 ‘0’으로 범주를 조정해 더미코딩하였다. 최종 분석 자료는 2,589명에 대한 372개 설명변수(교사 

변수 216개, 교장변수 156개)와 1개의 반응변수로 정리되었다. 

2.� 분석� 방법

Elastic net 모형을 적합할 때 벌점 크기를 조절하는 조율모수(tuning parameter) 를 어떤 값으

로 선택하는지가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Yoo, 2018). 조율모수 는 계수를 얼마

나 축소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가 0일 때는 최소제곱법의 결과와 동일하고, 가 커질수록 회귀계

수는 더 작은 값으로 축소(shrinkage) 추정된다. 조율모수 값을 선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k-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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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 (k-fold cross-validation)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데이터셋으로 모형을 구축할 때, 이

탈도(deviance)를 기준으로 CV를 수행하고 1-표준오차 법칙(one-standard error rule)을 이용하여 

모형 적합도가 가장 좋은 모형 중, 가장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였다(Hastie et al., 2009). 

그런데 CV는 무작위로 나뉜 데이터 분할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나뉜 데이터 분할에 따라 얻는 

조율모수 값도 달라질 수 있으며, 조율모수 값이 달라지면 최종적으로 모형에서 선택되는 변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정 분할에 따른 특정 조율모수 값으로 인한 편향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Shevade와 Keerthi(2003)이 제안한 relevance count를 모형 적합에서 시행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 과정을 100회 반복하여 각각의 모형 적합마다 데이터를 다시 무작위로 나눈 

후 그에 따른 교차 타당화를 수행하고 평균제곱오차 값을 계산하여 모형을 평가하였다. 100회의 모

형 적합을 반복하여 모형에서 50회 이상 반복적으로 선택된 변수들을 최종 변수로 선택하였다. 변수 

정리 및 결측치 처리에 R의 {car}, {VIM}, {DMwR} 패키지를, 벌점회귀모형 구축에는 R의 

{glmnet}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Elastic� net� 벌점� 회귀� 모형� 구축

원자료를 7:3 비율로 훈련 자료(training data)와 시험 자료(test data)로 분할하고, 훈련 자료를 

이용하여 벌점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0.1부터 0.9까지 0.2씩 α를 증가시킨 후, 각 α에 따른 평균

제곱오차(MSE)값과 모형 해석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최종 α값을 0.5로 결정하였다. 각 α에 따라 

모형 적합을 100회 실시한 MSE와 lambda 값, 선택된 변수 개수는 <표 1>과 같다.

α 0.1 0.3 0.5 0.7 0.9

MSE 평균
(표준편차)

0.2162
(0.0044)

0.2163
(0.0044)

0.2163
(0.0046)

0.2164
(0.0047)

0.2165
(0.0047)

lambda 평균
(표준편차)

0.2960
(0.0506)

0.1149
(0.0209)

0.0712
(0.0130)

0.0518
(0.0100)

0.0408
(0.0078)

선택된 변수 개수(최대) 49 51 48 45 44

선택된 변수 개수(최소) 20 21 18 16 15

<표� 1>� α의�변화에�따른�MSE와� lambda,� 선택된�변수�개수

모형 구축 후, 이탈도(deviance)를 기준으로 10-fold CV (cross-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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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성(model parsimony)을 위해 CV 오차가 1-표준오차일 때의 벌점 모수값을 선택하여 최종 모

형을 구축하였고, 벌점회귀모형의 데이터 분할에 의한 편향을 피하기 위해 모형 적합과 CV를 100회 

반복 실시하고 relevance count를 구하였다. 

최소 Q1 중앙값 Q3 최대 평균 (표준편차)

선택된 
변수 수

18 23 26 32 48 27.89 (6.92)

<표� 2>�모형�적합� 100회�반복�후�선택된�변수�개수들의�분포

<표 2>는 모형 적합과 CV를 100회 반복하여 실시한 후 선택된 변수 개수들의 분포이다. 100회 

반복 실시 중 변수들이 가장 적게 선택된 경우는 18개였으며, 가장 많이 선택된 경우는 48개, 중앙

값은 26개, 평균은 27.89개였다. <표 3>은 100회의 모형 적합 중에서 선택된 변수들이 반복 포함된 

횟수를 나타낸다. 100회 모두 포함된 변수는 8개, 95회 이상 포함된 변수는 12개, 50회 이상 포함된 

변수는 24개, 10회 이상 포함된 변수는 50개, 1회 이상 포함된 변수는 71개이다. 변수 개수들의 분

포와 반복 포함된 횟수를 고려하여 중앙값 26개, 평균 27.89에 가까운 50회 이상 반복 포함된 변수 

24개를 최종 변수로 선택하였다.

반복 포함된 횟수 ≥1 ≥10 ≥50 ≥95 ≥100

선택된 변수 수 71 50 24 12 8

<표� 3>�모형�적합� 100회�중�선택된�변수의�반복�포함�횟수

2.� Elastic� net� 벌점� 회귀� 모형� 분석� 결과

총 372개의 교사·교장 변수 중, 이탈도(deviance)를 기준으로 elastic net 모형에 100번 적합한 결

과 50번 이상 모형에 포함된 교사효능감 관련 변수는 24개였다. 선택된 변수들은 모두 교사변수였

으며, TALIS 2013의 조사 영역에 따라 전문성 개발과 교사 교육, 교사-학생 관계, 교사 신념, 교직 

만족, 교사 협력, 교사 피드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변수의 포함 횟수, 변수명, 설명 및 범주, 회귀 

계수의 평균과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를 TALIS 설문 순서로 <표 4>에 제시하였다. 



158�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1호

변수(영역) 변수 설명 범주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횟수

TT2G13B
(배경정보)

교사교육프로그램 내에 교과 
교수법의 효과

A
0.0398

(0.0081)  
0.0210 0.0672 100

TT2G20B
(전문성 개발)

멘토링-나는 한 명 이상의 교
사에게 멘토의 역할을 한다.

1(예), 
0(아니오)

0.0831
(0.0141) 

0.0511  0.1334  100

TT2G21H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 주제-관심 주제에 
대한 개인/공동 연구

0.0124
(0.0088)  

0.0010 0.0346 61

TT2G21G
(전문성 개발)

참여활동-전문성 개발 목적 
교사모임

0.0093
(0.006)  

0.0001 0.0274 59

TT2G22H2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의 긍정적 변화-개
별 학습에 대한 접근

B

0.0047
(0.0030)  

0.0001 0.0155 83

TT2G22I2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의 긍정적 변화-관
심 학생 지도

0.0030
(0.0023)  

0.0002 0.0098 62

TT2G22K2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의 긍정적 변화-통
합교과 기술

0.0030
(0.0024  

0.0000 0.0116 52

TT2G22L2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의 긍정적 변화- 미
래 업무 및 미래 연구에 필요
한 통합 직무 능력 개발

0.0086
(0.0040)

0.0007 0.0166 97

TT2G25B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의 해당 활동 포함 
여부-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C
0.0071

(0.0046)  
0.0002 0.0203 62

TT2G30H
(교사피드백)

피드백 후 긍정  변화-학급운
영능력

D

0.0201
(0.0086)  

0.0012 0.0384 100

TT2G30L
(교사피드백)

피드백 후 긍정 변화-학생 학
습능력향상을 위한 성취도 평
가 실행

0.0149
(0.0077)  

0.0005 0.0369 99

TT2G32A
(교사신념)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
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다.

E

0.0279
(0.0112)  

0.0038 0.0557 99

TT2G32C
(교사신념)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
을 교사가 제시해주기 전에 
학생들 스스로 해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0576
(0.0147)  

0.0236 0.0979 100

TT2G33E
(교사협력)

특정 학생들의 학습 발전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기

F

0.0056
(0.0040)  

0.0001 0.0153 80

TT2G33F
(교사협력)

동료 교사들과 학생 학습 향
상 정도 평가를 위한 공통 평
가 기준 세우기

0.0073
(0.0046)  

0.0000 0.0206 78

TT2G33H
(교사협력)

협력적 전문 학습 활동 참여
0.0213

(0.0054)  
0.0028 0.0348 100

<표� 4>� 50번�이상�모형에�포함된�설명변수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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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개발 영역 중 본 연구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는 한 명 이상의 교사에게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TT2G20B), 전문성 개발을 위해 참여한 활동 주제가 관심 주제에 대한 개인/공

동 연구(TT2G21H)와 전문성 개발을 목적한 교사 모임(TT2G21G)인 경우, 참여한 활동이 적극적

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단지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닌)를 많이 포함했을수록(TT2G25B), 

참여한 활동이 미래 업무 및 미래 연구에 필요한 통합 직무 능력 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

(TT2G22L2), 개별 학습에 대한 접근 방법(TT2G22H2), 관심 학생 지도 방법(TT2G22I2), 통합교

과기술(TT2G22K2)에서 긍정적 변화를 많이 가져왔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 배경 정보 영역에서 교사가 받았던 교사교육프로그램 내에서 교과 교수법의 효과가 교사효능감

과 관련 있는 변수로 선택되었다. 교사가 참여한 교사교육프로그램에서 받은 교과 교수법이 교직업

무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되었을수록(TT2G13B)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생 관계의 네 개의 문항 중 세 문항이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이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잘 지내는 편이다(TT2G45A).’, ‘이 학교 교사들의 대부분은 학생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TT2G45C).’, ‘이 학교는 출신 학생이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기꺼

이 제공해준다(TT2G45D).’에 동의할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T2G45A
(교사-학생 관계)

이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잘 지내는 편이다.

E

0.0648
(0.0139)  

0.0342 0.0995 100

TT2G45C
(교사-학생 관계)

이 학교 교사들의 대부분은 
학생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0.0288
(0.0131)  

0.0023 0.0628 97

TT2G45D
(교사-학생 관계)

이 학교는 출신 학생이 추가
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기꺼이 제공해준다.

0.01350
(0.0087)  

0.0007 0.0359 89

TT2G46A
(교직만족)

직업 만족-이 직업은 단점보
다 장점이 훨씬 많다.

0.0155
(0.0104)  

0.0001 0.0439 76

TT2G46B
(교직만족)

직업 만족-다시 선택할 수 있
다해도 교사라는 직업을 택할 
것이다.

0.0134
(0.0082)  

0.0002 0.0456 92

TT2G46D
(교직만족)

직업 만족-교사가 되기로 결
심했던 것이 후회된다.

-0.0149
(0.0084)  

-0.0383 -0.0002 79

TT2G46I
(교직만족)

현재 직무 환경 만족-이 학교
에서의 나의 업무 결과에 만
족한다.

0.0287
(0.0108)  

0.0004 0.0526 100

TT2G46J
(교직만족)

현재 직무 환경 만족-대체로 
내 직업에 만족한다.

0.0362
(0.0137)  

0.0006 0.0698 100

A : Likert - 1(전혀 도움 안됨), 2(약간 도움이 됨), 3(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음), 4(매우 도움 됨)
B : Likert – 1(없음), 2(적음), 3(보통), 4(많음)
C : Likert - 1(어떤 활동도 포함되지 않음), 2(몇 활동에 포함됨), 3(대부분의 활동에 포함됨), 4(모든  활동에 포함)
D : Likert - 1(긍정적 변화 없음), 2(조금 변화됨), 3(어느 정도 변화됨), 4(매우 변화됨)
E : Likert - 1(매우 동의하지 않음), 2(동의하지 않음), 3(동의함), 4(매우 동의함)
F : Likert - 1(전혀 없음), 2(1년에 1회 이하), 3(1년에 2-4회), 4(1년에 5-10회), 5(한 달에 1-3회), 6(한 주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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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학습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신념에 관해서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다고 나타난 문항은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교사가 제시해주기 전에 학생들 스스로 해답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TT2G32C).’,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TT2G32A).’로, 이 문항들에 대해 동의할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은 교사

들의 구성주의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주의적 신념을 가진 교사가 교사효능감이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직 만족 영역에서 대체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할수록(TT2G46J), 근무 학교에서의 자신의 업무 

결과에 만족할수록(TT2G46I), 직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해도 교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에 동의

할수록(TT2G46B),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수록(TT2G46D), 교직이 단점보다

는 장점이 훨씬 많다는 의견에 동의할수록(TT2G46A)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협력 또한 교사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강

호수 외, 2016; 권순형, 김도기, 2014; 박정주, 2011; 박주호 외, 2015)와도 동일한 결과로, 협력적 

전문 학습 활동에 참여할수록(TT2G33H), 특정 학생들의 학습 발전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수록

(TT2G33E), 동료 교사들과 학생의 학습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공통의 평가 기준을 세울수록

(TT2G33F)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2013 조사의 교사 피드백이란 교사 직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상호작용(예. 수업 시

찰, 교과과정이나 시험 결과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수에 제공되는 모든 것을 말하며, 

공식적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제공되는 모든 피드백을 포함한다. 교사 변수 중, 이 학교에서 

받은 피드백을 고려했을 때 학급운영능력(TT2G30H), 학생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성취도 평가 실행

(TT2G30L)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같은 공식적 평가 제도가 교사효능감이나 평가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관련

이 없다는 연구 결과(박진옥 외, 2016)와 공식적 평가 제도가 아닌 일상적인 교사 피드백을 통해서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고 연구한 연구(강숙희, 2010; 윤관기, 2015)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본 모형

에서는 공식적 평가 제도와 비공식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평가를 교사 피드백으로 다루고 있으므

로, 좀 더 깊이 교사 피드백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Ⅴ.� 논의�및� 결론

1.� Elastic� net�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

본 연구는 TALIS 2013이 제공하는 900여개의 교사, 교장 변수를 기계학습 기법인 elastic net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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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다. 자료 정리 후 남은 372개의 교사, 교장 변수 중 약 6.45%인 24개의 변수가 교사효능

감 예측 변수로 elastic net 모형에서 선택되었다. 24개의 변수 중 다수는 선행연구에서 교사효능감 

관련 변수로 연구되어 온 것이나,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새로운 변수 또한 찾을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변수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새롭게 발견된 변수에 대해 

논의하였다. 

1) 기존에 연구된 변수

기존에 연구된 변수 중 본 연구 모형에서 선택된 변수는 교사의 멘토 역할 경험, 교과교수법, 전문

성 개발 활동 참여, 교직 만족, 교사협력, 교사의 구성주의적 신념, 교사-학생 관계이다. 교사의 멘토 

역할 경험은 24개의 변수 중 100회의 모형 시행에서 모두 포함된 변수이며, 변수의 계수 평균값도 

가장 커 본 모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멘토는 자신의 업무 경험 및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멘티에게 전해줌으로써 자신의 경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멘토링을 통해 

멘티가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될 경우, 멘토는 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 재능을 인정받는 계기를 

갖게 되고, 멘토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Epstein & Willhite, 2017; 

Kram, 1985; Yost, 2002). 교사멘토링은 멘티 교사의 전문성 개발뿐만 아니라 멘토 교사의 교사효

능감 신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규 교사 교육 프로그램 중 교과교수법이 교직업무 수행에 도움 되었다고 인식할수록 교사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혜, 2005; Abbitt, 2011; Swackhamer et al., 2009). 이 변수는 24

개의 변수 중 교사의 멘토 역할 경험과 함께 100회의 모형 시행에 모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의 교

사양성기관의 정규 교사 교육 프로그램(교육과정)은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일반교육학, 교육실습 

과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과목 중 교과교육학의 교과 교수법 관련 내용만이 교사효능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결과는 교사들의 교과 내용지식보다 그 내용지식을 학생들에게 얼마

나 잘 전달하느냐가 교사전문성의 기준이 되고, 이로 인해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성혜(2005)에 따르면 개인적 과학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일수록 높은 과학교과교육학 

지식을 갖고 있었다. 즉, 교사가 정규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 교수법에 관한 도

움을 많이 받았을 경우, 이러한 경험은 교사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될 수 있는 발로가 되며, 교사전문

성을 갖춤으로써 교사는 스스로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교직 만족은 기존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의 강력한 예측 변수로 작용하기로 했으며, 교사효능감에 

큰 영향을 받는 요인이기도 했다(박영신 외, 2009; 이인회, 2010; 홍창남, 2006; Caprara et al., 

2006; Klassen & Chiu, 2010). 김아영(2012)은 이러한 교사효능감과 교직 만족의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설명했다. 교사효능감이 높아서 교직 만족이 높을 수도 있고, 교직 만족이 높아서 교사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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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직만족을 높이는 요인들까

지 고려하여 교사효능감과 교직 만족이 함께 신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협력 또한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호수 외, 2016; 권순형, 

김도기, 2014; 강호수 외 2016; 이현주 외, 2011).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협력의 가치를 기반으

로 교사학습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교사협력 활동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협력은 교사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고 소통을 촉진시켜 교사들의 변화의 속도를 높여주고, 서로

의 지식과 경험, 기술의 상호 교환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또한 교사가 구성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교사의 구성주의적 신

념과 교사효능감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도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다(전수빈, 안홍선, 2015; 정숙경, 

황미경, 2009; 지성애, 김치곤, 2011). 구성주의적 신념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의 능동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향한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질문을 존중하고 학생들

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수 전략을 사용한다(이지혜, 이재신, 2015; 한기순, 

공영재, 2011).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변화와 성취감이 교사효능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사-학생 관계 측정 문항은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학교에서 학

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측정한 문항이다. 학교가 배려적 교육풍토를 지니고 있을수록 교사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생의 긍정적 관계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과 학업 성취에 정적

인 영향을 주며, 교사의 교사효능감 신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종백, 김남희, 2014; 김현주, 

2015; 이숙정, 2010; 이전이, 김용한, 2015; Collier, 2005; Split, Koomen, & Thijs. 2011). 

Lortie(2002)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직 생활에서 봉급, 승진, 특권이 아닌 학생과 수업이 주는 정신

적 보상(psychic rewards)을 통해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다. 정신적 보상이란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갖게 되는 즐거움과 만족감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경험은 학생,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

서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이는 긍정적인 교사

효능감의 신장으로 이어진다.

2) 새롭게 발견한 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사 영역 내의 각 문항을 단일한 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하여 전문성 개발 영역과 

교사 피드백 영역에서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새로운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문성 개발 활

동 참여는 기존 연구를 통해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대표적인 변수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

는 교사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남기태, 2017; 홍창남, 2006; 황흠 외, 2016; Borman & 

Rachuba, 1999; Cantrell & Hughes, 2008; Ross & Bruce,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에 추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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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전문성 개발 활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전문

성 개발 활동의 특징은 교사가 직접 교사모임을 형성하거나 교사 개인이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

에 대해 연구하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사의 적극적인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문

성 개발 활동의 형태를 측정하는 본 연구의 문항에서 다른 변수가 공식적인 학교 계획에 따른 멘토

링, 동료관찰, 지도와 자격훈련 프로그램인 것을 보면 이러한 적극적인 자발성이 교사효능감과 더 

큰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전문성 개발의 형태와 활동은 일반적으로 교사가 혼자서 공부

하거나 외부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연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외부에 의한 전통적인 교사 

연수는 유동적인 학교 교실 상황과 수업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교사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었다(서경혜, 2009). 교사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고

민할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가질 때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과 교사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인식했을수

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다고 나

타난 전문성 개발 영역의 8개 변수 중 4개의 변수가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 활동 후 긍정적 변화 

인식 변수였다. 교사 피드백 영역에서는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2개의 변수 모두 교사 피드백 통한 

교사의 긍정적 변화 인식 변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전문성 개발 활동의 종류, 교사 피드백 

제공자나 피드백 영역보다 교사 스스로가 전문성 개발 활동 내용과 피드백을 잘 수용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느낄 때 그것이 교사효능감의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피드백의 평가자 신뢰도와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교사의 피드백 수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드백 수용도가 피드백 결과 만족도와 교사자기개발동기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

었다(고수일, 고은정, 2004; 이용웅, 이윤식, 2013). 즉, 피드백이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평가자

가 심리적으로 피드백을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가 전문성 개발 활동의 

내용이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

었다면 그것이 전문성 개발 활동과 피드백 결과에 대한 만족과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동기로, 

궁극적으로 교사효능감의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사에게 변화를 통한 긍정적 

정서경험은 교직만족과 교사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손강숙, 정소미, 2016). 교사효능감 신

장을 위해 교사에게 긍정적 변화와 정서경험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TALIS 2013의 920개의 교사, 교장 변수에서 시작하며 372여개의 변수를 한 모형에 

모두 투입하여 교사효능감 관련 변수를 탐색한 분석한 최초의 연구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선택된 

24개의 변수들은 모두 교사 변수였다. 선택된 변수가 모두 교사 변수라는 점이 결국 교사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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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성이나 자발적 노력으로만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선택된 교사 피드백, 교사 협력, 교사 전문성 개발 등의 변수들은 결국 학교와 교육 기관들

이 여러 조건과 제반 사항들을 구축해줄 때 더욱 쉽게 신장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사효능감 신장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구성주의적 신념과 교과 교수법에 대해 심도 깊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성주의적 신념은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지식관이지만 

이러한 지식관과 교육철학은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성될 수 있다. 초임 

교사들의 교육적 신념은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교사 양성과정을 마

친 후에도 처음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Feimer-Nemser & 

Buchmann, 1986). 즉, 교사로 임용되어 학교 현장에서 알게 되는 교육 신념이나 정책에 자신을 변

화시키기 보다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하고 익혔던 교육 신념을 더욱 굳혀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기관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올바른 교육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 내용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교과 교수법을 예비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교과 교수법의 

함양은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교사효능감 신장까지 이어진다. 

둘째, 학교장과 교육청은 교사의 자발성을 신뢰하고 그들이 스스로 전문성 개발과 교사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전문성 개발 활동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교사 모임이거나 교사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개인/공동 연구에 스스로 참여하는 경우였

다. 하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은 교사들의 자발성을 신뢰하기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정책을 교

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학교나 교육청의 하향식 정책 도입은 정책의 기대효

과와 다르게 교사에게 업무 가중으로 작용한다. 그러한 부담감으로 교사들은 정책을 시행하는 시늉

만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와 효과는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학교장과 교육청은 교사들

의 자발성과 그들의 노력을 믿고 기다리며, 그들 스스로 여러 교육적 시도를 하고 부딪치며 그 속에

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빠른 적용과 도입만이 답이 아니듯 그들이 

그 효과들을 몸소 체득하고 느낄 때 그러한 변화는 정책적 도입 없이도 동료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교사들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 

셋째, 멘토링 활동, 피드백, 건강한 사제지간 등 교사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

으며 그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변화가 교사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교사효능감의 신장으로 이어졌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듯이, 좋은 환경과 토양이 주어지더라도 교사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

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하다. 교사 스스로 교직에 대한 건강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 과정의 경험들이 작은 성공 경험이 되고 그러한 성취가 높은 교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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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의 토양이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TALIS 

자료는 교사, 교장 변수의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결측값이 많아 자료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다. 특히 교장변수는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변

수였는데, 교장변수 중 불필요한 변수를 제외하고 남은 263개의 변수 중 결측치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변수를 삭제하니 교장 변수가 157개 밖에 남지 않았다. 교장 변수들이 좀 더 모형에 포함되

었다면 교사효능감과 관련 있는 더욱 많은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장자료는 다

수의 교사 자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교장자료의 약간의 결측이 전체 병합자료에서는 

큰 비율의 결측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참여자의 미응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문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이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사 자료가 더욱 완결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TALIS 2013이 국제 조사이다보니 번역으로 인한 용어 차이와 다르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사들의 용어와 다른 용어들이 설문 문항에 

많았고,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다른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고대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가

르치는 교과목 문항과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웠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해당된다고 표기

한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측정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또한 TALIS의 교사 피드백은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피드백과 평가의 의미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 쓰였다. 즉, 우리나라 교사들 사

이에서 통용되는 교사 피드백과 다른 개념이므로 문항 응답 시 혼동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 국

제적으로 진행되는 조사 자료인 만큼 자료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임의로 변환하거나 삭제하는 것

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하위 문항을 추가하거나 문항 구성을 다르게 배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반응변수였던 교사효능감 변수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답

한 것이다. 즉 실제로는 교사효능감이 높지 않은데도 교사 스스로 자신은 능력 있는 교사라고 생각

하고 답했을 수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실제로는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도 스스로 무능하

다고 답했을 수도 있다. 이는 자기보고식 설문의 한계로, 이는 교사효능감 뿐만 아니라 창의성, 진로

성숙도 등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측정한 심리적 구인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다(유진

은, 노민정, 2018).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과 더불어 동료교사의 관찰이나 면담과 같은 

질적 평가가 추가된다면 더욱 심도 깊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효능감이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무엇과 관련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

다. 높은 교사효능감을 가진 교사들이 학교에 많아질 때, 학생들은 수업이 즐겁고 학교생활이 행복

해질 것이며,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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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of� Predictors� to� Teacher� Efficacy� via� Elastic�Net
4)5)

Lee,� Ji� Ah*

Yoo,� Jin�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redictors to teacher efficacy via elastic net, using 

OECD's 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13 Korean data. Elastic net, a 

penalized regression method, is well-known for its strengths in selecting variables and handling 

multicollinearity, and thus was employed as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 in the current study. 

A total of 372 predictors from 2,933 Korean middle school teachers and their 177 principals 

were explored after data cleaning. As a result, 24 predictors were selected as important variables.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teachers’ experience as a mentor, their constructive beliefs, 

and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curriculum in their pre-service training were important 

predictors to teacher efficacy, to name a few. Newly found variables related to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Teachers who were more voluntarily involved in the activities 

or perceived more positive changes after the activities tended to have higher teacher efficacy.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Constructive beliefs and subject pedagogy need 

to be nurtured and stressed, respectively, in the curriculum for pre-service teachers. Schools should 

encourage teachers’ voluntary involvement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and teachers 

should strive to enhance teacher professionalism at their end.

Key words: machine learning, elastic net, penalized regression, teacher efficacy, 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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