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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 자율성이 직무창의성과 전공만족도 및 학교만족도와 어
떤 영향관계인지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전문직업학교가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었고 학술적 연
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직업전문학교 제과제빵 전공 재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이론적 선행연구에 근거한 연구가
설들을 검증하였다. 직무창의성은 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 자율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학습동기와 학습 자율성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외재적 학습동기는 전공만족도에 부적 
영향관계를 보였다, 직업전문학교 교육은 실무중심의 기술전달 방식 위주라서 본 연구는 학습동기, 창의성, 학습 자
율성 등의 심리적 성향이 학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교과정책 반영에 참고할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
후 신입생 홍보나 교과운영, 학사관리를 위하여 더 체계적이며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직무창의성, 힉습동기, 학습 자율성, 전공만족도, 학교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motive, job creativity, major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enrolled students in 2 vocational schools in Seoul. Hypotheses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are tested.  Job creativity was found to be positively influenced by learning motives and 
autonomy. Intrinsic learning motive and autonomy affect student’s major satisfaction, but extrinsic learning 
motive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s on major satisfaction as autonomy trait was irrelevant to school 
satisfaction. Vocational college programs offer mainly technical and on-the-job training unlike general colleges. 
Thus, students are psychologically sensitive to school programs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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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다양한 업종의 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 문학

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학진학이나 취

업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 직업 문학교의 학과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 자율성이 직무창의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10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Mar; 15(3): 99-106

실무 심으로 개설되고 시 으로 요구되는 직업들이 

신속하게 반 되어 있으며, 산업에 즉시 필요한 실무 

공 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장에 즉시 필요한 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려면 입학학생

들의 직업  창의성과 학업 만족도를 높여야하고, 신입

생 확보와 재학생 이탈을 방지하기 해 학습동기와 

공 성 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등 효율

인 학사운 의 부담도 크다.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었

을 때 학교와 공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나 신입생 유

치가 좋아질 뿐 아니라, 문직업인으로서의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목 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다. 

기술 직업교육을 시한 구미 선진국은 직업 문교육

이나 평생교육제도가 국내보다 훨씬 앞서 정착되었고 학

술  연구도 상당히 발 되어있으나[37, 38], 국내의 경우

는 비교  최근에 시작되었고 학술  연구 성과 한 매

우 미흡한 수 이다. 특히 교육 장의 심인 재학생들

을 상으로 조사한 학술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35, 36]. 

1.2 연구목적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업 문학교 학

생들의 학습동기와 학습 자율성, 그리고 직무 창의성, 

공만족도  학교만족도와 같은 요인들이 어떠한 복합  

향 계에 있는지를 직업 문학교 재학생들을 상으

로 한 조사를 통해 실증 으로 탐구하는 것을 연구목

으로 한다.  

1.3 연구문제

상기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서 최근 직업 문학교 

교과과정 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공계열  하나인 

제과제빵 공 학생들을 연구 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체

인 연구문제들을 조사 분석하 다. 

연구문제 1) 직업 문학교 재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직

무 창의성의 향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직업 문학교 재학생들의 학습 자율성과 

직무 창의성의 향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직업 문학교 재학생들의 학습동기와 만

족도의 향 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직업 문학교 재학생들의 학습 자율성과 

만족도의 향 계는 어떠한가?

2. 선행연구고찰

2.1 학습 동기

동기에 한 개념은 다양하며, 동기유발의 원천을 내

인 것과 외 인 것으로 구분하 다. 흥미, 즐거움, 호기

심, 욕구와 같은 개인  요인을 내재  동기라고 하고, 사

회  압력, 보상, 벌과 같은 요인들을 외재  동기라고 한

다. 학습 동기는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집 하고 학습에 

끈기를 가지고 매달리며 열성 으로 헌신할 수 있게 만

드는 요인을 말한다[1, 2 32]. 

통 으로 내재  학습동기와 외재  학습동기는 서

로 독립 이어서 두 가지 학습동기가 모두 있는 상황에

서 학생들의 성취동기가 클 것이라 했다[3, 4].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를 보면 높은 수 의 내재  학

습동기를 가진 학생이 외재  보상이 보장된 학습을 하

게 되면 학생들은 그 행동에 한 흥미와 과제의 지속성 

 행동의 질이 하된다[3, 4, 5, 36]. 이러한 외재  보상

이 반드시 내재  학습동기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고 

 보상 자체가 내재  학습동기를 증진시킨다고 하

다[6].

학습동기와 만족도 간 계를 살핀 일부 련 선행연

구들에 비추어, 본 연구는 두 가지 학습동기가 직업 문

학교 학생들의 직무와 련된 창의성(이하 직무창의성)

과 공과 학교에 한 만족도에 의미 있는 향 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2.2 학습 자율성

학습 자율성은 자신의 직무에 해 가지고 있는 통제

력으로 직무수행자가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휘할 수 있는 재량을 말하며[7, 8],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

는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

미한다[9, 10]. 학습 자율성은 업무 안에서 구성원이 가지

는 동기에 향을 주는 요한 요소로서[11],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12, 13]. 한 학습 

자율성은 조직성과뿐 아니라 창의성에도 향을 미친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업무와 련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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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고 느낄 때 직무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

운 아이디어를 창조, 도입, 용할 가능성이 높고, 내  

학습동기와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친다[14, 15, 16, 17, 18].

이상의 자육성의 일반  의미를 직업 문학교 학습의 

에서 보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목표, 방법, 진

행 등을 결정하고 지속 인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학습의 

학습 자율성으로 정의한다. 

학습의 자율성은 창의성의 요한 기 가 된다. 창의

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행동이고 기존의 틀

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므로 학습 자율성이 없으면 창의

성은 불가능하다.  

이상 교육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의 증거에 근거하면 

학습 자율성 성향과 학습동기가 직무창의성이나 만족도

에 복합 인 향 계가 존재 할 것으로 추론되며, 본 연

구를 이를 직업 문학교 재학생에 을 두고 구명하고

자 한다.

2.3 직무창의성

직무창의성이란 맡은바 업무 안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직무창의성

은 구성원의 창의성이 요하며 개개인 창의성이 조직 

안에서의 창의성으로 확장될 때 직무창의성이 나타난다

[19, 20 34]. 창의성의 기 연구들은 개인  특성으로 주

로 해석하 으나, 90년  이후 조직의 특성을 포함하는 

통합  에서 연구되어왔다. Amabile(1996)은 조직 

안에서 개인 창의성은 과제수행  개인에 의하여 생산되

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말하며 개인 창의

성 모형을 조직 안에서의 직무창의성에 용이 가능하다

고 하 다[21]. 

개인 창의성이 직무 창의성으로 발 되기 해선 직

무환경과 직무특성에 향을 받는다. 정성휘(2006)는 직

무 특성에 따라 창의성에 미치는 향이 다른 증거를 발

표하 다[22]. 직무창의성 연구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

되는 개인 성향은 학습 자율성이다. 학생이 수업에서 책

임감과 학습과정 에 맡은 역할에서 자기 통제권 인식

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창의성이 높아지며, 수업의 요

함, 다양함, 연 성, 정체성 등에 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23].

직업교육은 학생의 공에 한 창의  성향을 발견, 

개발, 진시켜 이를 직무창의성으로 발휘되도록 개발되

어야한다. 직업 문학교 제과제빵학과 학생들에게 직무

창의성이란 새롭고 창의 이며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휘

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제과제빵 공 교

육 로그램의 경우 이크, 쿠키, 제빵 제품에 한 기획 

아이디어 회의부터 디자인 표 까지 실무  과정에 

을 두며, 비 졸업생들은 재학  인턴실습, 실무 심 커

리큘럼을 통해 익혔던 다양한 창작 아이디어를 작품에 

반 하려고 노력하는데  작업을 기본으로 개인 창의성

이 직무창의성으로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것에 학습의 

을 둔다. 

그러므로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직무창의성 계발은 

공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 문학

교 학생들의 직무창의성이 학습동기와 자율로부터 의미 

있는 수 의 정  향이 받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검

하고자 한다. 

2.4 전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

재학생들의 만족도는 단순히 교육내용에 한 만족 

뿐 아니라 교수, 활동 등의 외부 인 요인도  요한 역

할을 한다. Braskamp, Wise & Hengstler(1979)는 미국 

Illinois 학교에서 개발한 학과평가조사 방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학교 체생활에 한 만족도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 인 태도라고 하 다[24]. 공만족도는 공

을 공부하며 욕구충족을 느끼는 주  만족수 과 미래

와 진로에 한 정  사고가 결합하여 나타나고, 학교

만족도란 학교에서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계를 유지하며 교수

와 학생들에 한 만족 정도를 말한다[25, 33 35]. 

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재학생 만족도는 공교과 

내용에 한 공만족도와 교수, 학생, 활동 등의 계에

서 형성되는 학교만족도 나 어 조사하 다. 직업 문학

교 제과제빵학과 학생들의 만족도 한 학생의 내  성

향인 동기와 학습 자율성에 의하여 복합 인 향을 받

을 수 있음을 추론하여 본 연구에서 구명하고자 하 다.

3. 연구가설

본 연구는 와 같은 선행연구와 이론  배경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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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내재 /외재  학습동

기는 직무창의성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학습 자율성은 직무창

의성과 정  향 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3)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내재 /외재  학습동

기는 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학습 자율성은 공만

족도  학교만족도와 정  향 계를 보

일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조사대상과 방법

서울 소재 A직업 문학교와 B직업 문학교 제과제빵

공 재학생들을 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2015년 9월 2주일 10일간에 걸쳐 실시하 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82 유효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 다. 

1학년이 183명 2학년이 91명으로 성별로는 남학생 65퍼

센트, 여학생 35퍼센트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만 18

세에서 만 20세까지가 96퍼센트로 나타났다.  

4.2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4.2.1 학습동기

본 연구에서 내재  동기의 측정 도구는 Harackiewicz 

& Manderlink(1984)와 Amabile, et. al.(1994)이 개발한 

WPI(Work Preference Inventory)를 바탕으로 한 정과 

이종오(2013)에서 사용한 5개의 문항을 본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26]. 외재

 동기를 측정하기 한 척도는 WPI를 기 로 한 한

정과 이종오(2013)의 연구 그리고 주희와 이형룡(2012)이 

사용한 조사문항을 본 연구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

트 5  척도로 측정하 다[27].

4.2.2 학습 자율성

학생의 학습 자율성을 측정하기 하여 Ryan & 

Deci(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 이명희와 김아 (2008)

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성 련 6개 문항을 본 연구 취

지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28]. 

4.2.3 직무창의성 

직무창의성을 조사하기 한 측정도구는 Ettlie & 

O'Keefe(1982), Basadur, Graen & Wakabayashi(1990)

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윤선과 이형룡(2011)이 사용한 6

개 문항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29].

4.2.4 전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

공만족도는 양명희(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5문항

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고, 학교만족도는 Szymanski 

& Henard(2001), Elliott & Shin(2002), 이용기, 장병집, 

박 균(2002) 등의 연구에 사용한 조사 문항들을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30, 31].

5. 연구결과

5.1 측정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각 변수에 한 측정 신뢰성과 구성 

타당성 검 결과, 신뢰성의 경우 크론박 알  신뢰도 계

수가 0.7부터 0.9의 범 내로 양호하 고, 요인분석을 통

한 타당성 검증에서 학습 동기는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라는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자율성 측정 6개 문항

들은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창의성 구성 6개 문

항들은 요인에서 분리된 3개 문항 제거 후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만족도 개념을 측정한 9개 문항들은 공만

족도와 학교만족도 2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5.2 연구가설 검증결과

5.2.1 학습동기와 직무창의성 관계 검증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하여 Enter방식의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모두 직

무창의성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p<0.05) 이상으로 

정(+)의 향을 미쳤다.   

Model B S.E. β t

Learning

Motive

Intrinsic .251 .060 .251 4.189**

Extrinsic .163 .053 .184 3.068
*

F=10.742, p<.001, R
2
=.071, 

*
p<.01,

 **
p<.001

<Table 1> Learning motive and job creativity hyp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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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학습 자율성과 직무창의성가설의 영향검증

학생들의 자율성과 직무창의성의 향 계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 학생들의 자율성은 직무창의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Model B S.E. β t

Autonomy .182 .055 .195 3.324
*

F=11.047, p<.001, R
2
=.038, 

*
p<.01

<Table 2> Autonomy and job creativity hypo test

5.2.3 학습 동기와 만족도의 영향 검증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내재  학습동기와 외재  학

습 동기는 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Enter 방식 다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내재  동기는 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 

모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

재  동기의 경우는 공만족도에 부정  향을 보 으

며, 학교만족도와는 유의미한 향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B S.E. β t

Learning

Motive

Intrinsic .605 .051 .580 11.829
**

Extrinsic -.099 .045 -.107 -2.188*

F=86.140, p<.001, R
2
=.382, 

*
p<.05,

 **
p<.001

<Table 3> Learning motive & major satisfaction 
hypo test

Model B S.E. β t

Learning

Motive

Intrinsic .470 .074 .368 6.333
*

Extrinsic .047 .066 .041 .712

F=20.643, p<.001, R
2
=.129, 

*
p<.001

<Table 4> Learning motive & school satisfaction
hypo test

5.2.4 학습 자율성과 전공/학교 만족도 영향 검증

학생들의 자율성이 공과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자율성은 공만족도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의 향 계가 확인되었으

나, 학교 만족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model B SE β t

Autonomy .235 .057 .239 4.127

F=17.03, R
2
=.057, p<.001

<Table 5> Autonomy and major satisfaction 
hypo test

model B S.E. β t

Autonomy .032 .072 .027 .452

F=.204, p>.05, R2=.001, p>.05

<Table 6> Autonomy and school satisfactionhypo 
test

6. 결론

본 연구는 직업 문학교 재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자율

성이 직무창의성과 공만족도  학교만족도와 어떠한 

향 계에 있는지를 악하는 것을 연구목 으로 하고, 

제과제빵 공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론

 선행연구에 근거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 다. 앞서 

기술된 주요 연구 결과들의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의 순으로 제시하 다..  

첫째, 직무창의성은 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습 자율성의 

복합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모두 

직무 창의성에 정  향 계를 보 는데, 이는 교육학

과 창의성 련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Amabile 1988, 

1996; Amabile, Hennessey & Grossman 1986). 

직업 문학교 학생들의 공 련 직무 창의성을 함

양하기 해서는 흥미, 즐거움, 호기심, 욕구와 같은 내재

 동기를 부여하는 교과운 을 하고, 병행하여 외재

으로는 공수업에 한 사회  인정이나 보상과 같은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에 을 두면 학생들의 직무와 

련된 창의  성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학생의 자율  성향 한 직무와 련한 문제들

에 해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직무 창

의성과 높은 정  향 계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직업 문학교에서는 강의, 평가, 과제와 같은 수행과정에

서 학습 자율성을 학생들에게 최 한 부여하는 로그램

들을 극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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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업 문학교 운 에 가장 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에 학습동기

와 학습 자율성이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내재  학

습동기와 학습 자율성은 공만족도에 유의미한 수 의 

정  향을 미치나 외재  학습 동기는 공만족도에 

부정  향 계를 보이고 학습 자율성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  학습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공에 한 흥미와 성이 맞아 공만족도가 높은 반면, 

직업 문학교에서는 기술, 기능 달 심의 수업내용으

로 인해 외재  학습동기와 공만족도는 부정  향

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내재  학습동기

가 높은 학생들의 공만족도가 높고 따라서 학교생활에 

반 으로 정 인 향을 미쳐 학교만족도에도 정  

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외재  학습 

동기는 학교만족도와는 무 하다. 따라서 직업 문학교

에서는 직업 문학교 교과목과 교과내용은 내재  학습

동기에 을 두고 개발되어야 하며 공에 한 흥미

와 성을 계발할 수 있는 훈련에 치 하는 것이 학교와 

공에 한 만족도 제고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 문학교 교육은 실무 심의 기술 달방식이라

는 특성이 있어 학생의 공만족도와 학교만족도, 직무

창의성 등에 한 향이 직 으로 민감하게 작용한다. 

신입생 홍보나 재학생의 학교와 공 만족도 제고를 

해서는 학습동기에 한 악과 직무창의성 계발, 학습 

자율성 부여와 같은 요소에 세심한 찰과 교과과정 반

이 필요할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 상이 특정 공에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 이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우

리나라에서도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기 이 국가 교육

에서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상되므로 교육경 , 

교육심리, 그리고 교육정보미디어 등의 복합  에서 

교육제도와 로그램개발이 더 체계 이며 심도 있게 수

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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