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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에 한국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방식, 가치관과 문화가 급격

하게 변화함에 따라 학교도 변화해왔다. 많은 연구에서 학교의 조직문화

가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시하며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

장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문헌연구를 통해 몇 가지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교사의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

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연구 대상을 추적 조사

한 방대한 자료와 함께 세심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2004–2013년도 데이터를 사용하

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사용하

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를 가져

오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협력적 조직

문화의 변화와 교사의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위계선형모델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의 3수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확인하

였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하위 변인들은 각 변인의 평균이 표준정규분포

를 이룰 수 있도록 Z점수로 변환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연구는 2004-2013년의 설문조사 주기에 공통적으

로 포함된 변수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

간의 흐름을 고려해 조직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조직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특히 교장의 지원적 리

더십의 영향을 경험적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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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중학교에서 지난 

2004-2013년에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가 있었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하

위 변인(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 중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는 주기가 

지날수록 척도점수가 높아졌고 협의는 2주기(2007년)에 1주기(2004년) 보

다 협의의 척도점수가 낮아졌다가 3주기(2010년)와 4주기(2013년)에 다시 

높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는 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에서 지난 2004-2013년에 중학교 협력적 조직문화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직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교직경력(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을 나

누어 교사의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직경

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가 각 변수마다 다른 변화 패턴을 

보였다. 협력은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의 척도점수 평균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 의사결정 참여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

라 척도점수의 평균이 높아졌다. 협의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척도점수의 평균이 낮아졌다. 협의는 교사 경력 25-40년인 교사가 모든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보다 척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는 교사 경력 25-42년 교사들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았다. 

셋째, 한국에서 지난 2004-2013년에 중학교에서 있었던 협력적 조직문

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요인은 시간(설문조사 주기), 교장

의 지원적 리더십, 학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특성(성별/교직경

력/직위/학력) 변인은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학교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학교특성(설립유형/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 특성(교장의 지원적 리더십/주기와 리더십의 상호작

용/학생 평가 활용 여부/학급 수/교장 성별/여교사 비율)이 분석에 포함

되었다.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척도점수가 높아질수록 협력, 의사결

정 참여, 협의의 척도점수는 낮아졌다. 하지만 설문조사 주기와 학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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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척도점수가 높아질수록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척도점수가 높아졌다. 학교평균 리더십은 조직문

화의 공유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적 조

직문화의 공유의 정도에 주는 부적 영향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급 수에 따른 차이는 각 변수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학급 

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가 학급 수가 많은 큰 학교보다 협력, 의사결정 

참여의 척도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수준 다층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이 설명하지 못하고 남

은 협력적 조직문화 변화율의 잔차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 사용한 

설문조사 문항 중 모든 주기에 공통적으로 조사되지 않아서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학교 특성을 살펴보았다.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 가

입 비율,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지의 여부, 학교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중 참여하는 사업과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의의 경우 

분석모형에 변화율의 고정효과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모형에서 설명

하는 요인 외에 학교 간 변화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이 전체 학교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협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평균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를 살펴보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해 일부 반영하는 학교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중 참여

하는 사업의 빈도를 전체 학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협력의 변화율

이 높은 학교는 전체 학교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방과후 중점학교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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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협력적 조직

문화가 변화하였으며 교사의 경력에 따라 협력적 조직문화의 공유 정도

는 차이가 있었다. 지난 2004-2013년 중학교에서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가 있었고,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서 교직경력에 따라 다른 패턴

을 보였다. 즉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

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는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고, 

교직경력에 따라서 협력적 조직문화를 공유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

다. 이는 조직문화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고, 교사의 경

력에 따라 협력적 조직문화의 공유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조직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설립유형, 지역 규모, 학급 수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조직 관리 전

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장이 각 학교의 상황

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향후 조직문화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각기 다른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포

착하는 심층적 연구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 

학교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학교 특성을 포함하여 조직문화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변화,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 협력적 조직문화, 중학교

학  번：2012-3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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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동안 학교 조직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효율성과 관료성의 폐해를 지적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의 제도적 한계를 언급해왔다. 그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방해하

는 학교의 조직문화는 무엇인지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이

루어져 왔다. 또한 조직문화를 유형화하여 어떤 유형의 조직문화에서 학

교가 더 효율적으로 경영되는지 탐색하는 연구소 수행된 바 있다. 최근

에는 각종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학교의 조

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학교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더욱 강조되는 것은 다

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

의 발전과 함께 구성원들이 지식과 가치를 조직 내�외부와 공유하는 방

식이 달라짐에 따라 공유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증했고 행동의 판단 

기준도 달라졌다. 즉,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방식, 가치관과 문화가 급격

하게 변하고 있다(진동섭, 2006). 이러한 사회에서는 법적�합리적 권위

보다는 사회적 합의와 동질성이 더욱 강조된다. 조직 내 목표 달성을 위

해서 계층적 권위와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신념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규칙의 사용이 감소할 수 있다

(Rothschild-Whitt, 1979; 안희남, 1999:86). 

이에 따라 학교 조직에서는 공식적인 규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에 

의한 통제로써 조직문화가 작용한다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Sergiovanni, 1994; 박세훈, 이정로, 2005; 이종재 외, 2012).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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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는 조직의 상층부가 조직 전반에 대해서 갖는 공식적 통제 권한

이 약해졌고 조직에서 많은 권한이 조직구조의 다양한 수준으로 분산되

어 있다(안희남, 1999:102). 현대 조직을 한 종류인 학교의 모습을 포

착하는데 조직문화는 유용한 개념이다. 교사 간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느슨해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비공식적 규범(예를 들면 평균주의)이 교

사들을 강하게 결속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진동섭 외, 

2005:403-4). 따라서 문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교조직에 대한 여러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하여 학교조직의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관한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수�학습 활동이라는 특수한 영

역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5.31교육개혁1)’의 성과를 논의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 

중에서 다른 영역보다 교수 측면의 발전이 미진했다고 평가되었다(강충

열, 2015). 또한 교사들의 문화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교

수�학습 활동에서 교사들의 개인주의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문제로 지적된 개인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사들이 동료들과 협의를 자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개인주의 등의 폐쇄적인 문화로 지적되어 왔던  교사들의 문화는 최근 

여러 사회적인 변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변화해 오고 있으며, 

학습공동체 등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교사들의 문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

인하여 영향 요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과거에 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

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즉, 보수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 지적되어

1) 2015년 5월 29일에 있었던 [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위원회의 상

임 위원이었던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5.31교육개혁’이란 별칭이 언론계가 달아준

개혁안의 이름이라고 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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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Lortie, 1975, 황기우, 1993; 이정선, 2000). 교사들이 나이가 들

면서 자신의 방식들에 안주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과잉보호되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아 오기도 하였다(Hargreaves, & Fullan, 

2012). 한편 학교가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인 

교사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권한을 잃는 것을 싫어한다(Woods, 2007)

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교사들의 문화에 대한 80-90년대 연구는 교사가 처해있는 환경을 변

화시키기 위한 처방적 연구가 많았고, 90년대 이후에 있었던 연구들에

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끊임없는 교육 개혁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냉소적

이고 비판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백형호, 2004; 진동섭, 2014a).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개혁의 성공

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교사가 개혁 정

책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박상완, 2006; 김정

현, 2011; 김효정, 2011; 김효정, 김민조, 2011; 정진화, 2014). 

이러한 교사들의 문화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교사들의 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교사의 가르치는 일과 여러 업무에 대한 규범이 

변해야 하며 학교 경영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교사들이 공유해야 할 바람직한 규범으로 협력과 동료성

(collaboration and collegiality)이 주목받고 있다(Klette, 1997; 

Hargreaves, & Shirley, 2009; 정수현, 2000; 정바울, 2011). 또한 

새로운 책무성이라는 외부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동료적 관계가 관심을 

받고 있다. 좀 더 효과적인 교사들의 동료적 관계는 상호 신뢰와 동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Lortie, 1975).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교사들이 함께 일하면서 오랜 시간 경험하여 쌓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만



- 4 -

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진동섭 역, 

2014). 

협력적 조직문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협조적 조직문화나 협동적 조직문

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직문화를 탐구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하오

현과 정용모(2013)는 병원에서 협조적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개인특성과 조직특성으로 구분하여 지

식경영 요인과 그 영향 요인을 제시하였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로는 정일환(2003)이 협동적 학교조직문화의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

물다. 또한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몇 가지 영향 요인을 밝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학교 조직문화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를 해왔다.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일주 연구(김풍삼, 1992; 이혜

영, 류방란, 윤여각, 2001; 박영숙, 전제상, 2003; 김경미, 2004)에서 

횡단적 측정과 분석을 했을 뿐이다. 학교의 조직문화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박소영(2011)이 교사문화와 교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재 교사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에 대한 심층 연구를 제안하면서 

언급하였듯이 학교 조직 단위에서 교사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실

제 조직문화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

다. 이는 조직문화의 변화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힘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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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전체 조직문화가 변

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조직문화의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대상을 추적 조사한 방대한 자료와 함께 

세심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의 지난 2004-2013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학교 조직문화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학교 교육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고려되기도 한다. Fullan(2001)은 교육 변화를 논의하면서 지역(local) 

수준의 교육 변화부터 교사, 교장, 학생, 지역 행정가, 컨설턴트, 부모와 

지역사회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논의 수준이 아닌 

실증적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는 모든 구성원을 고려해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객관적 분석을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모든 학교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구성원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것이 자

료 수집이 보다 용이하고 그 분석 결과도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진동섭(2014b)은 가르치

는 분야의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신념을 갖고 교수학습을 

실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서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변화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동섭, 2014b)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구성원 중 학교교

육의 변화에 핵심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교사들의 문화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 대상을 교사와 교장으로 한정하고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하였

다. 연구대상을 중학교에 한정한 이유는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매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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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기 때문에 공�사립 학교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고등학

교는 학교의 유형이 다양하여 모두 통제하여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조직문화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기에는 최근 여러 교육 

정책들이 집중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

를 검토하여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을 도출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ver.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 변인들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

시하였다. 또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데이터를 통해 분석 가능한 학교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Raudenbush와 Bryk의 HLM(Hierarchical Linear Model) 7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영향 요인을 밝히는 분석 모형은 시간 

수준과 조직 수준을 모두 고려한 3수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

은 개인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학교 간 차이도 구분할 수 있고 각 수

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

화도 포착할 수 있다.

다음은 교사들의 조직문화와 학교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

토한 내용이다. 교사들의 문화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 특성

과 학교 특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교사의 성

별, 연령, 경력, 학력, 직위가 있다. 연령은 경력과 상관관계가 높고 교사

들은 대게 교직에 젊은 나이에 입문하기 때문에 연령보다는 경력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력을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교사들의 조직

문화가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

닐 것이다. 또한 경력 1년 차이의 의미보다는 특정 경력 단계별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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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경력 5년 이전과 이후는 다른 경력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승

진 점수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 20년 전후 역시 교사 개인의 경력 

단계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실제 현실을 참고

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력을 5 단계로 구분하여 교사 개인 수준에서의 

조직문화의 변화를 검토하고,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투입하

여 분석하였다.

학교 특성으로는 학교의 여교사 비율, 교원 단체 가입 교사 비율, 조직 

규모, 학교급, 순환근무 여부, 학교 정책 등이 있다. 교원 단체 가입여부

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를 확보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 분

석 모형에 투입하지 못했다. 조직규모는 학급수를 통해 그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투입하였다. 현재 교육부에서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는 학

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기준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급수는 경력단계

와 마찬가지로 학교급 1개 차이보다는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 단계가 

의미 있는 구분이라고 판단하여 5단계로 구분하여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순환근무 여부는 공�사립 학교 구분을 통해 

알 수 있다. 학교 정책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교사들의 문화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거론되는 학생의 학력평가결과의 활용 여부를 투입하

였다.

교장들은 교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

에 학교의 변화를 논할 때 중요한 행위자이다(Leithwood, 2011; 

Robinson, 2011). 학생 성취에 대한 교장들의 영향에 관한 대규모 메

타 분석에서 Robinson(2011)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두 배 강한 영향

을 주는 요인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교장들이 교사의 학습과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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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고 참여하도록 한 정도’이다. Leithwood(2011)는 높은 수행

을 보이는 교육청들은 3개의 핵심적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광

범위하게 공유된 교육청의 방향(비전 목표들)이 있었고, 공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안과 수업이 실행되었으며, 의사결정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통합

해서 활용하였고 여기에서 교장이 간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발적 교사

모임이 주도하여 교육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 연구한 정

진화(2014)는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필요조건으로 학교개혁을 실제로 

해낼 주체인 교사모임과 거기에 동조, 그리고 지원하는 교장을 든다. 많

은 연구들이 학교의 변화에 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

화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상으로 학교 조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협력적 조직문

화의 변화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문화의 변화

에 대한 연구와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교사와 교장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국의 학교조직 내에서 협력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검토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는 학교조직문화의 학교 간 차이와 변화를 검토하고 그 차이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 특히 교장의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탐색하

는 연구이다. 

이에, 본 논문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분

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논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에서는 조직 문화의 관점과 조직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검토하고 변화에 대한 요구와 조직 내 협력관계를 기준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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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형화 하였다. 그리고 조직 문화의 개념과 분석 모형을 디자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영역을 설정하고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

인으로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조

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

기 위한 데이터와 변인을 검토하고 변화를 위한 분석모형과 영향 요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모형을 도출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에서 지난 2004-2013년에 중학교에서 협

력적 조직문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

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력에 따른 변화도 그래프와 표로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논의 및 결론에서는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

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와 연구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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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조직문화는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철학, 이데올로기, 가

치, 가정, 신념, 기대, 태도, 규범 등으로 정의한다. 문화가 풍토와 다른 

점은 문화는 직접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이다(신중식 외, 2003). 

그 동안 몇몇 연구에서 조직문화, 교사문화, 교직문화, 학교문화 등 비

슷한 개념을 말하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 사이에 각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의 차이가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용어가 더 나은 용어인지에 대한 합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직문화’가 교사들의 직무와 관련한 문화를 더 적절

히 표현하는 용어라고 판단하여 ‘조직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다. 학교라는 특수한 곳에서 근무하는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학

교의 조직문화라는 표현도 더불어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조직문화를 ‘교직활동 중 교사들이 직무와 동

료에 대해 형성하는 학교 단위의 공유된 가치체계와 태도’라고 정의하

였다. 협력적 조직문화는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

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협력적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각 변인의 척도 점수는 교사들이 규범

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

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교사 간 협력, 협의, 의사결정 참여를 변인으로 

하여 그것들의 평균을 협력적 조직문화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교사의 경력에 따른 차이, 그리

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다음은 이 연구의 연

구문제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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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협력적 조직문화는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1-1. 지난 2004-2013년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협

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척도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하고자 한

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

는 정도가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1-2. 지난 2004-2013년에 중학교에서 교사의 경력에 따

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객관적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

직문화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 경력을 5단계(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로 구분하여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

문화의 변화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1. 한국에서 지난 2004-2013년에 중학교에서 교사 특

성(성별/교직경력/직위/학력)이외에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학교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

는 학교특성(설립유형/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과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학교 특성(교장의 지원적 리더십/주기와 리더십의 상호작용/학생 

평가 활용 여부/학급수/교장 성별/여교사 비율)을 투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2. 한국에서 지난 2004-2013년에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율이 가장 큰 학교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각 변인

별로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인 이외에 변화율의 설명되지 못한 부분 즉 

잔차가 가장 큰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음의 연구문제에서 초기값은 개인차를 제외한 평균적인 협력적 조직문화를 나타내

고 변화율은 주기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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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3)

1. 조직문화의 관점

조직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

로 구성한 사회체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한 과업, 역할, 권한, 의사

소통, 지원구조 등을 갖는 체제이다(윤정일 외, 2015:123). 그런데 학

교조직은 그 목적이나 구조, 활동, 기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일반 조직

과는 다르다(진동섭 외, 2005:41). 학교는 상급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는 

동시에 독립적인 공간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책임지는 곳으로, 여타의 

행정 조직과는 다른 교육 조직으로서의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조직의 본연의 목적인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교수�학습을 맡고 있는 교사가 중요하다. 특히 교사들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칙과 규범을 지니고 

임하는지 그 태도가 중요하다.

조직이론가들은 전통적으로 구조적 관점에서 조직의 직위와 서열의 증

가 등과 같은 공식화된 규칙이나 규범, 원칙 등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에서는 권위, 규칙, 사회적 통제, 

사회적 분화와 계층으로 대변되는 법적�합리적 권위보다는 사회적 합의

와 동질성이 강조되고 있다(안희남, 1999:94). 이러한 관점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층적 권위와 규칙을 사용하지만, 최근에 주목 받고 있

는 조직에 대한 관점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신념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

3)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일부는 2015년 11월 27일 제9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에서 발표한 ‘위은주, 진동섭(2015). 중등학교 조직문화의 변화와 영향 요인 탐색’과

2016년 교육행정학연구 34권 1호, pp. 161-188에 게재된 ‘위은주, 진동섭(2016). 중등

학교 조직문화의 시계열상의 변화와 영향 요인 탐색’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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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오히려 규칙의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Rothschild-Whitt, 

1979; 안희남, 1999:86).

그러한 관점 중 하나가 조직에 대한 문화적 접근으로 이는 학교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다. 문화적 관

점에서 학교를 보면 학교 조직은 기능적으로는 느슨하게 구조화되어 있

는 것 같지만 구성원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가치에 관한 한 단단하

게 결합되어 있다(진동섭, 이윤식, 김재웅, 2011:156). 학교의 조직 문

화는 관료제적 통제 구조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이중통제 시

스템의 한 축이다(Owens, 2001; 박삼철, 2006:97).

조직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조직을 이해하는 관

점으로서의 문화에 대해 검토하고 조직문화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논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조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의 문화

조직문화는 조직을 이해하는 관점의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경영

분야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 Bolman과 Deal(2008)의 관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경영에서의 문화적 관점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Bolman과 Deal(2008)은 Four-Frame Model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네 개의 관점(frame)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네 개의 관점이 

각각의 대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구분한 네 개의 관점은 구조적(Structural) 관점, 인

적 자원(Human resource) 관점, 정치적(Political) 관점, 상징적

(Symbolic) 관점이다. 한편, 이러한 네 개의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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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문화나 결합(linkage)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진동섭 외, 2005). 

아래 [표1]은 Bolman과 Deal(2008;18)에서 제시한 Four-Frame 

Model의 중심 개념을 나타낸 표이며, 이들 연구자들은 조직을 각각의 

관점에서 기계, 가족, 정글, 극장으로 비유한다. 

조직을 공장이나 기계에 비유하는 구조적 관점에서 조직의 핵심 개념

은 역할, 목표, 정책, 테크놀로지, 환경이다. 구조적 관점에는 Tyler의 

과학적 관리론, Weber의 관료제론, 상황적응이론 등이 포함된다(진동섭 

외, 2005:19). 구조적 관점에서는 조직 내 인간을 타율적, 합리적 존재

라고 가정하며 구성원을 비용이 드는 존재로 본다(이창길, 2013:83). 

이와 반대로 조직을 가족에 비유하는 인간자원 관점은 인간관계론을 

설명해주며 조직 내 인간을 자율적, 감상적 존재라고 가정한다. 핵심개

념은 구성원의 요구, 기술, 관계이다. 조직 내 구성원은 조직의 자산이나 

가치가 되므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에 대한 고려가 강조된다. 

정치적 관점에서 조직은 정글에 비유되며 핵심 개념은 권력, 분쟁, 경

쟁, 정치이다. 조직 구성원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경쟁

하는 모습을 정글에서 생존 싸움을 하는 모습에 비유한다.

상징적 관점에서 조직은 문화, 의미, 비유, 의식, 스토리, 영웅이 핵심 

개념이다. 상징적 관점에서 조직은 신전이나 극장에 비유되며 조직의 구

성원들은 신도나 배우에 비유되기도 한다. 진동섭 외(2005:19)는 조직

화된 무정부론이 상징적 관점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조직화된 무정부

론은 규칙이나 상급자의 명령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강하게 규제하기 

보다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조직을 유지해나가는 모습을 나

타내는 이론이다. 상징적 관점에서 보면 조직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식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스토리는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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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조적 관점 인적자원 관점 정치적 관점 상징적 관점

조직에 대한

비유
공장 또는 기계 가족 정글 카니발, 신전, 극장

중심 개념
역할, 목표, 정책,

테크놀로지, 환경

요구(needs),

기술, 관계

권력, 분쟁,

경쟁, 정치

문화, 의미, 비유,

의식, 스토리, 영웅

[표1] Bolman과 Deal의 네 개의 관점 모델(Four-Frame Model)

* Bolman과 Deal(2008:18)에서 발췌

이러한 비유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극대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조직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유를 통해 조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한 Morgan(1997)은 조직을 기계(machine), 유기체(organism), 뇌

(brain), 문화(culture), 정치적 체계(political system), 심리적 감옥

(psychic prison), 흐름(flux)과 변혁(transformation), 지배의 도구

(instruments of domination)에 비유한다. 그러나 그는 비유가 각 개념

간의 유사점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고 차이는 무시하도록 하여 폭넓은 이

해를 돕고 강력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왜곡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Morgan, 1997:5).

한편, Bush(2011)와 Schein(2004)은 조직문화에 대한 이론을 제시

하며 위에서 언급한 상징적 관점에서 전략으로 사용하는 각종 상징물에 

대해 회의적이다. 상징(symbols)이 학교나 대학의 현실을 잘못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경영에서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Bush, 2011). 또한 의식(ritual)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나 인공

물(artifacts)만을 가지고 더 깊은 가정을 유추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해석은 불가피하게 그 사람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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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응을 투사한 것(projections)이기 때문이다(Schein, 2004).

학교조직을 보는 관점으로 Bush(2011)의 문화적 관점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Bush(2011)는 학교조직을 보는 관점(model)으로 공식적

(formal) 관점, 동료적(collegial) 관점, 정치적(Political) 관점, 주관적

(Subjective) 관점, 불확실(Ambiguity) 관점, 문화적(Cultural) 관점을 

제시하고 각 관점에 속하는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Bush(2011)은 학교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점에서 학교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

가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각 관점은 중복되

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론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하며, 학교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학교조직을 이해하고 경영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

그 중 문화적 관점은 믿음, 가치, 이데올로기가 조직의 핵심이라고 가

정한다. 조직 내 개인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선호하는 가치가 

있다.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상징과 의식에 의해 강화되는 이러한 

규범들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전통이 된다(Bush, 2011:170).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교육

에 대한 특정한 가치나 신념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 공유된 가치나 신념 

등은 이야기나 신화로 구성되어 학교 내에 떠돌아다니게 되고, 예측 불

허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공해주고, 응집력을 만들어 주

며, 학교 조직이 어디로 가야할 지를 알려준다. 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적 가치와 상징들은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방향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믿음과 생각을 이끌게 된다(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영오, 2012:347).

이와 관련하여 박삼철(2006)은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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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체

제적 관점으로 학교의 조직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체제적 관점이란 학

교구성원들이 조직에서 행동하는 것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가

치와 규범, 의례와 의식 등을 일컫는다. 체제이론의 관점은 조직을 통제

하고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나 학교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 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주관주의적 관점으로 학교의 조직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학교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조직 안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다양한 상징물

들에 스며있는 의미들을 말한다. 주관주의적 관점은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하여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다. 

셋째, 비판적 관점으로 학교의 조직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학교 내 다

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특성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하위 문화들 사이의 

갈등, 학교 외부 문화의 영향 등 문화정치학적 측면을 강조한다. 미시정

치학적 요소를 내포한 비판주의 관점의 개념은 학교문화의 연구 영역을 

넓히는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가치 편향적이어서 가치중립성

을 훼손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박삼철, 2006:107).

이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체제적 관점 즉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관점은 분석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고 실

행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각 조직의 독특한 조직문화

를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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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문화에 대한 논쟁

1) 누구의 문화인가에 대한 논쟁

학교 조직문화가 누구의 문화인가하는 문제는 학교 조직문화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직문화의 개념에 영향을 준다. 학교의 구성원을 어떤 관점으

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 

지향적 관점에서는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학교 경영이 요구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고객으로 간주된다. 

경영학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조직문화를 연구한 학자인 Schein(1984)

은 조직문화를 한 집단이 조직 외부에 대한 적응성과 내부의 통합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면서 만들고 발견하고 개발시킨 기본적 가정들

(assumptions)의 패턴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조직문화를 통해 새로운 

구성원은 그 집단에서 유효하며 정확하다고 인정된, 어떤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경영학 분야에서 조직문화는 관리자와 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교

에 대한 조직문화를 탐구하는 연구에서는 교원과 행정직원을 포함한 연

구가 있어 왔다. 학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연구할 때는 누구를 조직

의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경영분야에서

처럼 고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직 내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현재 동의된 하나의 답은 없다. 최근에는 학교의 구성원을 학생, 학부모

와 지역사회까지 포함하고 학교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경향

이 있다. 학교 문화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의미, 상징, 신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진동섭, 이윤식, 김재

웅, 2011). 

학교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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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통합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Fullan(2001)은 교육변화를 논의하

면서 지역(local) 수준의 교육 변화에서 교사, 교장, 학생, 지역 행정가, 

컨설턴트, 부모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논한다. 따라서 이들 모든 구성원

을 고려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로 이들 구성원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 요인이 

존재하므로 실증적 연구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분석 대상

을 교사와 교장으로 한정하고 조직문화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변화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동섭, 

2014b)는 관점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2) 조직문화와 조직풍토에 대한 논쟁

현상적으로 볼 때 조직문화는 조직풍토와 일치하고(Miner, 1988), 풍

토에 관한 정의와 문화에 관한 정의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혼란

을 준다(진동섭, 이윤식, 김재웅, 2011:156). 조직연구 분야에서는 조직

풍토(organizational climate)와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가 혼

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조직풍토는 1960-70년대에 주로 사용되었

으며 학교의 일시적인 전체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용어이고, 안정

적인 구성원의 인식을 나타내는 데에는 조직문화가 더 적합한 용어이다

(Denison, 1996; Houtte, 2005).

한편 조직풍토(organizational climate)의 개념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

고, 최근까지도 학교의 일반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포착하여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이 있다(Hoy, Misk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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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ter, 2013). Hoy, Miskel과 Tarter(2013)는 조직풍토가 처음부터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서 조직문화보다 더 적합한 용

어라고 주장한다(Pace & stern, 1958; Halpin & Croft, 1963; Hoy, 

1997). 

조직풍토는 조직의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고 일시적 현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어의 쓰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풍토(climate, 風土)는 국어사전4), 영어사전5), 중국어사

전6)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각 언어에서 설명하는 정의가 조금씩 다

르고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사전 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가 다르

다. 예를 들면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풍토의 두 번째 의미에서는 제도가 

언급되는 반면, 구글에서 검색한 위키 낱말사전에서 풍토의 두 번째 의

미에서는 제도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픙토’의 영어 표현은 

‘climate’인데, 이 영어 단어를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한국어나 중국

어로 번역하면 ‘기후’로 번역된다. 따라서 풍토(climate, 風土)를 어

4) ․풍토(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1.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 2 .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977400

․풍토(출처: 위키낱말사전): 1. 어떤 곳의 기후, 지형, 지질 등의 조건이나 상태., 2.

(비유) 어떤 집단이나 분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https://ko.wiktionary.org/wiki/%ED%92%8D%ED%86%A0

5) ․climate(출처:옥스포드 영한사전): 1. 기후., 2. 기후가 ～한 지역., 3. 분위

기, 풍조.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4ab062bc9cea4f

84ad84bc8b817c7af5

․climate(출처 : 캠브리지 영어사전): 1.(weather) the general weather

conditions usually found in a particular place., 2.(situation) the

general development of a situation, or the situation, feelings, and

opinions that exist at a particular time.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climate
6) ․風土(출처: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한중사전): 1. 风土. 水土., 2. 风土. 风情. 环境.

http://cndic.naver.com/kr/entry?entryID=c_3ef2bfe1af0786

․climate(출처 : 캠브리지 영중사전): 1. 氣候., 2. 形勢，趨勢.
http://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chinese-traditional/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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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조직풍토는 다양한 조직 환경이나 행위 등에 대한 피상적인 

지각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조직문화는 조직풍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행위의 가치와 신념 등과 같은 깊은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김준기, 

1991; Owens, 2001; 박삼철, 2003:169). 

3) 조직문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쟁

학교문화의 상징물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

지만, 가치와 신념의 변화나 암시적인 가정이나 잠재적인 가치는 확인하

기 어렵다(신중식 외, 2003). 따라서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는 것은 학교 문화의 특성에 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해서 일 수 있다. 

조직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조직심리와 관련한 그 범위와 한계를 정의하

기 어렵고 정해진 형태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박삼철, 2004:95) 

조직문화의 변화를 논할 때에는 조직문화가 변화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기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속성 중 변화하는 속성

과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구분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조직과 변화하지 않는 조직의 특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더 나아가 조직문화가 변화하는 학교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조직문화의 변화하는 속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료적 구조가 조직의 변화하지 않는 속성으로 언급된다. 관료적 구조가 

여전히 우세한 조직에서는 관리자의 지식이 부족하고 보수적 사업 정신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저항적이고 느리다. 조직 내 개인들의 상

호의존성을 고려했을 때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

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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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사랑보다는 권력과 이윤에 집중한다. 조직 개발을 위해서는 관료적 

조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unfrozen) 유기적 상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유기적 상태는 프로젝트팀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구조, 개방적 

의사소통, 그룹 간 상호의존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믿음, 참여, 공동의 

문제해결, 위험감수, 그리고 그룹 내 혁신을 특징으로 한다(Schein, & 

Greiner, 1977).

조직 생애 즉 조직이 오래된 정도가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chein, 1985; Stoll, 1998). 조직 생애를 세 단계, 초기와 중간, 성숙

/쇠퇴 단계로 구분해 학교의 조직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학교의 초기에는 주요 가치가 설립자로부터 나오고 학교

는 그 문화를 분명히 한다. 독특한 정체성은 언어로 표현되며 교사든 학

생이든 학부모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것들을 공유한다. 문화는 모두

를 단합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Bloor와 

Dawson(1994)은 개인의 이해, 집단의 믿음, 그리고 문화 사이의 복잡

한 관련성을 확인하고 전문화의 과정과 전문적 문화의 개발을 설명하고 

조직문화에 있어서 전문적 믿음 체계의 영향을 검증했다. 호주의 홈케어

서비스(home care service)를 사례분석함으로써 조직문화 체계에 전문

적 하위문화의 중요성을 재평가했다. 전문적 훈련이나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새로 입직한 사람이 새로운 조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조직의 하위 문화의 발전과 유지에 공헌한다. 

둘째, 중간단계에서 학교는 기반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

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과정에 학교의 강점과 약점은 바

뀔 수 있으며 학교의 외부와 내부 맥락 모두에서 일어난다. 학교의 문화

는 이제 깊이 박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문화는 점점 내재화되고 

하위문화가 그에 따라서 발생한다. 문화가 덜 의식되기 때문에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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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어려워진다. 문화는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더 어려워진다. 

셋째, 성숙 그리고/또는 침체와 쇠퇴단계는 조직문화의 변화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교가 성장을 멈추거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멈출 때이다. 기능 장애적 요소가 표면화되고 오랜 가정

(assumptions)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억제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환경이 더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에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의 문화는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로 비유된다. 환경의 변화

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은 어떻게 협력할지, 어떻게 의사소통에서 신뢰를 

얻고 개방적이 될지, 어떻게 새롭고 유동적인 관료적 관계에서 의존성을 

관리할지, 어떻게 개인적인 또는 지위적인 권력을 하급자들의 헌신을 잃

지 않고도 발휘할지, 어떻게 유동적 경계가 있는 조직을 디자인할 지를 

학습해야 한다(Schein, 1996:235).

변화하는 학교에 대해 연구한 Rosenholt(1989)는 변화하는(moving) 

학교와 요지부동(stuck) 학교로 구분하였다. 같은 교육체계 내에서 같은 

투입요소가 있으며 같은 외부의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웃하는 학교

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변화하는 학교는 외부 요소인 정부의 압박에 우선순위를 정할 자유를 가

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요지부동의 학교는 외부 요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Rosenholt, 1989; Stoll, 1998). 

다음은 교사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직문화가 변화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살펴보겠다. 이에 대해 Lortie(1975)는 미국의 젊은 교사들

이 입직 초기에 소진으로 인해 이직을 함으로써 현재지향성

(presentism)이 나타난다고 언급한바 있다. 교사의 문화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장기적인 교육의 발전과 개인의 경력 개발을 생각하여 교직

에 헌신하기 보다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지적한다. 



- 24 -

그런데 교사들이 모든 면에서 현재주의를 보이지는 않는다. 교사들은 동

료 간의 관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르치

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갖는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변화는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Lortie, 1975). 한편, 현재주의 이외에 교사의 고립과 개인

주의가 전문성 발달과 기관의 발달을 방해하고 변화를 어렵게 한다는 주

장도 있다(Klette, 1997). 교사의 가르치는 일은 높은 자율성이 인정되

고 공통의 규정된 의무가 많지 않아서 교사들이 개인주의를 보인다고 말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들의 일이 개인적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변화의 가능성이 될 수도, 그리고 한계가 

될 수 있다.

다음은 학교 문화의 변화를 확인한 실증적 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교육개혁 AISI(Alberta Initiative for School Improvement)

는 학교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Hargreaves et al, 2009:99).  AISI의 

효과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부모, 학생, 교사의 만족도를 조

사한 것은 양적 연구였다. 학교 문화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AISI가 가져온 새로운 문화가 교실에서의 만연

한 보수주의(현재주의, 개인주의, 파벌주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

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예산 지원으로 인한 효과였는지는 확실히 구

분하기는 어렵다. 교사단체가 AISI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했지

만7) 2013년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8).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교사 문화의 변화에 대해 측정한 박소영

7) The Alberta Initiative for (Some) School Improvement? Alberta’s international

reputation diminished by government cuts to AISI. March 8, 2011

http://www.teachers.ab.ca/Publications/ATA%20News/Volume-45-2010-11/Number-

13/Pages/TheAlbertaInitiative.aspx

8) Update: AISI funding ended in March 2013

http://education.alberta.ca/teachers/aisi.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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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은 2001년의 설문 결과를 2011년 설문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 문화가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항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거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직문화의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로

서의 능력을 획득하고 발달시켜 가는 것은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

다’, ‘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연수나 표창 등의 기회가 교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의 설문 문항의 경우 2001년과 2011년 설문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의 문화에는 변화하는 속성과 변화

하지 않는 속성이 있을 수 있다. 비록 2001년 자료를 2011년의 서울지

역 표집에 맞추기 위해 서울 지역 교사 자료만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이

고, 박소영(2011)은 교직문화가 여전히 개인주의와 보수주의적인 문화

가 만연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교사들의 문화에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학교의 조직문화에 변화

의 가능성이 있으며 변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문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의 조직

문화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조직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조직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학교의 개선을 위한 내�외부의 

요구와 조직문화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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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조직 내 협력 관계

조직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는 구조(structure), 기술(technology), 사

람(people), 과업(task)으로, 조직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

다(Leavitt, 1965). 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조직마다 다르므로 

각 조직에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조직을 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조직문화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조

직은 수동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욕구와 역사를 가진 공

동체로 인식되기도 한다(박용치, 1997:104). 조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내부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조직 형태인 개방체제에

서 조직의 구성 요소는 구조(structure), 기술(technology), 사람

(people), 목표(goal), 환경(environment)이 된다(Scott, 2008). 조직

에서 환경과 내부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상호작용 하는 지는 조직마

다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조

직의 문화는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로 비유되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은 어떻게 협력할 지, 어떻게 의사소통에서 

신뢰를 얻고 개방적이 될 지, 어떻게 새롭고 유동적인 관료적 관계에서 

의존성을 관리할 지, 어떻게 개인적인 또는 지위적인 권력을 하급자들의 

헌신을 잃지 않고도 발휘할 지, 어떻게 유동적 경계가 있는 조직을 디자

인할 지를 학습해야 한다(Schein, 1996:235).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의 변화가 외부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통제 수준에 따른 구성원들의 태도

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변화에 호의/적대적

인 것은 개인의 특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조직 내에서 협력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외부 요구

에 의해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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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한국에서는 교육 정책과 제도 개혁에 초점을 두고 학교에 대

해 반복적인 개혁 요구들을 해왔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왔기 때

문에 교사들이 변화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오영

재, 2001; 진동섭, 2007). 따라서 변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여 교사들

의 협력 관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환경을 고려하여 조직

의 변화를 논의한 연구(Rosenholt, 1989; Stoll, 1998; Scott, 2008)

를 참고하여 구성원에 대한 내부 통제와 변화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여 

교사들의 협력 관계를 논의한 것이다.

통제 수준이 높은 조직에서는 개인의 창의적 의사결정이 허용되지 않

는다. 통제 수준이 높고 구성원이 변화에 호의적인 조직은 외부나 상부

의 의도대로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직이다. 구성원의 협력 수준이 높

은 조직에서는 내부의 합의에 따라 변화가 용이한 조직이 되지만, 협력 

수준이 낮은 조직에서는 변화는 일어나지만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칠 수 있다.

통제 수준이 높고 구성원이 변화에 저항하는 조직에서는 외부의 변화

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직 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있고 구성원들이 변화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

이는 상황에서 강한 통제 권력을 행사한다면 조직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

날 것이다. 협력 수준이 높은 조직에서는 협상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

결해 나갈 것이고, 협력 수준이 낮은 조직에서는 변화에 저항하는 구성

원들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변화에 대한 저항을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통제의 수준이 낮고 구성원이 변화에 호의적인 조직에서는 조직 외부

나 상부의 뜻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인 결정에 따라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는 조직이다. 이 경우 구성원의 협력 관계는 강화되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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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통제 수준이 낮고 구성원이 변화에 적대적인 조직에서는 아무 일도 일

어나지 않을 것이다. 외부의 변화 요구에 대해 조직 구성원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변화를 거부할 때 조직 내부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외부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협력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는 

현재 상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협력 수준이 낮은 학교에서는 쇠퇴

하는 조직의 모습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

변화에 대한

태도

호의

적대

․통제수준 낮음

․변화에 호의적

․통제수준 높음

․변화에 호의적

․통제수준 낮음

․변화에 적대적

․통제수준 높음

․변화에 적대적

낮음 높음

통제수준

[그림1] 변화와 통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직일지라도 생산적인 갈등이 있는 학교가 아

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학교보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변화에 대한 저

항의 과정에서 변화의 목적과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외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보다는 조직 구성원이 주도하는 변

화가 낫다. 이상으로,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변화에 대한 외부 요구와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태도를 유형화하여 교사

들의 협력 관계와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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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문화의 개념과 영역

경영학 분야에서는 성과 관리를 위해 기업문화를 유형화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다. 그러나 학교 조직문화의 경우 기업의 조직문화와

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조직

문화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조직문화의 

개념이나 연구방법 등에 대한 합의된 모범정답은 없다(신중식 외, 

2003; 이정훈, 2004). 학교 조직의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는 문화가 학교에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편이지만, 구체적

인 조직문화의 개념이나 영역은 연구자마다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박삼철, 2004:78).

전통적으로 학교조직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는 경영분야의 조

직문화를 유형화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해 조직문화를 측정하는 연

구들이 있었다(신중식 외, 2003). 최근에는 학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질적 사례연구인 심층면담을 통한 조직문화 연구(이인효, 1990; 황기우, 

1993; Bloor & Dawson, 1994; 김병찬, 2003; 백형호, 2004; 강영택, 

2009)와 양적연구와 심증면접을 모두 사용한 연구(이혜영, 류방란, 윤

여각, 2001; 박영숙, 전제상, 2003; 김경미, 2004; Hargreaves, et al., 

2009)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문화의 개념을 정리

하고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조직문화의 영역을 도출하여 조직문화를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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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문화의 개념

주요 학자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학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조직문화를 연구한 학자인 Schein(1984)은 조직

문화를 한 집단이 외부의 적응성과 내부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면서 만들고 발견하고 개발시킨 기본적 가정들(assumptions)의 

패턴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새로운 구성원은 그 집단에서 유효하며 정

확하다고 인정된, 어떤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조직문화, 교직문화, 교사문화, 학교문화 등 어떤 용

어를 쓰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Schein의 정의와 유

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Schein(1984)의 연구 이전에 교사들의 문화

에 대해 탐구한 Lortie(1975)의 연구에서는 문화가 아닌 기풍(ethos, 

氣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직에서 발견되는 특성들의 집합체, 즉 

교사들 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향과 감정 및 사고방식들의 특수

한 조합을 연구하였다(진동섭 역, 1979). 

다음 [표2]는 연구자에 따른 조직문화의 정의를 나타내는 표이다. 먼

저 교사를 강조하는 문화의 정의로 교직/교원/교사문화를 용어로 사용한 

연구의 교직/교원/교사문화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에 대한 구분은 각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오영재(2001)는 교사들의 일상적 삶의 형식과 수준을 넘어 그 외현적 

현상의 내면에 유지되고 있는 교사들만의 고유한 행위의 원리 혹은 표준

들이라고 정의한다. 김병찬(2003)은 교직문화를 교사들이 교직활동을 

수행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신념, 가치 및 의미체계로 정의하였으며, 박

소영(2011)은 교사문화를 교사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체계, 태도, 신념, 

행동 양식 등으로 정의한다. 이에 같이 교직문화의 정의가 학교 조직문

화의 정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1 -

연구자 구분 정의

이인효(1990) 교직문화
교사집단이 교직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 공유하고

있는 교직활동을 이끄는 민속적 원리

김풍삼(1992) 교원문화

교원이 교직에 종사하게 되면서 교육조직 생활 속에서 나

타나게 된 생활양식 총체. 교원의 가치, 신념체제, 지식,

관습, 언어, 규범, 제도 등

황기우(1993) 교사문화
직업문화의 일종으로서 교사집단에 나타나는 교사 특유의

독특한 행동양식, 규범, 가치관

이정선(2000) 교직문화
교사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객관적 구조와 교사들의 주관

적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

이혜영, 류방란,

윤여각(2001)
교사문화

교사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지체계 또는 상징과 의

미의 체계

오영재(2001) 교사문화

교사들의 일상적 삶의 형식과 수준을 넘어 그 외현적 현

상의 내면에 유지되고 있는 교사들만의 고유한 행위의 원

리 혹은 표준들

김병찬(2003) 교직문화
교사들이 교직활동을 수행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신념 가

치 및 의미체계

박영숙, 전제상

(2003)
교직문화

교직사회 전반에서 인식 가능한 분위기와 느낌, 교직사회

구성원의 일상적 활동과 행위, 가치, 신념체계 등을 종합

하는 교직사회의 이미지, 구성원의 의식 및 가치체계, 이

것의 관리체계

김경미(2004) 교직문화

학교 구성원들 가운데 주로 교사집단의 생활양식 및 행동

양식은 물론 그들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 가는 그들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내면의 원리나 표준.

백형호(2004) 교사문화
교사가 학교체제 내외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된 교사

특유의 의식과 행동 양식

박소영(2011) 교사문화 교사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체계, 태도, 신념, 행동 양식 등

[표2] 교직/교원/교사문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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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3]은 조직문화와 학교조직문화를 용어로 사용한 연구의 정의

를 나타낸 표이다. 정의에 대한 구분은 각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학생의 학업에 대해 고려한 Cavanagh와 Dellar(1997)의 정의는 다른 

연구자들과 차이가 있다. 그들은 학교조직문화를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의도된 목적과 행동을 하게하는 교사들 사이의 공유되는 

가치와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부 연구는 조직문화 정의에 의례, 의

식, 상징 등을 포함하기도 했다(이석렬, 1997; 정일환, 2003). 이석렬

(1997)은 조직문화를 조직이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조직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는 가정, 신념, 가치, 규

범과 관습, 의례와 의식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조직문화의 정의에

는 의례와 의식이  제외되었다. 연구자에 따라 의례, 의식, 상징은 인식

되는 수준이 다른 영역으로 분석에 포함하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다. 피상적 사물이나 상징물을 보고 조직문화를 유추

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한 집단의 기본적 가정의 패턴(Schein, 1984)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성향과 감정 및 사고방식들의 특수한 조합(Lortie, 1975)을 나타내는 

공유된 가치체계는 조직문화의 핵심이다(Peters & Waterman, 198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학교의 조직문화를 교직활동 

중 교사들이 교사의 직무와 동료에 대해 형성하는 학교 단위의 공유된 

가치체계와 태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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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구분 정의

Schein(1984) 조직문화

한 집단이 외부의 적응성과 내부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하면서 만들고 발견하고 개발시킨 기본적 가정

들(assumptions)의 패턴

김준기(1991)
학교

조직문화

학교라는 조직체의 성원들에 의해 의심 없이 당연한 것으

로 받아들여지며,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공유가

정(shared assumption)인 가치, 신념, 이념, 목표가 학교조

직 구성원에게 작용되어 표출되는 상징적 행위의 복합체

Owens(1995)
학교

조직문화

학교라는 특정 조직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철학,

가치, 이념, 가정, 믿음, 기대, 태도, 규범 등

Hoy와

Miskel(1996)

학교

조직문화

학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가정 규범, 기준, 태도, 철학, 이념 등의 결합체

O'Reilly와

Chatman(1996)
조직문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공유된 가치이고, 적절한 태도를

정의하고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지침이 되는 규범

이석렬(1997)
학교

조직문화

학교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 활동과정에서 구

성원들이 공유하는 이념, 가정, 신념, 가치, 규범 등

Cavanagh와

Dellar(1997)

학교

조직문화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도된 목적과 행동

을 하게 하는 교사들 사이의 공유되는 가치와 신념

신중식 외(2003) 조직문화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철학, 이데올로기, 가

치 가정, 신념, 기대, 태도, 규범

정일환(2003)
학교

조직문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신념, 기대, 규범,

가정, 행동, 의식, 상징, 의미 체제 및 구조

이정훈(2004) 조직문화

문화는 공유된 가치, 사고방식, 행동양식으로 정의되는데,

이런 문화의 추상적인 개념을 일반 조직에 적용하여 개념

화한 것. 조직의 가시적 및 비가시적 요소들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

진동섭, 이윤식,

김재웅(2011)
조직문화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

원효현,

최동규(2013)
조직문화 조직구성원이 공유하는 기본적 가설, 가치, 규범

[표3] 조직문화/학교조직문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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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조직문화 영역

중학교 조직문화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문화를 측정할 

변인을 도출해야 한다. 이 파트에서는 중학교 조직문화의 변인을 도출하

기에 앞서 조직문화 영역을 검토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

다. 교사들의 문화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해 본 결과 각 연구마다 

상이한 연구 영역을 제시하고 있었다. 개념모형을 제시한 연구와 실증적

으로 조직문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분류한 조직문화 영역을 검토하여 선

행연구의 조직문화 변인을 영역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모형을 제시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ein(1985)

은 조직문화를 관찰되는 수준에 따라 인공물(artifacts), 가치(values), 

가정(assumptions)으로 구분해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많은 국내 연구

들이 Schein(1985)의 이론을 참고하여 학교의 조직문화 분석을 위한 

개념모형을 탐구하였다. 조남두(1993)9)는 학교조직문화를 내재적 문화

와 가시적 문화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문화의 요인은 가치, 규범, 기본가

정, 학교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그 요인으로 포함된다. 가시적 문화는 

의례, 의식, 일화, 역사, 교사와 교장�교감의 의사교환, 교사 상호간 의사

교환, 교사와 학생간 의사교환, 문서를 통한 의사교환, 상징할 만한 인

물, 상징할 만한 건물, 설립자 또는 교장,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 등을 포

함한다. 김준기(1991, 2000:21)는 학교의 조직문화를 핵심적 문화와 

표현적 문화로 유형화하고 표현적 문화는 다시 상징적 문화와 실천적 문

화로 구분하여 하위 요소를 탐색 하였다. 핵심적 문화요소에는 가치, 신

념, 이념, 목표가 있고 상징적 문화요소에는 일화, 언어, 영웅, 전설, 규

범, 관습, 습관, 문화망, 의식, 의례, 의미, 행동양식, 상징, 태도, 관념, 

9) 김창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이론과 실제의 탐구. 서울: 형설출판사. p. 20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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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앙, 감정, 인공물이 있고, 실천적 문화요소에는 경영전략, 조직구

조, 경영과정, 제도, 경영방침, 경영방식, 일상 업무가 있다.

이정선(2000)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의 조직문화를 업무와 

인간관계로 구분한다.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과 관

련한 활동이고 인간관계는 학생, 동료, 행정가, 학부모와의 인간관계가 

있다. 초등학교 조직문화에 관한 문헌분석 결과, 교직의 이중성, 현재주

의, 전문적 기술문화의 부재, 보수주의, 개인주의를 조직문화의 특징으로 

든다. 

마지막으로 이혜영, 류방란과 윤여각(2001)은 중등학교의 교사문화를 

분석하는 개념모형 교사의 의식과 교직활동 수행 방식을 교사문화의 영

역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교사문화의 영역을 바탕으로 변인을 도출하

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교사의 의식은 태도, 성향, 신념, 사고방식을 나

타내는 것으로 직업정체감, 자아효능감, 교직의 특성에 대한 인식, 교사 

성향, 교직의 매력에 대한 인식, 교사의 근무 조건에 대한 인식, 교직지

원체제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와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혔다. 교직활

동은 교직활동 수행방식과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사의 일상과 교직

활동에 대해 관찰과 면담을 통해 밝혔다.

연구자 구분 조직문화 영역

Schein(1985) 조직문화 인공물(artifacts), 가치(values), 가정(assumptions)

김준기(1 9 9 1 ,

2000)
학교조직문화 핵심적 문화, 표현적 문화(상징적 문화와 실천적 문화)

조남두(1993) 학교조직문화 내재적 문화, 가시적 문화

이정선(2000) 학교조직문화 업무, 인간관계

이혜영, 류방란,

윤여각(2001)
교사문화 교사의 의식, 교직활동 수행 방식

[표4] 조직문화의 영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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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내 초�중등학교의 조직문화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를 연

구자별로 분석 영역, 연구방법, 학교급을 나타낸 [표5]이다. 일부 연구에

서는 교사들의 문화를 영역 별로 구분해 연구하기도 했지만 영역 구분 

없이 변인을 선정한 연구들도 있다.

조직문화의 영역을 구분하여 변인을 선정한 연구들을 [표5]에서 제시

하였다. 1990년에 학교의 조직문화를 연구한 이인효(1990)는 수업, 학

급, 관리, 동료의 평가, 교장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조직문화를 분석하였

다. 그 이후에 이어진 연구마다 조직문화의 영역 구분이 연구자마다 다

른 것을 알 수 있다.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양적연구 등 연구방법은 다

양하고 두 가지 이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다. 연구 대상이 되

는 학교급은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함께 연구

되기도 하였다. 김병모(2010)는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문화가 연

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립 고등학교의 조직문화를 연구하였다.

분석영역에 인간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앞

서  문헌연구의 분석영역에 이정선(2000)은 인간관계를 포함하였고, 이

인효(1990)는 교장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오영재(2001), 김경미

(2004), 김병모(2010)는 인간관계를 학교 조직문화의 영역으로 포함하

였다. 조직문화의 영역 구분 없이 행해진 연구를 고려했을 때, 인간관계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인간관계 영역에 포함되는 조직문화의 

특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많다.

조직문화에는 교사들이 하는 일에 관련한 문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연구자마다 분류가 조금씩 다르거나 표현하는 말이 다르지만 대게

는 수업이나 학급경영과 관련한 영역과 행정 업무와 관련한 영역으로 크

게 구분할 수 있다. 조직문화의 영역 구분 없이 행해진 연구도 고려되었

다. 그 외 영역으로는 연구에 따라 포함하기도 하고 제외되어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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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조직문화 영역 연구방법 학교급

이인효(1990) 수업, 학급관리, 동료의 평가, 교장과의 관계
참여관찰,

심층면접
고등학교

김풍삼(1992) 개성의 발휘, 생계의 유지, 사회적 책무 양적연구
초․중․

고등학교

오영재(2001)

생활의 주기와 내용, 교사들의 주요 과업, 인

간관계, 비공식조직 활동, 교직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헌분석

(교단일기)

중․고등

학교

김병찬(2003) 교사들의 적응기제, 학교조직의 유지기제 사례연구 중학교

김경미(2004) 인간관계, 학급활동, 수업활동, 학교풍토
양적연구,

면담 조사

중․고등

학교

김병모(2010) 내부기제, 교육활동, 행정지배 구조, 인간관계
참여관찰,

심층면접
고등학교

원효현,

최동규(2013)
전문성, 의사결정, 공동체 의식, 배려성 양적연구

중․고등

학교

[표5] 조직문화의 영역2

으로 교직의 직업적인 처우나 지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밖에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변인을 연구한 이정훈(2004)은 조직행

위, 조직환경, 조직구조를 언급하고 그 중 조직행위의 하위 변인에 교사 

간 인간관계와 교사�행정가 관계를 포함하였다. 이정훈(2004)이 조직문

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한 조직행위, 조직환경, 조직구조의 하

위변인은 다른 연구들에서는 조직문화의 하위 영역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직문화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연구되

고 있다. 이정훈(2004)의 연구결과 조직행위에는 의사소통 채널, 학교

장 지도성, 교사집단 응집성, 교사 간 인간관계, 교사�행정가 관계를, 조

직환경에는 학교경영에 교사 참여, 학부모 참여, 교원단체, 학교 전통 및 

특성, 교육정책 변화를, 조직구조에는 교직원 인적구성, 공식적 조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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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조직이 포함된다.

다음은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에서 구분한 조직문화의 영역이다. 각 연

구마다 상이한 분석 영역을 고려해서 교사들의 문화를 연구한 결과를 교

직에 대한 인식, 교직수행 과정(수업), 교직수행 과정(행정), 교사 간 인

간관계로 구분하여 [표6]10)에 정리했다. 문헌연구를 통해 변인을 도출

한 연구들도 포함했다.

먼저, 교직에 대한 인식은 직업적 안정성과 승진에 대한 내용이 있다. 

교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포함시키지는 않는 영역이고 주

로 직업적 처우에 관한 내용이 조직문화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서 이 연구의 분석영역에서 제외했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직수행 과정(수업)영역과 관련하여 학생의 학력 향

상에 집중, 수업 이외에는 무관심, 교사 편의주의적인 태도와 변화에 대

한 저항 등을 언급한 연구가 많았다. 일부 효과적인 학교조직문화의 변

인에 집중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력 향상에 집중 이외에 수업이나 학급

관리에서 학생과의 좋은 관계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효능감, 전문성 개발

을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교직수행 과정(행정)의 영역과 관련하여 무력감과 수동적 성향, 관료

주의, 형식적으로 행하는 업무를 언급한 연구가 많았다. 효과적인 학교

조직문화의 변인에 집중한 연구에서는 학교 계획에 참여, 자율성, 업무 

배분의 공정성, 조직 목표의 내재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는 효과적인 학교의 문화적 요소로 리더십을 포함시켰는데(Cavanagh, 

& Dellar, 1997; 정일환, 2003),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장의 리더십을 학교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했다. 

10) 2015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포스터세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함.

위은주(2015).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교직문화와 학교 변화의 관계.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포스터세션, 8월 29일. 부산: 부산대학교.



- 39 -

마지막으로 교사 간 인간관계 영역과 관련하여 교사의 개인주의와 고

립, 갈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교사들의 개인주

의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효과적인 학교조직문화의 

변인에 집중한 연구에서는 교사 동료들 간의 협력이 인간관계 영역에서 

언급되고 있다.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난하기 보다는 교사들이 동료적 관계를 유지해가는 모습과 이를 변화

를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교사들

이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구축하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하기 위해 협력할 때 교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Lortie, 

1975).

이 연구에서는 학교조직문화의 영역을 교직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교

직수행 과정(수업), 교직수행 과정(행정), 교사 간 인간관계로 나누어 

변인을 설정하였다. 교직수행 과정(수업)과 관련하여 동료적 지원을 나

타내는 수업과 학생에 대한 협의를, 교직수행 과정(행정)과 관련하여 행

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주적 학교경영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참

여를, 교사 간 인간관계는 동료교사와 협력하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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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직에 대한 인식 교직수행 과정(수업) 교직수행 과정(행정) 교사 간 인간관계

이인효(1990) -
·학력 신장식 수업

·온정적 학급관리
·복종 ·유능

김풍삼(1992) ·사생활의 차별성
·학업성적 지향

·전문적 특성의 부족

·불만족

·수동적 교직문화
-

황기우(1993) -
·교수활동의 즉시성과

긴박성으로 인한 현재주의

·과거의 개인적 경험과 관행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특별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보신주의

·개인적 고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주의

Cavanagh와

Dellar(1997)
-

·수업 효능감(teaching efficacy)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강조(emphasis on learning)

·학교계획에 대한 참여(shared

planning)

· 변혁적 지도성(transformational

leadership)

·전문적 과업에 대한

협조(collegiality)

·일반적 과업에 대한

협력(collaboration)

이혜영,류방란

,윤여각(2001)
-

·학생과 인간관계 지향

·방어와 보수
·무력감과 체념 ·경계유지

오영재(2001)

·교육활동 이외의 장에서

작은 행복 찾기

·낮은 경제적 대우에

대한 깊은 회의

·성적위주의 교육현실에 대한

순응적 자세

·통제되지 않는 학생들,

속수무책의 대응과 면책의식

·행정에 대한 냉소적

형식주의로의 대처

·닫힌 자기 성(城)에서

혼자 살기

김병찬(2003) -
·교사 편의주의

·목적의식이 약함

·형식주의

·행정업무중심

·외부의 영향에 취약

·개인주의

·여교사중심

[표6] 조직문화 특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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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직에 대한 인식 교직수행 과정(수업) 교직수행 과정(행정) 교사 간 인간관계

정일환(2003) -
·전문성 개발

·학습동반자

·협동적 지도성

·목적의 일치성

·교사협동

·동료적 지원

백형호(2004) ·승진에 대한 집착 ·수업 지상주의 - -

박영숙,

전제상(2003)

·안정성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비가시성

·무관심

·폐쇄성

·이중성

·관료화

·갈등

김경미(2004) - ·존재가치에 대한 강한 인정성
·저항 속에 잠재된 순응

·학부모와의 신뢰 없는 형식적인 만남

·공적 활동 중심의 개인주의

·동학년 및 동교과 중심의

우리주의

박세훈,

이정로(2005)
·학업지향성

·공식성, ·집권성

·전문성, ·자율성

·개방성

·연대의식

정바울(2011) - ·현재주의 ·보수주의 ·개인주의

박소영(2011) - ·변화에의 저항
·민주적 학교조직문화

·업무배분의 공정성
·개인주의 문화

왕한신(2014) - ·의례화의 만연
·강박적인 보여주기 문화

·개인주의와관료주의속에서의역할긴장
·동학년 조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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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적 조직문화

최근 학교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바람직한 문화로서의 협력적 조

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일환, 2003; Cavanagh, & 

Dellar, 1997; Klette, 1997; Hargreaves, & Fullan, 2012). 일부 연

구자들은 교장의 리더십을 포함하여 조직문화의 요인을 밝히기도 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교사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개념적 논의를 하였다. 협력

적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

구는 거의 없고 문헌연구를 통해 몇몇 가지 영향 요인을 밝힌 연구가 있

었다. 협력이라는 용어 이외에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사용하여 

조직구성원들 간의 동료애 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하여 실증연구를 하거나 

개념적 논의를 하는 연구들(노종희, 1998; 김성열, 2001; 박세훈, 이정

로, 2005; 강영택, 2009; 원효현, 최동규, 2013)에서도 조직문화의 변

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원효현과 최동규(2013)를 제외

하고 거의 없었다.

먼저 협력적 조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일

환(2003)은 협력적 조직문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협동적 조직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협동적 학교조직문화 요인을 탐구하였다. 그는 교장의 

리더십을 포함하여 협동적 학교조직문화 요인으로 협동적 지도성, 교사

협동, 전문성 개발, 목적의 일치성, 동료적 지원, 학습동반자를 추출하였

다. Cavanagh와 Dellar(1997) 역시 교장의 리더십을 포함하여 효과적

인 학교의 일반적 특성인 6개의 문화적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그들은 학

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조직문화로 효율적인 수업지도(teaching 

efficacy), 학생들에 대한 학습 강조(emphasis on learning), 전문적 

과업에 대한 협조(collegiality), 일반적 과업에 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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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학교계획에 대한 참여(shared planning)와 변혁적 지

도성(transformational leadership)을 모델로 제시하였다.

다음은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노종희

(1998)는 학교공동체 진단 척도로 조직구성원들 간의 인간존중, 연대의

식 등을 제시하였고, 김성열(2001)은 학교분쟁의 해결책으로 교직원들 

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존중, 신뢰 등을 주장하며 학교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 가치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동료애 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박세훈, 이정

로, 2005:12). 박세훈과 이정로(2005)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직 가

치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치는 

연대의식, 자율성, 개방성, 전문성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성과 집권성의 

선호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이 협력성과 자율성은 높

지만 개방성, 적응성, 발전지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박영

숙, 전제상, 2003)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은 교직생활에서 협력성과 

자율성이 낮다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영택(2009)은 상호주의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학교를 갈등이 

있는 학교와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

중하는 학교에서 분명한 목표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상호존중과 신뢰의 문화가 적절하게 형성

되어 있는 학교를 바람직한 학교의 문화로 제안한다. 원효현과 최동규

(2013)는 중등학교의 조직문화의 하위영역으로 하위영역 전문성, 의사

결정, 공동체 의식, 배려성을 도출하고 교사와 학교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앞서 조직문화의 개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의 조직문화

를 교직활동 중 교사들이 교사의 직무와 동료에 대해 형성하는 학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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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유된 가치체계와 태도로 정의한다. 따라서 협력적 조직문화는 교

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력적 조직문화를 측정한 척

도점수는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

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은 협력적 학교조직

문화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설정한 1) 협력, 2) 의사결정 참

여, 3) 교사 간 협의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가. 협력

정일환(2003:307)은 협력(協力)이라는 용어 대신 협동(協同)으로 

collaboration을 표현하면서, 각 분야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탐구

하였다.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서 협력은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또는 개인

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어 Hargreaves

와 Fullan(2012)은 교육 분야의 선진체제들이 동료들을 혁신과 높은 성

취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점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협력

의 문화를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협력은 교사들이 서로 경계를 없애

고 서로 돕고 조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Hargreaves, & Fullan(2012)은 교사의 협력적 문화를 ①

소국분할주의, ②부자연스러운 동료적 협력관계, ③전문적 학습 공동체, 

④집합, 네트워크, 연맹과 같이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집합, 네트워크, 연

맹은 학교 간 협력을 말한다. 먼저, 협력적 문화 중 하나인 소국분할주

의는 동학년 또는 동교과 집단으로 이루어진, 빈약한 의사소통, 무관심, 

혹은 각자의 길을 가는 하부 집단들로 설명된다. 공간, 시간, 자원 등에 

관해 말다툼을 하는 경우 소국분할주의 문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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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연스러운 동료적 협력관계(contrived collegiality)는 협력이 행정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활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다. Hargreaves와 Dawe(1990)는 동료코칭에서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동료성을 언급한 바 있다. 협력적 문화를 위한 의도적인 장치의 사례에

는 코칭, 동료압력, 계획시간이 있다. 정수현(2000)은 개인주의적 공동

체를 언급하며 교사들이 학교를 공동체로 파악하려 하지만 전문적 협력 

관계로 발전되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음 지적하였다. 

교사의 이질성(異質性)과 의무로서 행하는 동료성(collegiality)으로 인

해 협력(collaboration)이 어렵고, 교사의 일에 대한 공통의 실행과 레

파토리의 양식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Klette, 1997). 또한 가르

치는 일(teaching)에 대한 기존의 구조와 문화가 변하지 않는 한, 현재

와 같이 교사들이 각종 복잡한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 없이 변화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과부하, 강

화, 죄책감, 불확실성, 냉소, 그리고 소진을 가져올 뿐이다(Hargreaves, 

1994). 

Lortie(1975)는 상호 신뢰와 동료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좀 더 

효과적인 동료적 관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책무성이라는 외부 통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Hargreaves와 Fullan(2012)은 바람직한 협력적 문화로 집합, 네트워

크, 연맹을 제시함으로써 교사 간 협력보다 더 나아가 학교 간 협력을 

주장한다. 반면 Klette(1997)는 그동안 전문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사

들의 체계적인 반성을 통해 수업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슈였는데, 최근에

는 협력과 동료성(collaboration and collegiality)이 학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O'Reilly와 Chatman(1996)은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무엇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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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공유된 가치이고, 조직 내에서 적절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정

의하며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지침이 되는 규범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에 따르면, 외부 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조직문화가 통제의 수단으로 이

해될 수 있다. 공유된 규범적 질서 또는 문화는 구성원의 관심을 집중시

키는 데 영향을 주고, 사건(event)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고 태도와 

행동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을 통제한다.

학교조직 내에서는 애정과 서로에 대한 인격 존중, 교육에 대한 사명

감 등을 바탕으로 하여 권력이 행사된다. 이에 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구성원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참여한다(Etzioni, 1961; 진동섭, 이윤식, 김재웅, 

2011:164). 학교는 규범적 권력과 도덕적 참여가 조합된 규범적 조직으

로, 협력이 규범으로 작동하여 조직의 내부 통제가 가능한 조직이다.

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사들의 협력을 연구한 Webb과 Vulliamy(1996)

는 영국에서 1988년에 Education Reform Act(ERA)의 실행을 연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RA의 결과 전체 학교 변화

(whole school change)에 대한 협력과 하향식(top-down) 경영 방식 

사이에 긴장 관계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교 변화의 많은 요소들이 개

인주의를 타파하고 개방, 신뢰, 그리고 협동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주의(managerialism)를 촉진하는 세력이 존재하였고, 이들

은 교사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저해했다. 

Webb과 Vulliamy(1996)는 만약 교장들이 협력적인 문화와 동료적 의

사결정을 지속하고 싶다면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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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 참여

실제 의사결정은 부분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거나 의견 제시 정도

에 그치치만, 그래도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교사들의 동료적 관계와 학교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논

하기 위하여 Arendt(1958)의 인간 활동(activities)에 대한 성찰을 참

고하였다. Arendt(1958)는 활동(activities)을 노동(labor), 작업

(work), 행동(action)으로 구분하여 그 세 가지 활동의 근본적 차이를 

논의한다. 그 중 노동은 신체적 활동과 관련한 것이고 소비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작업은 소비를 위한 물건이 아닌 내재적 가치가 있는 물

건, 예를 들면 도구(tool)를 만드는 것이다. 행동은 어떤 문제나 사물의 

중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일어나며 집단 생활에 부합하는 유일

한 활동이다. 공적 영역 즉 사회에서의 이러한 인간 행동의 전제조건은 

다양성과 부동의(不同意)에 대한 수용이며 논쟁하는 공동체에 참여함으

로써 한 사람의 의견이 형성되고 사고(mentality)가 확장된다(Arendt, 

1958).

Bourdieu(1977)는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것은 지적인 그리고 실행의 

에너지와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가르치는 실행의 다양성과 가르치는 것

의 새로운 규칙을 조정하는 것(orchestrating)이 힘든 것은 새로운 전략

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전략을 버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조직 구성원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 새로운 규칙

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영찬(2003)은 공적 디자인과 공동체 구

성원과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그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디자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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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field 외(1996)는 성공적인 학교 변화가 있었던 학교의 공통점

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①좀 더 개발이 충분히 잘 된 디자

인, 그리고 쉽게 읽히는 형태로 된 디자인이 도움이 된다. ②디자인팀이 

전체 학교 구성원들에게 디자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교사가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그 학교의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찾거나 고르는 학교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그것을 결정하는데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Simon(1971)은 의사결정의 형태를 정형화된 결정(programmed 

decisions)과 비정형화된 결정(non-programmed decisions)의 두 가

지 형태로 나누었다(남정걸, 2012). 정형화된 결정은 반복적이고 일상

적이며, 이미 결정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마다 

처음부터 새로운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예컨대 목표·표

준·절차·방법 및 정책 등은 정형화된 결정의 지침이 되는 것들이다. 

비정형화된 결정은 새롭고 중요한 결정으로서 전에 일어난 적이 없으므

로 문제의 특성과 구조가 분명치 않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전례가 없고 

예정해 놓은 방법이 없는 결정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자의 창의성과 판

단력이 더 필요하다. 이 결정에는 발견 또는 문제해결의 과정이 필요하

다. 문제를 다룰 때 합의된 절차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자

기의 창의력이나 독창성만 믿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합의

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Barnard(1938)는 말한 의사결정의 논리적(logical), 그리고 비논리적

(nonlogical) 과정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대해 논한다. 

Barnard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말이나 다른 상징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의식적인(conscious) 사고, 즉 이성(reasoning)을 의미한다. 비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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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을 통해서는 말이나 이성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판단, 결정, 또는 행동으로만 나타난다(Simon, 1987).

다. 협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교실에서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한

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와는 다르게 교사들은 

수업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시시각각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 

또는 ‘직감(gut feeling)’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Lortie, 1975). 이러한 특징을 가진 수업 영역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협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교사들의 협력적 조직문화를 알아보고자 한

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용어로 의사소통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교사 

간 협의가 교사의 직무인 가르치는 일에 대해 상의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여 협의를 사용하였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수업에 대한 것들을 다른 교사와 토론하고 자유롭

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Cavanaugh와 Dellar(1997)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강조가 교사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 Campbell(1996)은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에 대

한 도덕적 책임보다 동료들과 관련한 일이나 교사를 더 걱정하는 것이 

전문적 윤리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통제적 방법이 아니라 촉

진적 방법으로 협력적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들은 의사소

통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이해(understanding)를 재구조화하고, 새로

운 이해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 새로운 행동의 결과를 반성할 수 있도

록 서로 도울 수 있다(Sch�n, 1995). Sch�n(1995)은 반성적 실행의 

사례로 교사들이 함께 수업을 녹화한 장면을 보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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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교사 간 협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온타리오에서 2007년에 시작한 TLLP(Teacher Learning and 

Leadership Program)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Math talk 같은 

경우 수학교사 Nicole Walter Rowan이 동료 12명과 리더십팀인 4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워크샵을 하였다. 그 워크샵에서는 수학교사들이 모여

서 수학 협동수업 비디오를 보고 토론하여 공유하는 언어(shared 

vocabulary)를 개발하고 협동적 수학 문제 해결 수업이 어떤 모습인지 

교사들이 서로 조언하였다. 또한 학생에게 어떤 질문을 할 지, 반응을 

어떻게 끌어낼 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Lieberman, 

2010). 이 또한 바람직한 교사 간 협의의 모습이다.

Hargreaves, & Tucker(1991)는 돌봄에 대한 헌신, 가르치는 일의 

열린 결말, 책무성과 업무의 과중, 완벽하게 보이려는 강박이 교사가 가

지고 있는 네 가지 죄책감의 덫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책

무성과 업무의 과중 완화, 가르치는 일의 열린 결말에 대한 죄책감을 줄

일 수 있는 자신들의 전문적 표준과 한계를 설정할 동료의 공동체 구축, 

초등 교육의 주요 동기로써 개인적 보살핌과 보육에 대한 의존 감소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심각한 공적 문제이고 

교사들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실행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Hargreaves와 Fullan(2012)는 공식적 계획 시간이 교사의 개인주의

를 줄이지 못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의회 횟수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을 말한다. Hargreaves(2010)는 몇몇 교장이 교사들에게 언제 어

디에서 무엇에 관해 협력할 것인지 지도(instructing)했더니 교사들이 

화를 내며 덜 협력했다고 말한다. 공식적인 협의회보다는 교사들이 얼마

나 수업에 관한 내용이나 학생 지도에 관한 일을 동료와 공유한다고 생

각하는 지가 중요하다. 또한 동료들과 협의함으로써 개인주의가 완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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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데, 

Hargreaves(2010)는 이를 고립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현명하고 효과적

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피드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 교사들 개인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면 교사들의 개인주의는 교실의 

건축 구조, 높은 불안감을 주는 평가에 따른 자기 보호, 다양하고 큰 기

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의식과 완벽주의, 교사들에게 강요되는 

여러 압력들과 부족한 시간 때문일 수 있다.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의견이 다름, 고독의 기회와 기발함을 나타내는 개인성(個人

性)까지 제거하면 안 된다. 

이상으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인 협력, 의사결정 참여, 교사 간 협

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에서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

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라.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학교 간 차이와 변화, 그리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어떠한 요인들이 협력적 조직문

화의 학교 간 차이와 변화를 설명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시간에 따른 한국의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입장에서도 교직 경력이 높아짐

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였다. 

다음은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먼

저 교사의 경력에 따른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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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 경력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그 동안 경력은 승진이나 호봉을 결정하는 주요

한 요인으로 계산하는데 사용되어왔다. 교사의 경력에 따른 조직문화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교육행정학 연구 분야에서 경력을 활용하여 조직문

화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교사의 발달단계, 교

직사회화, 학교조직문화와 관련하여 경력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의 특성

을 밝힌 선행연구이다(Huberman, 1988; 백승관, 2003; 원효현, 최동

규, 2013).

교직사회화 과정의 단계와 관련하여  Huberman(1988)의 경력 구분

은 다음과 같다. 교직 경력 1-3년: 생존과 발견 단계(survival and 

discovery), 교직경력 4-6년: 안정화 단계(stabilization), 교직경력 

7-18년: 재평가 단계(experimentation), 교직경력 19-30년: 평정 단

계(serenity), 교직경력 31-40년: 이탈 단계(Disengagement). 안정화 

단계에 있는 교사들이 실험주의 및 행동주의 단계와 재평가/자기의심 단

계 등으로 차별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실험주의 및 행동주

의 단계로 이행한 교사들은 재평가/자기의심 단계와 평정 단계로, 재평

가/자기의심 단계로 이행한 교사들은 평정 단계나 보수주의 단계로 사회

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복합주기 모형을 제시한다(Huberman, 1988; 

이윤식 외, 2007:142). 

백승관(2003:47-8)은 교사발달과정과 단계에 경력 생존단계, 좌절단

계, 성장단계, 안정�침체단계, 성숙단계, 승진지향단계로 구분하여 교사의 

경력에 따라 어떤 발달과정이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생존단계, 좌절단

계, 성장단계, 안정�침체단계는 교직 진입단계부터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안정�침체단계부터 성숙단계를 거쳐 승진지향단계에 이르는 발달과

정만이 경력과 비례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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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현과 최동규(2013)는 중등교사 학교조직문화의 하위영역을 전문

성, 의사결정, 공동체 의식, 배려성으로 설정하고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

를 탐구하였다. 경력 단계는 1-4년, 5-10년, 11-20년, 21년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직경력 11-20년 된 교사보다는 21년 이상

의 교사들이 의사결정이나 배려성 차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으로 교사의 발달단계, 교직사회화, 학교의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교직 경력을 고려하여 살펴 본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경력을 고려한 교사의 협력적 조직문화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교사의 

비율을 고려해 5단계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2) 리더십

느슨한 결합 조직의 예상 가능한 문제, 즉 교사들의 개별화와 고립이

라는 문제를 지양하기 위하여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이종재, 이차

영, 김용, 송영오, 2012:386). 신중식 외(2003)는 학교조직문화의 변화

에 지도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며 문화적 지도성을 제안한다. 

교장이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동은 교장의 이야기 사용, 시간표의 

조직, 일관된 행동 모델의 유지, 능력 있는 교직원의 선발, 교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다.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학교의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힌 

연구에서는 해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친화적/진취적/보존적/합리적 

문화로 유형화한 연구들이 있다. 학교조직문화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주

요한 변인으로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을 변인으로 하는 변혁

적 지도성(조성일과 신재흠, 2002)과 학교 비전 제시, 수업 개선 활동, 

수업 지원 활동, 수업 평가 활동를 변인으로 하는 수업지도성(곽상기, 



- 54 -

2004)이 있다. 

학교는 공유된 아이디어가 권위의 근원이 되는 규범적 조직이다. 조직

에서는 위계적 권위로 리더십이 발휘되지만, 공동체의 비유에서는 공유

된 아이디어가 권위의 근원이 된다(Sergiovanni, 1994). O'Reilly and 

Chatman(1996)은 조직연구에서 문화는 통제의 수단으로 이해되며, 업

무가 예측불가능하고 불확실해질 때, 그리고 융통성과 적응성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할 때, 형식적 통제보다는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다. 교장은 위계적 권위를 가진 직장 상사로 관료적 통제를 실행하는 지

위에 있지만, 교직은 공유된 아이디어가 권위의 근원이 되는 규범적 조

직이기 때문에 교장의 규범적인 리더십 행동이 교사들에게 주는 영향력

이 크다. 교사들의 문화와 교장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미국의 초등교장

이 교사에 대해 위계적 결합 기제보다는 규범적 기제를 선호한다는 연구

(진동섭, 1989)가 있었고, 한국의 초등교장의 결합기제 연구(박상완, 

1992)와 교사들과 교장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에 대한 연구(김진수, 

1997; 곽명곤, 2003; 안우환, 권민석, 신재한, 2006) 등 후속연구들이 

있어왔다. 

리더십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진동

섭, 2006)으로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되며, 리더십

의 개념과 속성, 관점을 탐구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진동섭(2001)은 학교장의 역할로 변화 촉진자, 중개자, 기관통합자로 

구분하여 각 역할을 제시하였고, 권동택(2007)은 리더십을 인간적 차원

(인간 리더십), 교육적 차원(교육과정 리더십, 수업 리더십), 조직적 차

원(경영 리더십, 문화 리더십, 도덕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리더십이 발

휘되는 각 영역과 관련된 변인을 연구하였다. Deal과 Peterson(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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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리더는 기술자 또는 예술가로서의 리더십이 아닌 기술자, 그리고 예

술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조직을 이해하는데 

상징과 비유를 사용한다. Deal과 Peterson(1994, 2009)은 학교문화에 

대해 논하는데, 상징적 리더십(symbolic leadership)을 언급하며 학교

에서의 8개의 필수적 리더십 역할을 제시한다. 그 8개 역할은 역사가

(Historian), 인류학자(Anthropological sleuth(detective)), 예지자

(Visionary), 우상(Icon), 도예가(Potter), 시인(Poet), 배우(Actor), 

치유자(Healer)이다. Bolman과 Deal(2006)에서는 조직 경영에서 문

화, 우상, 의식, 이야기 등을 강조하는 상징적 프레임으로 마법사로서의 

리더를 제시한다.

김현진과 전용관(2011)은 변혁적 지도성의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감

화, 동기유발,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Bass, 1985)와 행태적 접근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서 개별적 관심은 인화중심지도성에 지적자극은 과업

중심지도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화중심지도성과 과업중

심지도성이 교사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리더십의 관점과 관련한 연구들은 특성론, 행동론, 상황론, 변혁지향 

접근(박선형, 2003; 김현진, 전용관, 2011)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는 변혁적 리더십을 포함하여 여러 이론들의 특성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

의 리더십 유형들이 수없이 제시되고 있다(진동섭, 2006). 예를 들면 

도덕적 리더십, 감성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의 연구들

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분산적 리더십을 공유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참여

적 리더십, 협동적 리더십과 함께 변혁적 리더십으로도 말할 수 있다

(Epstein, Galindo, & Sheldon, 2011)고 말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는 

분산적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의 한계를 보완한 이론이라고(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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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Spillane, Halverson, & Diamond, 2001) 주장하는 등 리더십

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박선형(2003)은 분산적 리

더십을 논할 때 그것이 다른 행정적 실제 행위(의사소통, 의사결정)와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을 측정하여 학교조직문화에 주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지원적 리더십은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 

중 일부인 개별적 배려와 관련된다. House(1996)의 목표-경로 이론에

서 말하는 리더십유형 네 가지 분류(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

취지향적 리더십, 지시적 리더십)는 지원적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중 지원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복지나 개인적 욕구에 역점

을 두는 리더십 유형이다. 그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리더의 심리적 지지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오하이오주에서 Blake and Mouton가 수행한 연구의 인화적 리

더십에서 확인되는 배려인지, House의 목표-경로에서 주장된 지원적 

리더십인지, Hershey and Blanchard의 발전적 리더십에서 확인되는 지

원적 리더십인지 상관없이 배려는 좋은 리더십의 핵심이다(Wart, 

2011). 즉, 배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지원적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다.

송윤현(2011)은 Wart(2005)의 정의를 참고하여 ‘추종자들을 고려

하며, 그들의 수요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각각 근로자들 개개인

들을 위한 친근한 업무 환경을 창조하는 리더십이다’라고 정의했다. 위

은주(2013)는 지원적 리더십을 ‘교장이 교사를 하급자가 아닌 동료로

서 대우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

록 전문적 교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정의했고,  

‘1. 교장이 의사결정에서 교사들과 상의함, 2. 교장이 교사들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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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3. 교장이 업무 조정을 위해 노력함, 4. 교장이 부서 간 협의회를 

개최함, 5. 교장이 교사의 수업 자료 확보를 도움’의 5개 설문문항을 

이용해 지원적 리더십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좋은 리더십의 핵심인 교장

의 배려를 강조하는 지원적 리더십을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을 ‘교장이 교사를 동료

로서 대우하고 배려하며, 그들이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정의하고 ‘1. 교장이 학교 

교육의 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2. 교장이 

교사에게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3. 교장이 필

요한 수업자료를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교사 개개인의 능

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의 설문문항을 이용해 측정하였

다. 

3) 교사 및 학교 특성

다음은 협력적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협

조적 조직문화나 협동적 조직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비슷한 개념의 조

직문화를 탐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하오현과 정용모(2013)은 병원에

서 협조적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

여 지식경영 요인과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으로 그 영향 요인을 밝혔다. 

지식경영 요인은 지식경영에 대한 사장의 관심과 지원,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결정의 위임과 같은 수평적 조직구조, 직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위한 자료와 매뉴얼 확보, 전문가에 의한 문제해결 또는 조직 내 상급자

에 의한 문제 해결과 직무지식 획득이 있다. 개인 특성은 성별, 나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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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간, 지위가 있으며 조직 특성은 조직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정일환(2003)이 협동적 학교조직문화의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만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

직 드물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 연구와 이 연구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으

로 설정한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리더십 이외에 선행연구에서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사 개인

의 특성과 학교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으

로 설정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하여 진동섭 외(2005)는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학력, 학교급이 영향을 미치고, 학교의 여교사 비율, 연령 구

성비, 대학원 이상 교사의 비율, 학교급 등도 영향을 미치는 영향임을 

주장하였다. 

이혜영, 류방란, 윤여각(2001)은 면담조사를 통해 교직문화의 형성 조

건을 내재적 조건과 외재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내재적 조건

으로는 학생 집단과의 관계 맺기, 교육에서의 다양한 기준과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언급하고 외재적 조건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조직, 교육

환경, 관료주의적 행정,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전문성 신장을 위

한 지원 체제, 순환근무제도, 입시 경쟁 등을 말한다. 내재적 조건은 학

교에서 실행하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힘든 요인이다.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입시 경쟁의 경우 학

교급 비교, 순환 근무제도는 공사립 학교 비교, 교육환경은 지역 구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으

나, 문헌연구를 통해 몇 가지 영향 요인을 밝힌 연구가 있다. 노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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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조직문화의 변화에 계획과 분석, 평가, 통합적 의사소통, 변화

에 대처할 조직의 준비에 대한 인식, 최상위 경영진의 지원, 적용의 사

용자 훈련, 인식된 유용성, 최소한의 직원,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개인

적 이득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위에서 언급된 교사와 학교와 특성 이외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의 규모

를 나타낼 수 있는 학급수와 학생의 평가 결과 활용 여부를 분석에 포함

하였다. 학급 수는 비율에 맞도록 5단계로 나누어 규모가 작은 학교를 

준거집단으로 학교의 규모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구조는 재생산될 수 있을 때 신뢰감과 책임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룩된 절차는 수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조직

의 규모가 작을수록 환경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그것은 규모가 작은 

조직의 경우 지배적 연합체와 개인의 의지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속

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규모가 큰 조직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

사결정과 책임을 위임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환경의 변화에 느리게 반응

하게 된다(Hannan & Freeman, 1984; 안희남, 1999:95) 

학생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지가 학교조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다. Stoll(1998)은 정교하게 분석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모든 학생 또

는 특정 학생 그룹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 부족하며 조직문화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학생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1990년에 영국, 

캐나다의 일부, 호주의 많은 지역에는 정부와 언론이 합세해서 공립학교 

교사들과 교직에 대해 비판하여, 교육과정이 표준화되고, 학교들은 학업 

성취에 따라 공개적으로 서열이 매겨졌다.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실패

하면 학교는 문을 닫고, 나이 많은 교사는 젊고 활기찬 교사로 대체되

고, 약한 지도자는 강한 지도자로 대체되었다.(Hargreaves, & Fullan, 



- 60 -

2012).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양한 데도 그 책임

을 교원에게 돌림으로써 학교와 교원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

용될 수 있다(이종재 외, 2012:587).

이 연구에서는 교사 특성에 성별, 경력, 학력, 직위를 투입하고 학교특

성에 학교 설립유형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를 투입하였다. 또한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의 

특성인 학교의 규모와 학생의 평가 결과 활용 여부, 여교사 비율, 교장

의 성별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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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에

서 중학교 데이터인 2004, 2007, 2010, 2013년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이다.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이고 각종 통제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라는 장점이 

있다. 1주기 이후에 응답 거부 등의 이유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

우 동일학교 외의 학교를 추가해서 표집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학교 데

이터 2004, 2007, 2010, 2013년도 중에 3주기 이상 응답한 학교로 한

정했고 4주기 설문조사에 모두 포함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조

직문화의 변화에서 개인의 변화보다는 학교 단위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연구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개인을 추적한 데이터가 아닌 학교

를 추적한 패널 데이터이다.

연구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에 한정한 이유는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공�사립 학교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하기 어렵고 고등학교는 학교의 종류가 다양하여 모두 통제하여 분석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조직문화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에 최근 여러 교육 정책들이 집중된 중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성별과 경력 등 개인 특성에 결측값이 있는 응답과 이 연구에서 사용

된 변인의 설문 문항에 거의 답을 안 한 불성실 응답, 그리고 교사가 속

한 학교 정보가 없는 응답이 전체 설문 결과의 약 2.6% 이었다. 이러한 

교사 응답과 4주기 동안 3주기 이상 데이터가 있지 않은 학교의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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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연구에서 4주기 모두 참여한 학교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결측값 

처리 전 813개 학교에서 62.5%인 508개 학교, 결측값 처리 전 

26,120명 교사에서 70.6%인 18,434명의 교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게 

되어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삭제되고 데이터 표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연구는 설문에 응답한 각 학교에서 조직문화의 변

화가 어떠했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아니라, 한국의 중학교에서 지난 10

여 년 동안 있었던 조직문화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전국 

단위의 표집이 중요하다. 따라서 3주기 이상 학교로 연구대상을 설정하

였다.

최종적으로 교사 설문 1,911명(7.3%)의 데이터를 삭제한 24,209명

을 분석했고, 학교 47개(5.8%)의 데이터를 삭제한 766개 학교를 분석

했다. 아래 [표7]은 결측값 처리 전과 후의 주기별 학교 수와 교사 수를 

보여준다.

주기 연도
결측값 처리 전 결측값 처리 후

학교수 교사수 학교수 교사수

1주기 2004년 197 6,405 193 6,098

2주기 2007년 189 6,131 185 5,825

3주기 2010년 215 6,734 204 6,390

4주기 2013년 212 6,850 184 5,896

합계 813 26,120 766 24,209

[표7] 결측값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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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여교사 수는 [표8]에서 주기별로 

모집단을 분석 대상과 비교했다. 모집단은 1주기에 여교사 비율이 

61.5%, 2주기에 63.6%, 3주기에 65.7%, 4주기에 67.5%이다. 분석대

상에서는 1주기에 여교사 비율이 63.9%, 2주기에 64.3%, 3주기에 

67.7%, 4주기에 68.1%이다.

주기 연도
모집단 분석대상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1주기 2004년 101,719 62,511 39,208 6,098 3,894 2,204

2주기 2007년 107,986 68,673 39,313 5,825 3,745 2,080

3주기 2010년 108,781 71,466 37,315 6,390 4,325 2,065

4주기 2013년 112,690 76,116 36,574 5,896 4,016 1,880

합계 431,176 278,766 152,410 24,209 15,980 8,229

[표8] 모집단과 분석대상 여교사수 비교

다음 [표9]는 분석대상 학교수, 교사수를 실제 모집단의 학교수, 교사

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이다. 학교특성은 교육통계서비스11)를 

통해 알 수 있는 설립유형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별 학교수를 제

시했다. 3주기 이상 설문에 참여한 분석 대상 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 

3,204의 6.5%인 207개이고, 분석 대상 교사 수의 4주기 합계는 전체 

교사 111,247명의 21.8%인 24,209명이다.

먼저 설립유형을 살펴보면 모집단 3,204개 학교 중에는 국립학교가 

0.3%, 공립학교가 79.7%, 사립학교가 20.0% 포함되어있다. 전국에 9

1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http://kess.kedi.re.kr



- 64 -

개가 있는 국립학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분석대상 207개 학교 

중에는 공립학교가 78.7%, 사립학교가 21.3%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모집단 3,204개 학교 중 특별시에 위치한 학교

는 12.0%,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는 19.4%,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30.3%,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는 38.3% 포함되어 있다. 

분석대상 207개 학교 중에는 특별시에 위치한 학교는 13.5%,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는 19.8%,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29.0%,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는 37.7% 포함되어 있다.

교사특성은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학교의 설립유형과 지

역규모별 여/남교사 수를 제시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모집단에서 여

교사는 전체 교사의 68.6%인 76,298명으로 분석대상의 여교사 비율

(66%, 15,980명)과 차이가 크지 않다.

설립유형을 살펴보면 모집단 111,247명 교사 중에는 국립학교에 근무

하는 교사가 0.4%,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82.8%, 사립학교에 근

무하는 교사가 16.8% 포함되어있다. 국립학교는 분석 대상에서 포함되

지 않았다. 분석대상 교사 24,209명 중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

사가 79.4%,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0.6%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모집단 111,247명 교사 중 특별시에 위치한 학

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16.2%,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23.9%,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39.3%,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20.6% 포함되어 있다. 분석

대상 24,209명 교사 중에는 특별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15.2%,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22.6%,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34.1%,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28.1%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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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설립유형과 학교가 위치한 지역 규모별 여교사 비율을 모

집단과 분석 대상을 비교한 결과이다. 설립유형을 살펴보면 모집단 교사 

중에는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66.8%,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73.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

교사 비율은 46.2% 포함되어있다. 국립학교는 분석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분석대상 교사 중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

율은 71.1%,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46.4%이다.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모집단 교사 중 특별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

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69.9%,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

사의 여교사 비율은 72.0%,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71.6%,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57.9%이다. 분석대상 교사 중에는 특별시에 위치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71.1%, 광역시에 위치한 학

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68.5%,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71.2%,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교사 비율은 57.5%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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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집단: 2015년 기준 분석 대상

학교

수

교사수 학교

수

교사수

전체 여자 남자 전체 여자 남자

설립

유형

국립 9 407 272 135 - - - -

공립 2,554 92,169 67,395 24,774 163 19,221 13,667 5,554

사립 641 18,671 8,631 10,040 44 4,988 2,313 2,675

지역

규모

특별시 384 18,076 12,633 5,443 28 3,684 2,444 1,240

광역시 620 26,623 19,161 7,462 41 5,466 3,745 1,721

중소도시 972 43,665 31,259 12,406 60 8,264 5,885 2,379

읍면지역,

도서벽지
1,228 22,883 13,245 9,638 78 6,795 3,906 2,889

전체 3,204 111,247 76,298 34,949 207 24,209 15,980 8,229

[표9] 모집단과 분석 대상 비교

이상으로 표집된 데이터가 모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모

집단과 분석대상을 확인 가능한 학교와 교사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학교수와 교사수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다음 절은 학교와 교사 

특성과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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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이 연구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으로 설정한 교사의 협력, 의사결

정 참여, 협의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과 학교와 교사 특성 변수는 한국교

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2004-2013년도 데

이터에서 발췌하여 사용했다. 다음 [표10]부터는 전체 데이터의 교사 

특성인 성별, 학력, 직위, 경력별로 교사수와 비율을 나타내고, 학교 특

성인 학생평가결과 활용, 학급수, 교장 성별, 여교사 비율에 따른 학교수

와 비율은 주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교사특성과 학교 특성에 

따른 교사와 학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사 특성 변인

교사 특성 중 여교사수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24,209명 중 여교사

는 66%이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여교사 비율이 1주기에 63.9%, 2주기

에 64.3%, 3주기에 67.7%, 4주기에 68.1%로 나타난다. 전체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은 앞의 분석대상을 모집단과 비교하는 표에서 더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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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 주기 구분 교사수 퍼센트(%)

전체

합계 24,209 100.0

1주기 6,098 100.0

2주기 5,825 100.0

3주기 6,390 100.0

4주기 5,896 100.0

여자

소계 15,980 66.0

1주기 3,894 63.9

2주기 3,745 64.3

3주기 4,325 67.7

4주기 4,016 68.1

남자

소계 8,229 34.0

1주기 2,204 36.1

2주기 2,080 35.7

3주기 2,065 32.3

4주기 1,880 31.9

[표10] 교사 특성-교사 성별

교사 특성 중 교사의 학력은 전체 교사 중 대졸이하 교사가 64.7%, 

석사수료 이상이 33.9%, 박사수료 이상이 1.4%이다. 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교사가 1주기에는 72.0%, 2주기에는 65.9%, 3주기에는 

62.0%, 4주기에는 58.9%이고 석사수료 이상은 1주기에는 27.0%, 2주

기에는 32.8%, 3주기에는 36.5%, 4주기에는 39.5%이며 박사수료 이

상은 1주기에는 1.0%, 2주기에는 1.3%, 3주기에는 1.5%, 4주기에는 

1.6%로 나타났다. 대학졸업 이하 교사 비율은 줄고 석사수료 이상이나 

박사수료 이상 교사의 비율이 주기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는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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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구분 주기 구분 교사수 퍼센트(%)

전체

합계 24,209 100.0

1주기 6,098 100.0

2주기 5,825 100.0

3주기 6,390 100.0

4주기 5,896 100.0

대학졸업

소계 15,662 64.7

1주기 4,390 72.0

2주기 3,837 65.9

3주기 3,963 62.0

4주기 3,472 58.9

석사수료이상

소계 8,214 33.9

1주기 1,645 27.0

2주기 1,912 32.8

3주기 2,330 36.5

4주기 2,327 39.5

박사수료이상

소계 333 1.4

1주기 63 1.0

2주기 76 1.3

3주기 97 1.5

4주기 97 1.6

[표11] 교사 특성-교사 학력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원 졸업한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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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구분 주기 구분 교사수 퍼센트(%)

전체

합계 24,209 100.0

1주기 6,098 100.0

2주기 5,825 100.0

3주기 6,390 100.0

4주기 5,896 100.0

부장교사

소계 6,386 26.4

1주기 1,557 25.5

2주기 1,499 25.7

3주기 1,645 25.7

4주기 1,685 28.6

평교사

소계 15,138 62.5

1주기 4,213 69.1

2주기 3,898 66.9

3주기 3,963 62.0

4주기 3,064 52.0

교사 특성 중 직위는 전체 교사에서 부장교사가 26.4%, 평교사가 

62.5%, 기간제 교사가 9.7%, 시간강사가 1.4% 차지한다. 부장교사는 1

주기에는 25.5%, 2주기에는 25.7%, 3주기에는 25.7%, 4주기에는 

28.6%이고, 평교사는 1주기에는 69.1%, 2주기에는 66.9%, 3주기에는 

62.0%, 4주기에는 52.0%이며 기간제 교사는 1주기에는 5.0%, 2주기

에는 7.1%, 3주기에는 9.4%, 4주기에는 17.4%, 시간 강사는 1주기에

는 0.4%, 2주기에는 0.3%, 3주기에는 2.8%, 4주기에는 2.1%이다. 주

기가 지날수록 평교사의 비율은 줄고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간제 교사가 설문에 더 많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각 학교에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가 몇 명씩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2] 교사 특성-교사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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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소계 2,341 9.7

1주기 304 5.0

2주기 412 7.1

3주기 602 9.4

4주기 1,023 17.4

시간 강사

소계 344 1.4

1주기 24 0.4

2주기 16 0.3

3주기 180 2.8

4주기 124 2.1

교사 특성 중 경력의 평균은 약 14년이다. 그런데 교사들의 조직문화

가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력 1년 차이의 의미보다는 특정 경력 단계별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 실제 현실을 참고

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력을 5단계로 구분하여 교사 개인 수준에서의 조

직문화의 변화를 검토하고,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교직 사회화가 끝난 경력 교사(이 연구에서는 교직 경

력 25-40년)를 기준으로 다른 경력 단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 모

형에 투입하였다. 교사경력은 전체 교사수의 비율에 맞게 5단계(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로 나눠 코딩을 다시 한 후 

투입했다. 교직경력 3년까지는 20%가 안 되지만 4년까지로 구분하면 

20%가 넘게 되고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경력 5년 이전과 이후는 다

른 경력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0-4년을 1단계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5-11년을 2단계로, 12-18년을 3단계로, 19-24년을 4단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5-40년을 5단계로 설정하였다. 승진 점수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 20년 전후 역시 교사 개인의 경력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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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경력 20년은 승진에 필요한 절대적인 

경력은 아니고 경력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경력으로 그 외 

승진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게 된다.

각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경력 0-4년 교사가 24.5%, 5-11

년 교사가 14.5%, 12-18년 교사가 31.1%, 19-24년 교사가 18.0%, 

25-40년 교사가 12.0%로 12-18년 교사가 다른 주기보다 더 많이 포

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주기에는 경력 0-4년 교사가 22.9%, 5-11년 

교사가 18.5%, 12-18년 교사가 23.0%, 19-24년 교사가 19.7%, 

25-40년 교사가 15.9%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3주기에는 경력 

0-4년 교사가 20.3%, 5-11년 교사가 23.3%, 12-18년 교사가 

12.6%, 19-24년 교사가 23.5%, 25-40년 교사가 20.4%로 12-18년 

교사가 다른 주기보다 더 적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4주기에는 경력 

0-4년 교사가 22.6%, 5-11년 교사가 21.7%, 12-18년 교사가 

14.0%, 19-24년 교사가 18.4%, 25-40년 교사가 23.3%로 12-18년 

교사가 다른 주기보다 더 적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별로 각 경

력 단계에 해당하는 교사수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특히 12-18년 교사

의 비율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석모형에서는 교사 경력이 

교사수준의 변인으로 전체 교사 수준에서 분석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주기에 따른 변화를 개인 수준이 

아닌 학교수준에서 분석하고 개인 수준의 변인은 전체 교사 수준에서 분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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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구분 주기 구분 교사수 퍼센트(%)

전체

합계 24,209 100.0

1주기 6,098 100.0

2주기 5,825 100.0

3주기 6,390 100.0

4주기 5,896 100.0

경력1(0-4년)

소계 5,451 22.5

1주기 1,491 24.5

2주기 1,333 22.9

3주기 1,294 20.3

4주기 1,333 22.6

경력2(5-11년)

소계 4,723 19.5

1주기 882 14.5

2주기 1,076 18.5

3주기 1,486 23.3

4주기 1,279 21.7

경력3(12-18년)

소계 4,868 20.1

1주기 1,896 31.1

2주기 1,341 23.0

3주기 807 12.6

4주기 824 14.0

경력4(19-24년)

소계 4,831 20.0

1주기 1,095 18.0

2주기 1,148 19.7

3주기 1,501 23.5

4주기 1,087 18.4

경력5(25-40년)

소계 4,336 17.9

1주기 734 12.0

2주기 927 15.9

3주기 1,302 20.4

4주기 1,373 23.3

[표13] 교사 특성-교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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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특성 변인

학교 특성 중 학생 평가 결과 활용 여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학

생 평가 결과 활용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두 표시하도록 설문조

사 했으므로 각 평가 결과 활용 여부를 분석 모형에 투입하여 해석하였

다. 4주기 동안 공통으로 조사된 학생 개별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교수/

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학교의 성적을 연도별로 비교를 발췌하였

다. 학생 개별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은 전체 학교 중 89.0%에서 

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은 85.2%

에서, 학교의 성적을 연도별로 비교하는데 활용은 52.1%에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생 개별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학교는 1주기

에 87.0%, 2주기에 94.1%, 3주기에 87.3%, 4주기에 88.0%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는 1주기에 82.9%, 2주기에 91.4%, 3주기에 84.3%, 4주기에 82.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성적을 연도별로 비교하는데 활용

하는 학교는 1주기에 28.0%, 2주기에 44.9%, 3주기에 56.4%, 4주기

에 7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별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학교의 비율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학교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학교의 성적을 연도별로 비교하는데 

활용하는 학교의 비율은 1주기에 28.0%에서 4주기에 79.9%로 큰 변화

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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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구분 주기 구분 학교수 퍼센트(%)

전체

합계 766 100.0

1주기 193 100.0

2주기 185 100.0

3주기 204 100.0

4주기 184 100.0

한다

소계 682 89.0

1주기 168 87.0

2주기 174 94.1

3주기 178 87.3

4주기 162 88.0

안한다

소계 84 11.0

1주기 25 13.0

2주기 11 5.9

3주기 26 12.7

4주기 22 12.0

[표14] 학교 특성-학생 개별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학생평가결과 활용

활용 구분 주기 구분 학교수 퍼센트(%)

전체

합계 766 100.0

1주기 193 100.0

2주기 185 100.0

3주기 204 100.0

4주기 184 100.0

한다

소계 653 85.2

1주기 160 82.9

2주기 169 91.4

3주기 172 84.3

4주기 152 82.6

안한다

소계 113 14.8

1주기 33 17.1

2주기 16 8.6

3주기 32 15.7

4주기 32 17.4

[표15] 학교 특성-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학생평가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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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구분 주기 구분 학교수 퍼센트(%)

전체

합계 766 100.0

1주기 193 100.0

2주기 185 100.0

3주기 204 100.0

4주기 184 100.0

한다

소계 399 52.1

1주기 54 28.0

2주기 83 44.9

3주기 115 56.4

4주기 147 79.9

안한다

소계 367 47.9

1주기 139 72.0

2주기 102 55.1

3주기 89 43.6

4주기 37 20.1

[표16] 학교 특성-학교의 성적을 연도별로 비교하는데 학생평가결과 활용

학교 특성 변인 중 조직규모는 학급수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 교육

부에서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의 학생 수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주기마다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기준으로 분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학급 수는 교직 경력단계와 

마찬가지로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여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투입하였다. 학급 수 1개 차이보다는 

규모의 차이가 나타나는 단계가 의미 있는 구분이라고 판단하여 학급 수

의 비율에 맞게 5단계(4-13개, 14-20개, 21-25개, 26-30개, 

31-50개)로 코딩을 변경해 분석에 투입하였다. 

전체 학교에서 학급 수 4-13개는 20.9%, 14-20개는 20.8%, 

21-25개는 19.6%, 26-30개는 19.7%, 31-50개는 19.1%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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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정했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학급 수 4-13개는 

18.7%, 14-20개는 19.7%, 21-25개는 20.2%, 26-30개는 16.1%, 

31-50개는 25.4%를 차지한다. 2주기에는 학급수 4-13개는 20.0%, 

14-20개는 18.9%, 21-25개는 17.3%, 26-30개는 19.5%, 31-50개

는 24.3%를 차지한다. 3주기에는 학급수 4-13개는 21.1%, 14-20개

는 20.1%, 21-25개는 20.6%, 26-30개는 22.1%, 31-50개는 

16.2%를 차지한다. 4주기에는 학급수 4-13개는 23.9%, 14-20개는 

24.5%, 21-25개는 20.1%, 26-30개는 21.2%, 31-50개는 10.3%를 

차지한다. 1주기와 2주기에서 학급수 31-50개 학교 비율이 다른 학급

수의 학교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3주기와 4주기에 매우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의 큰 학교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

으로 판단된다. 분석 모형에서 학급수 변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

교 특성으로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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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수 구분 주기 구분 학교수 퍼센트(%)

전체

합계 766 100.0

1주기 193 100.0

2주기 185 100.0

3주기 204 100.0

4주기 184 100.0

학급수1(4-13개)

소계 160 20.9

1주기 36 18.7

2주기 37 20.0

3주기 43 21.1

4주기 44 23.9

학급수2(14-20개)

소계 159 20.8

1주기 38 19.7

2주기 35 18.9

3주기 41 20.1

4주기 45 24.5

학급수3(21-25개)

소계 150 19.6

1주기 39 20.2

2주기 32 17.3

3주기 42 20.6

4주기 37 20.1

학급수4(26-30개)

소계 151 19.7

1주기 31 16.1

2주기 36 19.5

3주기 45 22.1

4주기 39 21.2

학급수5(31-50개)

소계 146 19.1

1주기 49 25.4

2주기 45 24.3

3주기 33 16.2

4주기 19 10.3

[표17] 학교 특성-학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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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 주기 구분 학교수 퍼센트(%)

전체

합계 766 100.0

1주기 193 100.0

2주기 185 100.0

3주기 204 100.0

4주기 184 100.0

여자

소계 106 13.8

1주기 16 8.3

2주기 23 12.4

3주기 38 18.6

4주기 29 15.8

남자

소계 660 86.2

1주기 177 91.7

2주기 162 87.6

3주기 166 81.4

4주기 155 84.2

[표18] 학교 특성-교장 성별

다음은 학교 특성 중 교장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학교 중 교장의 성별

이 여자인 학교는 13.8%로 나타난다. 1주기에는 8.3%, 2주기는 

12.4%, 3주기는 18.6%, 4주기는 15.8%로 과거에 비해 점점 증가하는 

여교장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특성 중 각 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다음과 같다. 여교사 수보다는 

여교사 비율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투입했다. 각 학교의 여

교사 비율은 모든 주기의 평균이 61%이고 최소 7%에서 최대 94%로 

나타난다. 1주기와 2주기에 59%, 3주기에 62%, 4주기에 65%로 각 학

교의 여교사 비율의 평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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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구분 학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 766 0.61 0.17 0.07 0.94

1주기 193 0.59 0.17 0.07 0.87

2주기 185 0.59 0.18 0.12 0.91

3주기 204 0.62 0.16 0.13 0.92

4주기 184 0.65 0.15 0.19 0.94

[표19] 학교 특성-여교사 비율

다. 협력적 조직문화와 지원적 리더십

다음은 주요 변인에 대한 설문문항과 기초통계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으로 설정한 교사의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

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과 주요 설명변인인 지원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설

문 문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2004-2013년도 데이터에서 발췌하여 사용했다. 다음 [표20]은 이 연

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이다. 협력적 조직문화 22개 문항의 신뢰도는 

0.922이고 지원적 리더십 4개 문항의 신뢰도는 0.880이다. 협력적 조직

문화의 각 변인의 신뢰도를 보면, 협력의 7개 문항이 0.900이고 협의 4

개 문항이 0.774, 의사결정참여 11개 문항이 0.9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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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Cronbach‘s α

협력

1.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 활동과 업무에 관하여 동료 교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

0.900

2.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 활동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가치와 신념을 동료 교사와 공유한다.

3.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서로 협력을 잘한다.

4. 우리 학교는 가족과 같다. 모두 친밀하며, 서로를 생각한다.

5.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교 교육 목표와 활동 내용을 서로 잘 알고 있다.

6. 우리 학교는 교사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7.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생 지도 및 수업 활동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동료 교사들로부터 조언을 얻는다.

협의

1. 선생님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학업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0.774
2. 선생님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행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3. 선생님은 동료 교사와 학습 과제물의 내용 또는 분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4. 선생님은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출ㆍ결석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의사결

정

참여

1.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교내 연수의 내용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0.935

2.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급 편성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3.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보직 교사 인사를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4.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담당 교사 배정을 결정할 때, 선생님

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5.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예산 사용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6.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칙 및 규정 개정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7.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연간 학교 교육과정 수립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8.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급 담임 배정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9.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업무(사무) 분장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10.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교 연간 예산 편성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11.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학생 처벌을 결정할 때,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지원적

리더십

1. 교장이 학교 교육의 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0.880
2. 교장이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3. 교장이 필요한 수업자료를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교사들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한다. (2010년부터 ‘지원해주려고 노력한다’ 추가)

[표20] 협력적 조직문화 및 지원적 리더십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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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조직문화 및 지원적 리더십 문항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

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협력적 조직문화를 측정한 문

항 22개와 지원적 리더십을 측정한 문항 4개를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였

고, 신뢰도는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협력적 조직문화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앞의 

[표20]에서 설문문항 옆에 제시되어있다. 요인분석의 회전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사교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요인이 4개로 나왔고 아래 [표

21]에 패턴행렬을 제시하였다. KMO값이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의 

의미가 높고 0.5이하이면 성립하지 않는데,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는 KMO값이 .950이고 근사카이제곱이 385383.128, 자유도 325, 유의

확률이 .000으로 적절한 요인분석으로 나타났다. 



- 83 -

문항
성분

공통성
1 2 3 4

협력적 조직문화

[의사결정 참여]

교내 연수의 내용 .545 .069 -.003 .168 .484

학급편성 .762 .027 -.016 .018 .615

보직교사 인사 .798 -.010 -.029 .027 .649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의 담당교사 배정 .757 .016 .001 -.002 .584

교수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예산 사용 .731 .002 .017 .080 .614

학칙 및 규정 개정 .767 -.010 .037 .048 .637

연간 학교교육과정 수립 .769 .009 .003 .058 .655

학급담임 배정 .895 -.025 -.022 -.089 .693

업무(사무) 분장 .869 -.005 -.029 -.079 .672

학교 연간예산 편성 .794 -.018 -.005 .031 .644

학생 처벌 .681 .047 .069 -.015 .506

[협력]

학교교육활동과 업무 .041 .830 .022 -.111 .659

가치와 신념 공유 .023 .831 .054 -.050 .704

교사들이 서로 협력 잘 함 .041 .867 -.021 -.055 .734

가족과 같음 -.025 .819 -.069 .093 .695

학교교육목표와 활동 내용을 잘 알고 있음 .001 .719 .014 .112 .613

교사모임이 활성화 -.032 .643 -.071 .186 .506

학생지도 및 수업활동 문제에 대한 조언 .021 .743 .113 -.065 .593

[협의]

학생들의 학업 문제 .017 .037 .837 -.054 .717

학생들의 수업태도 및 행동 .041 -.012 .825 -.099 .673

학습과 제물의 내용 또는 분량 -.071 .047 .668 .125 .486

학생의 출, 결석 상태 .019 -.037 .754 .059 .568

지원적 리더십

학교교육 개선과 교사들의 아이디어에 관심 .008 .024 .039 .834 .732

교사 영향 줄 수 있는 의사결정 교사와 상의 .103 .007 -.008 .799 .750

필요한 수업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줌 .131 .025 .032 .716 .666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징 잘 파악 -.001 .038 .005 .856 .764

[표21] 설문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패턴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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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는 종속변수인 협력적 조직문화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한 전체 교사의 협력적 조직문화 중 협력의 평

균은 3.61(표준편차 0.60), 의사결정 참여의 평균은 3.46(표준편차 

0.65), 협의의 평균은 3.87(표준편차 0.66)이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

주기에는 협력적 조직문화 중 협력의 평균은 3.46(표준편차 0.54), 의

사결정 참여의 평균은 3.30(표준편차 0.62), 협의의 평균은 3.86(표준

편차 0.56)이다. 2주기에는 협력적 조직문화 중 협력의 평균은 3.48(표

준편차 0.58), 의사결정의 참여 평균은 3.37(표준편차 0.63), 협의의 

평균은 3.80(표준편차 0.73)이다. 3주기에는 협력적 조직문화 중 협력

의 평균은 3.70(표준편차 0.59), 의사결정 참여의 평균은 3.52(표준편

차 0.64), 협의의 평균은 3.80(표준편차 0.65)이다. 4주기에는 협력적 

조직문화 중 협력의 평균은 3.80(표준편차 0.63), 의사결정 참여의 평

균은 3.65(표준편차 0.66), 협의의 평균은 4.04(표준편차 0.64)이다. 

변인마다 주기에 따른 평균이 달라진다. 주기별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

는 다음 파트에서 Z점수로 변환한 변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분산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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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주기 교사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협력

합계 24,209 3.61 0.60 1.00 5.00

1주기 6,098 3.46 0.54 1.00 5.00

2주기 5,825 3.48 0.58 1.00 5.00

3주기 6,390 3.70 0.59 1.00 5.00

4주기 5,896 3.80 0.63 1.00 5.00

의사결정참여

합계 24,209 3.46 0.65 1.00 5.00

1주기 6,098 3.30 0.62 1.00 5.00

2주기 5,825 3.37 0.63 1.00 5.00

3주기 6,390 3.52 0.64 1.00 5.00

4주기 5,896 3.65 0.66 1.00 5.00

협의

합계 24,209 3.87 0.66 1.00 5.00

1주기 6,098 3.86 0.56 1.00 5.00

2주기 5,825 3.80 0.73 1.00 5.00

3주기 6,390 3.80 0.65 1.00 5.00

4주기 5,896 4.04 0.64 1.00 5.00

[표22] 협력적 조직문화 변인

[표23]는 지원적 리더십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5점 척도로 설

문조사를 한 전체 교사의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은 3.48(표준편차 0.78)

이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은 3.25(표준

편차 0.75)이다. 2주기에는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은 3.38(표준편차 

0.75)이다. 3주기에는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은 3.59(표준편차 0.75)이

다. 4주기에는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은 3.70(표준편차 0.78)이다. 주기

가 지날수록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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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교사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 24,209 3.48 0.78 1.00 5.00

1주기 6,098 3.25 0.75 1.00 5.00

2주기 5,825 3.38 0.75 1.00 5.00

3주기 6,390 3.59 0.75 1.00 5.00

4주기 5,896 3.70 0.78 1.00 5.00

[표23] 지원적 리더십

다음 [표24]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지원적 리더십 변인을 각 학교 교사들의 평균으

로 계산하여 학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학교평균 지원

적 리더십의 평균은 3.49(표준편차 0.40)이고 최소값은 1.98, 최대값은 

4.71이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은 1주기

에는 3.26(표준편차 0.39), 2주기에는 3.40(표준편차 0.35), 3주기에는 

3.60(표준편차 0.33), 4주기에는 3.70(표준편차 0.35)이다. 주기가 지

날수록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이 높아졌다. 



- 87 -

주기 학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 766 3.49 0.40 1.98 4.71

1주기 193 3.26 0.39 1.98 4.16

2주기 185 3.40 0.35 2.34 4.22

3주기 204 3.60 0.33 2.70 4.34

4주기 184 3.70 0.35 2.64 4.71

[표24]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다음 [표25]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을 나타내

는 변인의 기초통계이다. 이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주기가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 경향을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한 변인이다.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변인과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곱으로 계산하였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주기는 1주기는 0, 2주기는 1, 3주기는 2, 4주기는 3으로 코딩하여 사

용하였다. 

전체 학교의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의 평균은 

5.41(표준편차 4.17)이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4.12이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의 평균

은 0(표준편차 0)이다. 2주기에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

호작용의 평균은 3.40(표준편차 0.35)이다. 3주기에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의 평균은 7.21(표준편차 0.67)이다. 4주기에

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의 평균은 11.10(표준편

차 1.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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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학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 766 5.41 4.17 0.00 14.12

1주기 193 0.00 0.00 0.00 0.00

2주기 185 3.40 0.35 2.34 4.22

3주기 204 7.21 0.67 5.41 8.69

4주기 184 11.10 1.05 7.92 14.12

[표25] 설문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

라. 주요변인의 Z점수

주요 변인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수와 지원적 리더십은 각 변수의 설

문 문항의 평균을 사용했는데, 분석모형에서는 이러한 설문문항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Z점수로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각 변인을 어떤 수준에

서 표준화하는지에 따라 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해마다 시험문

제가 달라지는 학업성취도평가의 경우 연도별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지

만, 이 연구에서는 모든 주기에서 동일하게 조사된 설문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수준에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Z점수를 도출

하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개인 

추적 데이터가 아닌 학교 추적 데이터로 이 연구는 주기별 개인의 상대

적 위치의 변화보다는 주로 주기에 따른 학교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이 1수준인 교사 수준에 있어서 

교사 개인의 성장을 보는 분석 모형에서는 주기에 따른 상대적 위치의 

변화가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 수준에서 학

교의 상대적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하므로, 학교의 주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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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3수준 다층 모형을 사용하였다. 1수준에 개인

변수를 투입하고 2수준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

려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데이터 수준에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의 Z점수(Z-score)는 자료의 표준화된 점수를 뜻한다. 즉, 분석 

자료에서 자료의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서울대학교 통계학과, 2014). 따라서 평균은 0이 되고 표준편차는 

1이 된다. 이와 같이 정의된 Z-점수는 표준정규분포에서 데이터 x의 

위치를 나타낸다. 

Z점수 = 데이터(x) – 데이터 평균(x‾) / 표준편차(S)

[표26]은 협력적 조직문화 Z점수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주요 

변수를 Z점수로 변환한 결과 전체 협력적 조직문화 Z점수의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 되었다. 각 변인들을 살펴보면 협력의 Z점수는 최소값

이 –4.33이고 최대값이 2.31이다. 의사결정참여의 Z점수는 최소값이 –

3.80이고 최대값이 2.37이다. 협의의 Z점수는 최소값이 –4.38이고 최대

값이 1.72이다. 

전체 데이터 수준에서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모든 주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은 같고 각 주기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협력

적 조직문화 Z점수를 주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주기에서 협력

의 Z점수 평균은 1주기에 –0.25(표준편차 0.89), 2주기에는 –0.21(표

준편차 0.96), 3주기에는 0.15(표준편차 0.98), 4주기에는 0.31(표준편

차 1.05)이다. 의사결정참여의 Z점수 평균은 1주기에 –0.25(표준편차 



- 90 -

변수명 주기 교사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협력Z

합계 24,209 0.00 1.00 -4.33 2.31

1주기 6,098 -0.25 0.89 -4.33 2.31

2주기 5,825 -0.21 0.96 -4.33 2.31

3주기 6,390 0.15 0.98 -4.33 2.31

4주기 5,896 0.31 1.05 -4.33 2.31

의사결정참여Z

합계 24,209 0.00 1.00 -3.80 2.37

1주기 6,098 -0.25 0.95 -3.80 2.37

2주기 5,825 -0.14 0.97 -3.80 2.37

3주기 6,390 0.09 0.98 -3.80 2.37

4주기 5,896 0.29 1.02 -3.80 2.37

협의Z

합계 24,209 0.00 1.00 -4.38 1.72

1주기 6,098 -0.02 0.85 -4.38 1.72

2주기 5,825 -0.12 1.11 -4.38 1.72

3주기 6,390 -0.11 0.99 -4.38 1.72

4주기 5,896 0.26 0.98 -4.38 1.72

[표26] 협력적 조직문화 Z점수

0.95), 2주기에는 –0.14(표준편차 0.97), 3주기에는 0.09(표준편차 

0.98), 4주기에는 0.29(표준편차 1.02)이다. 협의의 Z점수 평균은 1주

기에 –0.02(표준편차 0.85), 2주기에는 –0.12(표준편차 1.11), 3주기에

는 –0.11(표준편차 0.99), 4주기에는 0.26(표준편차 0.98)이다. 변인마

다 주기에 따른 변화에 차이가 있다. 주기별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는 

다음 파트에서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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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교사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 24,209 0.00 1.00 -3.19 1.96

1주기 6,098 -0.30 0.96 -3.19 1.96

2주기 5,825 -0.12 0.97 -3.19 1.96

3주기 6,390 0.14 0.96 -3.19 1.96

4주기 5,896 0.29 1.01 -3.19 1.96

[표27] 지원적 리더십 Z점수

[표27]는 지원적 리더십 Z점수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지

원적 리더십 Z점수의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 최소값이 –3.19이고 최

대값이 1.96이다. 지원적 리더십 Z점수를 주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주기에서 지원적 리더십의 Z점수 평균이 –0.30(표준편차 0.96), 2

주기에는 –0.12(표준편차 0.97), 3주기에는 –0.14(표준편차 0.96), 4주

기에는 0.29(표준편차 1.01)이다. 주기가 지날수록 평균도 높아진다.

다음 [표28]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Z점수이다. 지원적 리더십 

변인을 각 학교 교사들의 평균으로 계산한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을 Z

점수로 표준화한 결과 전체 평균은 0(표준편차 1)이고 최소값은 

-3.82, 최대값은 3.06되었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Z점수의 평균은 -0.58(표준편차 0.99)이다. 2주기에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Z점수의 평균은 -0.23(표준편차 0.89)이다. 3

주기에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Z점수의 평균은 0.28(표준편차 0.84)

이다. 4주기에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Z점수의 평균은 0.53(표준편

차 0.88)이다. 주기가 지날수록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평균이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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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학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 766 0.00 1.00 -3.82 3.06

1주기 193 -0.58 0.99 -3.82 1.69

2주기 185 -0.23 0.89 -2.91 1.83

3주기 204 0.28 0.84 -1.99 2.15

4주기 184 0.53 0.88 -2.15 3.06

[표28]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Z점수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상호작용 Z점수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주기의 곱으로 도출한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

작용 변수를 Z점수로 전체 데이터 수준에서 표준화한 변수이다. 

전체 학교의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의 Z점수 평

균은 0(표준편차 1)이고 최소값은 –1.30, 최대값은 2.09이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 Z점수

의 평균은 –1.30(표준편차 0)이다. 2주기에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 Z점수의 평균은 –0.48(표준편차 0.08)이다. 3주기에

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 Z점수의 평균은 0.43(표

준편차 0.16)이다. 4주기에는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

용 Z점수의 평균은 1.36(표준편차 0.25)이다.

주기 학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합계 766 0.00 1.00 -1.30 2.09

1주기 193 -1.30 0.00 -1.30 -1.30

2주기 185 -0.48 0.08 -0.74 -0.28

3주기 204 0.43 0.16 0.00 0.79

4주기 184 1.36 0.25 0.60 2.09

[표29]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 Z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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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모형

가. 다변량 분산분석을 활용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

한국의 중학교에서 있었던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주기별 차이와 교사경력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집단별 평균 차이를 구

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or Tamhane Test)을 실시

하였다. 

MANOVA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집단 간에 여러 개의 종속변인에 대

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방법이다. 단일변

량 분석에서 두 개의 집단간 차이 검증에 사용하는 t검증이나 세 개 이

상의 집단간 차이 검증에 사용하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종속변인이 두 개 이상인 경우로 일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정, 2005:45). 이 연구에서는 MANOVA에서 가장 널리 사용

되는 검증 통계량인 Wilk’s λ를 제시했다. Wilk’s λ는 F통계량과는 

달리 작은 값을 가지면 가질수록 처치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증거가 

된다(박현정, 2005:61-3)

λ = 집단내 SSCP 행렬12) / 전체 SSCP 행렬, 0≤ λ ≤1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MANOVA의 기본 

가정 세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MANOVA는 모든 표집이 무선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유목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이 있는 경우 

12) SSCP 행렬(Sums-of-Squares and Cross-product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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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의 가정을 위배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α=0.05 수준이 아닌 α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박현정, 

2005:70-2). 다음 [표30]과 같이 변수간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 연

구에서는 유의수준 α=0.01에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협의 Z점수
의사결정 참여

Z점수
협력 Z점수

협의 Z점수 1 .169*** .348***

의사결정 참여 Z점수 .169*** 1 .530***

협력 Z점수 .348*** .530*** 1

[표30] 협력적 조직문화 변인의 상관관계

           ***p<.001

둘째, MANOVA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전집에 있어서 여러 

개의 종속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ity)를 이루어

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ANOVA의 정규분포 가정을 훨씬 더 강

화한 것인데, 이는 여러 개의 종속변인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속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이 변인들의 선형조합은 어떤 것이든지 다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집단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례수가 크기만 하면 중앙집중 한계정리(central 

limit theory)에 의하여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전집에서 얻은 결과

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1종 오류13)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분포의 첨도

13) 영가설이 참일 때 기각하는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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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oisis)가 다변량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 통계적 검증

력만 약간 낮아진다(박현정, 2005:70-2).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집단

의 정규성을 검토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정규분포 분위수대조도

(quantile-quantile plot; Q-Q 도표)를 사용하였다. 분위수대조도는 지

정된 확률분포의 분위수(quantile)와 자료들로 이루어지는 자료 분포의 

분위수를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의 분포가 지정된 분포와 같으면 

두 분위수들의 산점도는 직선에 가까울 것이며 지정된 분포와 다를수록 

직선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대표적인 분위수대조도는 정규분포 분

위수대조도이다(서울대학교 통계학과, 2014: 155). 정규분포의 추정분

포 모수를 데이터로부터 추정했을 때는 변수마다 정규분포 위치와 척도

가 달라진다. 따라서 다음 [그림2]과 같이 추정분포모수를 정규분포 위

치 0, 척도1로 설정하고 Q-Q 도표를 살펴보았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수인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산점도의 기울기는 정규분포와 유

사하지만 정규분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각 변수를 표준화된 값으로 변

환하여 다시 정규분포 분위수대조도를 확인하였다.

[그림2] 협력적 조직문화 변수의 Q-Q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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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점수로 표준화한 협력적 조직문화 변수인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

는 [그림3]와 같이 왼쪽으로 조금 긴 꼬리를 보이지만 산점도가 거의 

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변인은 Z점수가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Z점수를 이용

해 분석하였다.

[그림3] 협력적 조직문화 변수의 Z점수 Q-Q 도표

셋째, MANOVA에서는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의 전집에 있어서 종속변

인들의 공분산행렬이 서로 동일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비교하고

자 하는 집단의 표집 크기가 모두 동일하거나 사례수가 가장 큰 집단과 

작은 집단의 사례수 비율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박현정, 2005:70-2). 이 연구에서 다음 [표31]와 같이 

주기와 교직경력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들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검정을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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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설문 주기

1주기 6,098

2주기 5,825

3주기 6,390

4주기 5,896

합계 24,209

교직경력

0-4년 5,451

5-11년 4,723

12-18년 4,868

19-24년 4,831

25-40년 4,336

합계 24,209

[표31] 설문 주기와 교직경력별 사례수 비교

나. 3수준 다층모형을 활용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

이 연구에서는 다변량 분산분석 이외에 주기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

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3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하였다. 분

석 프로그램으로는 Raudenbush와 Bryk의 HLM(Hierarchical Linear 

Model) 7 for Windows를 사용하였고, 분석모형은 3수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앞에서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산출한 각 변인의 

Z점수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의 평균보다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 

모형이다. 이때 모든 독립변수는 전체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로 투입하여 각각의 학교 간 독립변수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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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링이 각 변수의 계수값에 의미하는 바는 없다. 단지 센터링을 하

지 않을 경우 초기값이 전체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의 

값이 0인 사람들의 평균이 된다. group-mean centering을 하면 초기

값이 독립변수에 의해 교정되지 않은 전체 사람들의 평균이 되며 

grand-mean centering을 할 경우에는 초기값이 독립변수로 교정된 평

균이다(김준엽, 2015;11). 일부 연구에서는 더미변수를 센터링하지 하

고 투입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체 평균과 전체 

평균 변화율을 알 수 있도록 주기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

를 grand mean centering하여 투입하고 해석했다. 

아래 분석모형에서 1수준에 교사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2수준에 주기

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는 time(1주기=0, 2주기=1, 3주기=2, 4주기

=3) 변인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특성을 투입하였다. 주기와 학교

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도 분석 모형에 포함되었다. 3수준 독립

변인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학교특성을 투입하여 협력적 조직문화

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을 밝힐 수 있다. 또한 학교특성이 주기에 따

른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교사-시간-학교의 3수준 다층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으로 주기별로 변화하는 협력적 조직문화와 그 영향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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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교사): Υitj =π0tj+πptj(Χp)itj+eitj

2수준(시간): π0tj = β00j + β01j(time)tj + β02j(time*leadership)tj 

+ β0qj(Τq)tj + r0tj

      πptj = βp0j

3수준(학교): β00j = γ000 + γ00r(Ζr)j + u00j

     β01j = γ010 + γ01r(Ζr)j + u01j

     β0qj = γ0q0

     βp0j = γp00

Υitj는 j학교 t시점, i번째 교사의 협력적 조직문화 척도점수를 의미하

며, π0tj는 교사 수준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 j학교, t시점의 평균적인 협

력적 조직문화를 나타낸다. 2수준에서 주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자 

time(1주기=0, 2주기=1, 3주기=2, 4주기=3) 변인을 투입하고 학교별 

협력적 조직문화를 추정하면 β00j는 j학교의 평균적인 협력적 조직문화

의 초기값, β01j는 주기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 경향을 나타내

는 기울기 계수, β02j는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의 영향을 나타내는 기울기 계수이다. β0qj는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학

교 특성 요인의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이다.

3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IV): 고등학교 연구’에서는 2수준인 시간 수준 추

정식에 시간 의존적 학교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이들 변인의 변화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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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성취도 변화와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 분석의 모형은 별도의 

데이터 구축을 하지 않고도 시간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 간의 관계를 파

악하는 패널회귀분석의 목적을 충족하면서 학교의 평균 성취도 및 변화

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통제가 가능하며,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변

화 역시 통제하는 종합적인 모형이다(Willms, & Raudenbush, 1989; 

남궁지영 외, 2013).

한편 2수준 추정식에서 설문주기와 상호작용하는 학교평균 리더십의 

영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그 외 개인 수준의 변인 계수는 학교

별로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고 가정한다. 3수준에서는 학교평균 초

기 협력적 조직문화와 주기별 변화율에 대한 시간불변 학교특성 변인과 

학교평균 리더십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학교특성 변인이 초기 협력적 조

직문화와 변화율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j학교의 평균 협력적 

조직문화를 의미하는 β00j와 주기 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β01j를 설명하

는 식 각각에 학교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수준 식과 마찬가지로 교사 수

준 변인의 영향력은 학교 및 주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위의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협의의 경우 초기값과 변화율

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이 되어 고정효과로 모형 변경 필요가 있었다. 

또한 무선효과의 신뢰도가 0.05이하로 떨어질 때 고정효과로 모형을 변

경할 필요가 있으므로(Raudenbush & Bryk, 2002:124-5) 협의의 경

우 변화율의 무선효과를 고정효과로 변경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협의의 분석모형을 나타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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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교사): Υitj =π0tj+πptj(Χp)itj+eitj

2수준(시간): π0tj = β00j + β01j(time)tj + β02j(time*leadership)tj 

+ β0qj(Τq)tj + r0tj

      πptj = βp0j

3수준(학교): β00j = γ000 + γ00r(Ζr)j + u00j

     β01j = γ010 + γ01r(Ζr)jj

     β0qj = γ0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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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1.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

가. 설문 주기에 따른 차이

지난 2004년-2013년 동안 협력적 조직문화가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를 주기별로 비교하였다. [그

림4], [그림5], [그림6]는 주기별 협력적 조직문화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는 주기가 

지날수록 척도점수가 높아졌고 협의는 2주기에 척도점수가 낮아졌다가 

3주기와 4주기에 다시 높아졌다. 모든 변수가 4주기 동안 각 척도점수

가 높아졌다.

[그림4] 설문 주기별 협력의 Z점수 평균



- 103 -

[그림5] 설문 주기별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평균

[그림6] 설문 주기별 협의의 Z점수 평균

다음은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의 결과이다. 각 주기에 따라 협력

적 조직문화의 표준화된 척도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

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4개의 주기이고 종속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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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협력적 조직문화의 3개의 하위 변인인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이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F(18, 1039.803)값은 57.75(p < 

.000)이고 집단의 동질성 가정은 기각되었다. Wilks의 람다 값은 .919

으로 0에 가까운 값은 아니지만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효과(overall 

effect)에 대해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0.028이다.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η2)

주기 .919 232.299 9.000 58903.893 .000 .028

[표32] 설문 주기의 Wilks‘s λ

다음 [표33]은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이다. 각 종속변인 별로 설명력

은 협력이 0.057, 의사결정 참여가 0.042, 협의가 0.023이다.

종속변인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협력 Z점수 1377.099 3 459.033 486.660 .000 .057

의사결정 참여

Z점수
1020.726 3 340.242 355.176 .000 .042

협의 Z점수 559.097 3 186.366 190.748 .000 .023

[표33] 설문 주기의 개체 간 효과 검정

변인별로 주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주기에 따라 유의

한 변화가 있었다. 다음은 협력적 조직문화의 주기별 차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주기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오차 분산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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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

분산 가정이 기각되는 경우 사용하는 검정 방법 중 하나인 Tamhane 

Test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후 검정은 p<.01 이상을 제시했다. 그 결

과 및 각 변인의 주기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34]에 제시하였다.

협력의 Z점수 평균은 4주기, 3주기, 1주기 순으로 높고, 4주기, 3주

기, 2주기 순으로 높으며 1주기와 2주기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의

사결정 참여의 Z점수 평균은 4주기, 3주기, 2주기, 1주기 순으로 높다. 

협의의 Z점수는 4주기, 1주기, 2주기 순으로 높고, 4주기, 1주기, 3주기 

순으로 높으며 2주기와 3주기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1주기㈀ 6,098 -.254 .012

486.660***
㈃>㈂>㈁>

㈀

2주기㈁ 5,825 -.214 .013

3주기㈂ 6,390 .149 .012

4주기㈃ 5,896 .312 .013

전체 24,209 0.000 1.000

협력의 Z점수

1주기㈀ 6,098 -.247 .013

355.176***
㈃>㈂>㈀,

㈃>㈂>㈁

2주기㈁ 5,825 -.135 .013

3주기㈂ 6,390 .094 .012

4주기㈃ 5,896 .287 .013

전체 24,209 0.000 1.000

협의의 Z점수

1주기㈀ 6,098 -.024 .013

190.748***
㈃>㈀>㈁,

㈃>㈀>㈂

2주기㈁ 5,825 -.118 .013

3주기㈂ 6,390 -.109 .012

4주기㈃ 5,896 .260 .013

전체 24,209 0.000 1.000

[표34] 협력적 조직문화의 설문 주기별 평균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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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 경력에 따른 차이

교사의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를 교직경력 단계별로 비교하였다. 교직경력을 교사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와 실제 현실을 참고하여 교사경력은 전체 교사수

의 비율에 맞도록 5단계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 교사는 경력이 만5년이 되는 해부터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고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다.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경력 5년 이전과 이후는 다른 경력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 0-4년을 1단계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 5-11년을 2단계로, 12-18

년을 3단계로, 19-24년을 4단계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5-40년을 

5단계로 설정하였다. 

승진 점수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 20년 전후 역시 교사 개인의 

경력 단계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교사들이 승진할 때 기준이 되는 

요건 중 교직 경력의 경우 20년 이상이 만점이다. 하지만 경력 20년은 

경력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경력으로 그 외 승진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게 된다. 교사

경력 25년에서 40년 사이의 교사는 안정적으로 조직문화를 나타낸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3수준 다층모

형에서는 교직 사회화가 끝난 경력 교사(교직 경력 25-40년)를 기준으

로 다른 경력 단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림7], [그림8], [그림9]는 교직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평

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각 변수별로도 살펴보면 교직경력에 따른 

척도점수의 변화에서 각 변수마다 다른 패턴을 보인다.

  협력의 Z점수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의 Z점수의 평균

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진다. 교직 경력이 25-40년인 교사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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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12-18년인 교사들이 가장 낮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Z점수의 평균이 높아지며 교직경력이 25-40년인 

교사들이 가장 높고 5-11년인 교사들이 가장 낮다. 협의의 Z점수는 교

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Z점수의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이 5-11년인 교사들이 가장 높고 25-42년인 교사들이 가장 

낮다.

[그림7] 교직경력 단계별 협력의 Z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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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교직경력 단계별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평균

[그림9] 교직경력 단계별 협의의 Z점수 평균

다음 [표35]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의 결과이다. 각 주기에 

따라 협력적 조직문화의 표준화된 척도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5개의 교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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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종속변인은 협력적 조직문화의 3개의 하위 변인인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다. Box의 동질성 검정 결과 F(24, 148.821)값은 6.199(p 

< .000)이고 집단의 동질성 가정은 기각되었다. Wilks의 람다 값은 

0.947로 0에 가까운 값은 아니지만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효과(overall 

effect)에 대해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설명력은 0.018이다.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η2)

교직경력 .947 110.279 12.000 64231.196 .000 .018

[표35] 교직경력의 Wilks‘s λ

다음 [표36]는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이다. 각 종속변인 별로 설명력

은 협력이 0.008, 의사결정 참여가 0.031, 협의가 0.005이다.

종속변인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협력 Z점수 185.997 4 46.499 46.852 .000 .008

의사결정 참여

Z점수
761.195 4 190.299 196.444 .000 .031

협의 Z점수 113.854 4 28.463 28.593 .000 .005

[표36] 교직경력의 개체 간 효과 검정

변인별로 교직 경력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교직 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교직 경력별 차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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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교직 경력별 차이를 비교했다. 협력

과 협의는 오차 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는 경우 사용하는 검정 방

법 중 하나인 Tamhane Test의 결과를 제시했고 의사결정 참여는 

Levene의 검정 결과 등분산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Scheffe Test를 사

용한 결과를 제시했다. 사후 검정은 *p<.01을 제시했다. 그 결과 및 각 

변인의 교직 경력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37]에 제시하였다.

협력의 Z점수 평균은 교직경력 0-4년, 5-11년, 12-18년 순으로 높

고, 교직경력 0-4년, 19-24년, 12-18년 순으로 높고, 교사경력 

25-40년, 5-11년, 12-18년 순으로 높고, 교사경력 25-40년, 

19-24년, 12-18년 순으로 높다. 교직경력 12-18년인 교사가 모든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보다 협력의 Z점수가 낮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

수 평균은 교사경력 25-40년, 19-24년, 0-4년 순으로 높고, 교사경

력 25-40년, 19-24년, 5-11년 순으로도 높고, 교사경력 25-40년, 

19-24년, 12-18년 순으로 높다. 교사경력 25-40년인 교사가 모든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높다. 협의의 Z점

수는 교직경력 0-4년, 19-24년, 25-40년인 교사 순으로 높고, 교직

경력 5-11년, 19-24년, 25-40년인 교사 순으로 높고, 교직경력 

12-18년인 교사가 25-40년인 교사인 교사보다 높다. 교직경력 

25-40년인 교사가 모든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낮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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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정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0-4년㈀ 5,451 .074 .013

46.852***

㈄>㈃>㈀,

㈄>㈃>㈁,

㈄>㈃>㈂

5-11년㈁ 4,723 -.027 .014

12-18년㈂ 4,868 -.150 .014

19-24년㈃ 4,831 .005 .014

25-40년㈄ 4,336 .099 .015

전체 24,209 0.000 1.000

협력의 Z점수

0-4년㈀ 5,451 -.152 .013

196.444***

㈀>㈁>㈂,

㈀>㈃>㈂,

㈄>㈁>㈂,

㈄>㈃>㈂

5-11년㈁ 4,723 -.160 .014

12-18년㈂ 4,868 -.090 .014

19-24년㈃ 4,831 .171 .014

25-40년㈄ 4,336 .277 .015

전체 24,209 0.000 1.000

협의의 Z점수

0-4년㈀ 5,451 .056 .014

28.593***

㈀>㈃>㈄,

㈁>㈃>㈄,

㈂>㈄

5-11년㈁ 4,723 .066 .015

12-18년㈂ 4,868 .015 .014

19-24년㈃ 4,831 -.029 .014

25-40년㈄ 4,336 -.128 .015

전체 24,209 0.000 1.000

[표37] 교직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 평균

*p<.01, **p<.005, ***p<.001

마지막으로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가 주기마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변인별로 주기별 교직경력에 따른 척도점수의 변

화를 하나의 그래프에 모아서 나타낸 [그림10], [그림11], [그림12]이

다.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차이가 주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

지만 변인별로 변화 패턴은 비슷하다. 주기와 교직 경력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은 상호작용이 매우 낮고 다음 파트의 분석에서 주기와 교직

경력을 모두 고려한 모형을 이용해 분석할 것이므로 이 파트에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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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에서 변화경향만 확인하였다.

협력은 모든 주기에서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척도점수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변화 패턴을 보인다. 앞의 주기에 따른 변화를 통계적으

로 검증한 것과 같이 주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래프선도 그림의 상위에 

위치한다.

[그림10] 교직경력 단계별 협력의 Z점수 평균 4주기 모음

의사결정 참여는 모든 주기에서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척도점수가 높

아지는 변화 패턴을 보인다. 앞의 주기에 따른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

한 것과 같이 주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래프선도 그림의 상위에 위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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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교직경력 단계별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평균 4주기 모음

협의는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척도점수가 낮아지는 변화 패턴을 보이

는데, 4주기에는 다른 주기 달리 경력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앞에서 

주기에 따른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과 같이 1주기에서 3주기까지

는 주기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데, 4주기의 그래프선만 그림의 상위에 

위치한다. 이러한 변화의 패턴은 다음에 이어지는 3수준 다층 모형 분석

을 통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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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교직경력 단계별 협의의 Z점수 평균 4주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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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래 [표38]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에 대한 3수준 다층모형 무선

효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표이다. 모형1은 기본모형이고 모형2는 교사 

수준 독립변인을 투입, 모형3은 독립변인으로 리더십, 학교 수준 독립변

인, 시간의존적 학교변인을 투입한 분석 결과이다. 설정된 모형은 교사-

시간-학교의 3수준 다층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이를 통

해 학교와 교사 수준의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기별

로 변화하는 학교요인의 영향력도 검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료의 위

계적, 반복적 특성을 반영한 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협력적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협력에 대한 3수준 다층모형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

모형인 모형1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615, 초

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546,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240이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192

이다. 교사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형2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

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모형1보다 0.006 높아진 0.621,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545,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

뢰도는 0.236이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190이다. 최종모형

인 리더십, 학교 수준 독립변인, 시간의존적 학교변인을 투입한 모형3은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606,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498,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077이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019이다. 최종모형에서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가 매우 작아졌고, 초기값과 변

화율의 상관관계가 기본모형에서는 정적 관계였던 것이 최종모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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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관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3수준 다층모형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인 모형1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626,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740, 변화율에 대

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353이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

는 -0.048이다. 교사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형2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모형1보다 0.021 높아진 0.647, 초기

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모형1보다 0.005 높아진 0.745,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324이며 초기값과 변화율

의 상관관계는 -0.047이다. 최종모형인 리더십, 학교 수준 독립변인, 시

간의존적 학교변인을 투입한 모형3은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542,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492, 변

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202이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486이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가 모든 모형에서 

부적 관계이며 최종 모형에서 부적 관계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협의에 대한 3수준 다층모형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기본

모형인 모형1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467, 초

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516,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032이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980

이다. 교사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형2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

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모형1보다 0.015 높아진 0.482,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264,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

뢰도는 0.058이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974이다. 최종모형

인 리더십, 학교 수준 독립변인, 시간의존적 학교변인을 투입한 모형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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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408,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230,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027이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0.833이다. 협의는 협력이나 

의사결정 참여와 달리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가 기본 

모형에서부터 매우 작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가 최종모형에서 

부적 관계인 협력이나 의사결정 참여와 달리 모든 모형에서 정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가 0.9 이상일 때는 고정효과로 모형 변경 

필요가 있고 또한 무선효과의 신뢰도가 0.05이하로 떨어질 때 고정효과

로 모형 변경이 필요(Raudenbush & Bryk, 2002:124-5)가 있다. 협

의의 경우 변화율의 무선효과를 고정효과로 모형을 변경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협의에 대한 수정된 3수준 다층모형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

다. 기본모형인 모형1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472,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526이다. 교사 특

성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모형2에서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모형1보다 0.023 높아진 0.495,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

과의 신뢰도는 0.249이다. 최종모형인 리더십, 학교 수준 독립변인, 시

간의존적 학교변인을 투입한 모형3은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418,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는 0.2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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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협력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615 0.621 0.606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546 0.545 0.498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240 0.236 0.077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 0.192 0.190 -0.019

의사결정

참여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626 0.647 0.542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740 0.745 0.492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353 0.324 0.202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 -0.048 -0.047 -0.486

협의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467 0.482 0.408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516 0.264 0.230

변화율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032 0.058 0.027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 0.980 0.974 0.833

협의

(수정 모형)

초기값에 대한 1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472 0.495 0.418

초기값에 대한 2수준 무선효과의 신뢰도 0.526 0.249 0.220

[표38] 3수준 다층모형 무선효과의 신뢰도

다음은 협력적 조직문화의 각 변수의 종속변수와 주요 변수를 Z점수 

표준화하여 3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유의수준 

*p<.01, **p<.005, ***p<.001로 결과를 제시했다. 유의수준을 *p<.01이상

으로 하였을 때 *p<.05로 했을 때는 유의했던 학생 평가결과 활용 등 

몇 가지 변인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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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력

다음 [표39]는 협력을 종속변수로 하는 3수준 다층모형의 기본모형에

서 무선효과 분산의 구성비와 각 모형의 무선효과 분산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각 모형의 무선효과 분산을 기본모형과 비교하면 각 모형에 투

입된 설명변인이 무선효과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협

력에 대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1수준인 교사수준 분산비율이 전체의 

91.38%를 차지하였으며, 3수준인 학교수준 분산은 3.53%, 2수준인 시

간수준의 분산비는 5.09%를 차지하였다. 3수준인 학교수준 분산을 살펴

보면, 초기값 분산비율이 82.9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교 간 변화

율이 차지하는 분산비는 17.07%이다. 설명 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기본

모형에서 2수준과 3수준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시간에 

따른 협력의 변화를 3수준 다층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모형 분석결과 교사수준 변인 투입으로 교사수준 분산은 

1.64%, 3수준 초기값 분산의 0.36%, 3수준 변화율 분산은 1.75%를 

설명하였으며, 2수준 분산은 1.04% 늘어났다.

최종 모형인 세 번째 모형에서 무선효과 분산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학교와 시간 수준 변인과 리더십 변인 투입으로 3수준 초기값 분산의 

40.07%를 설명하고, 2수준 분산은 28.42%, 1수준 분산은 25.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수준 변화율 분산은 80.70%가 감소했고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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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효과

모형1(기본모형) 모형2 모형3

분산성분 구성비 분산성분 설명비율 분산성분 설명비율

3수준 초기값 0.0277*** 2.93% 0.0276*** 0.36% 0.0166*** 40.07%

3수준 변화율 0.0057** 0.60% 0.0056** 1.75% 0.0011 80.70%

2수준 시간 0.0482*** 5.09% 0.0487*** -1.04% 0.0345*** 28.42%

1수준 교사 0.8653 91.38% 0.8511 1.64% 0.6462 25.32%

[표39] 협력적 조직문화 분석에서 무선효과와 설명비율-협력Z

*p<.01, **p<.005, ***p<.001

다음 [표40]은 협력의 Z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3수준 다층모형 분석

결과이다. 협력의 척도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투입한 분석

의 기본모형 분석 결과 평균이 0.0087(표준오차 0.0155)이며 유의하지 

않았고, 주기에 따른 변화율은 0.2047(표준오차 0.0107)로 추정되었고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Z점수는 평균이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

화하여 산출한 값이므로 초기값 평균이 유의하지 않게 된다. 평균과 상

관없이 변화율의 계수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교사수준 변인을 투입했다. 분석 결과 3수준 고정

효과의 초기값이 기본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고 변화율은 

0.1838(표준오차 0.0110)이다. 모형2에서 교사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교사의 경력과 직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경력을 

교사 수의 비율에 맞게 5단계(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로 나눠 투입한 교사경력 변수는 교직경력 25-40년을 기준

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교직경력 5-11년 교사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보다 협력의 Z점수가 0.1092(표준오차 

0.0258)만큼 낮고, 교직경력 12-18년 교사는 0.1223(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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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0)만큼 낮고, 교직경력 19-24년 교사는 0.0715(표준오차 

0.0206)만큼 낮다. 교사 직위와 관련하여 부장교사가 평교사보다 협력

의 Z점수가 0.1224(표준오차 0.0171)만큼 높고, 기간제 교사가 

0.3204(표준오차 0.0282)만큼 높고, 시간강사가 0.1927(표준오차 

0.0650)만큼 높다.

세 번째 모형은 리더십 변수, 학교수준의 변인, 시간의존적 학교특성 

변인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학교수준의 변인인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

는 학교소재지와 학교유형 변인은 3수준인 학교수준에서 초기값과 변화

율을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학교평균 리더십 변인과 학교평

균 리더십과 주기와의 상호작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존적 특

성을 갖기 때문에 2수준인 시간 수준에 투입했다.

세 번째 모형 분석 결과 3수준 고정효과의 초기값이 기본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화율의 고정효과는 기본모형에서는 

0.2047(표준오차 0.0107)로 추정되었지만 최종모형에서는 협력의 Z점

수 변화율이 –0.3064(표준오차 0.0918)로 음의 값을 보인다. 주기에 

따른 변화율이 음의 값이지만 주기가 갈수록 협력의 Z점수는 낮아진다

고 해석하기 보다는 투입된 변수의 계수값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

요가 있다. 학교수준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은 없

었다. 

교사 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장의 지원적 리더십, 교사  

별, 교직경력, 직위의 차이는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지원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협력의 Z점수

는 0.5286(표준오차 0.0085)만큼 높아진다. 교사 성별과 관련하여 여

교사가 남교사보다 협력의 Z점수가 0.0760(표준오차 0.0162)만큼 높

다. 교사 성별은 모형2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변인이다. 교직경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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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모형2에서는 유의했던 교직경력 5-11년은 최종모형에서는 유의

하지 않았다, 교직경력 12-18년 교사는 협력의 Z점수가 교직경력 

25-40년 교사보다 0.0674(표준오차 0.0192)만큼 낮고, 교직경력 

19-24년 교사는 0.0487(표준오차 0.0175)만큼 낮다. 교사 직위와 관

련하여 기간제 교사가 평교사보다 협력의 Z점수가 0.0837(표준오차 

0.0221)만큼 높다.

2수준인 시간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평균 지원적 리

더십, 리더십과 주기의 상호작용, 학급수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동시에 리더십과 설문

주기의 상호작용이 투입되었다.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높아질수록 협력의 Z점수는 0.1435(표준오차 0.0184)

만큼 낮아진다.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주기와 리더십의 상호작

용은 0.5025(표준오차 0.1063)로 나타났다. 2수준과 1수준에 투입된 

리더십을 살펴보면 교사수준에서는 개인이 지원적 리더십을 강하게 인식

할수록 협력을 높게 인식하지만,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낮

게 인식한다. 그러나 2수준에 투입된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설문주

기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주기가 지날수록 

협력의 Z점수에 주는 정적인 영향이 커진다. 

학급수 변인은 학급수의 비율에 맞게 5단계(4-13개, 14-20개, 

21-25개, 26-30개, 31-50개)로 나누었고 학급수 4-13개를 기준으

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변수를 투입했다. 학급수 31-50개인 학교

는 4-13개인 학교보다 협력의 Z점수가 0.1370(표준오차 0.0471)만큼 

낮다.

결론적으로 협력의 정도는 학교 간 차이가 있으며 지난 4주기 동안 

변화해 왔는데, 각 수준에 설명 변인을 투입하기 전에는 주기가 지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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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협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준에 설명 변

인을 투입한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의 척도점수가 낮아지지만, 학교

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주기가 지날수록 협력의 Z점수에 주는 정적인 영

향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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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기본모형) 모형2 모형3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3수준(학교)

초기값 0.0087 0.0155 0.0080 0.0155 0.0082 0.0126

공립 0.0575 0.0418

특별시 -0.0076 0.0507

광역시 0.0635 0.0428

중소도시 0.0148 0.0398

변화율 0.2047*** 0.0107 0.1838*** 0.0110 -0.3064*** 0.0918

공립 -0.0384 0.0182

특별시 -0.0438 0.0261

광역시 -0.0337 0.0213

중소도시 0.0118 0.0217

2수준(시간)

리더십평균 -0.1435*** 0.0184

주기*리더십 0.5025*** 0.1063

학급수 14-20 -0.0373 0.0462

21-25 -0.0685 0.0472

26-30 -0.0727 0.0462

31-50 -0.1370** 0.0471

여교사비율 0.0980 0.1066

여교장 -0.0447 0.0281

평가 활용1 -0.0328 0.0376

평가 활용2 0.0263 0.0330

평가 활용3 0.0235 0.0217

1수준(교사)

지원적리더십 0.5286*** 0.0085

여교사 -0.0171 0.0191 0.0760*** 0.0162

교직경력 0-4 -0.0078 0.0292 0.0483 0.0232

5-11 -0.1092*** 0.0258 -0.0411 0.0204

12-18 -0.1223*** 0.0230 -0.0674*** 0.0192

19-24 -0.0715*** 0.0206 -0.0487** 0.0175

석사수료 0.0374 0.0157 -0.0097 0.0127

박사수료 0.0816 0.0689 0.0379 0.0613

부장교사 0.1224*** 0.0171 -0.0279 0.0150

기간제 교사 0.3204*** 0.0282 0.0837*** 0.0221

시간 강사 0.1927** 0.0650 -0.0336 0.0503

[표40] 협력적 조직문화 분석 결과-협력Z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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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결정 참여

다음 [표41]은 의사결정 참여를 종속변수로 하는 3수준 다층모형의 

기본모형에서 무선효과 분산의 구성비와 각 모형의 무선효과 분산의 차

이를 나타낸 것이다. 각 모형의 무선효과 분산을 기본모형과 비교하면 

각 모형에 투입된 설명변인이 무선효과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1수준인 교사수준 

분산비율이 전체의 86.99%를 차지하였으며, 3수준인 학교수준 분산은 

7.94%, 2수준인 시간수준의 분산비는 5.07%를 차지하였다. 3수준인 학

교수준 분산을 살펴보면, 초기값 분산비율이 86.93%로 대부분을 차지하

였고 학교 간 변화율이 차지하는 분산비는 13.07%이다. 설명 변인이 투

입되지 않은 기본모형에서 2수준과 3수준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므로 시간에 따른 의사결정 참여를 3수준 다층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모형 분석결과 교사수준 변인 투입으로 3수준 초기값의 무선

효과는 1.05%이 늘어났고 2수준 시간 수준의 무선효과는 2.04% 늘어

났다. 3수준에서는 교사 특성 변인이 변화율 분산의 14.0%, 교사수준 

분산은 7.27%를 설명하였다.

최종 모형인 세 번째 모형에서 무선효과 분산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학교와 시간 수준 변인과 리더십 변인 투입으로 3수준 초기값 분산의 

83.91%, 변화율 분산의 78.0%를 설명하고, 2수준 분산은 58.28%, 1

수준 분산은 40.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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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효과
모형1(기본모형) 모형2 모형3

분산성분 구성비 분산성분 설명비율 분산성분 설명비율

3수준 초기값 0.0665*** 6.90% 0.0672*** -01.05% 0.0107*** 83.91%

3수준 변화율 0.0100*** 1.04% 0.0086*** 14.00% 0.0022*** 78.00%

2수준 시간 0.0489*** 5.07% 0.0499*** -02.04% 0.0204*** 58.28%

1수준 교사 0.8382 86.99% 0.7773 07.27% 0.5004 40.30%

[표41] 협력적 조직문화 분석에서 무선효과와 설명비율-의사결정 참여Z

*p<.01, **p<.005, ***p<.001

다음 [표42]은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3수준 다층

모형 분석결과이다. 의사결정 참여의 척도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종속

변수로 투입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평균이 0.0291(표준오차 0.0207)이

며 유의하지 않았고, 주기에 따른 변화율은 0.1871(표준오차 0.0116)

로 추정되었고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Z점수는 평균이 0, 표준편차 1

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산출한 값이므로 초기값 평균이 유의하지 않게 된

다. 평균과 상관없이 변화율의 계수값은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교사수준 변인을 투입했다. 분석 결과 3수준 고정

효과의 초기값이 기본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고 변화율은 

0.1605(표준오차 0.0116)이다. 모형2에서 교사 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교사의 성별, 경력, 학력, 직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성별을 살펴보면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0.1694(표준오차 0.0173)만큼 낮다. 교사경력을 교사 수의 비율에 맞

게 5단계(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로 나눠 투

입한 교사경력 변수는 교직경력 25-40년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해석

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교직경력 0-4년 교사는 교직경력 25-40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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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0.2876(표준오차 0.0290)만큼 낮고, 

교직경력 5-11년 교사는 0.2786(표준오차 0.0255)만큼 낮고, 교직경

력 12-18년 교사는 0.1905(표준오차 0.0227)만큼 낮고, 교직경력 

19-24년 교사는 0.0861(표준오차 0.0198)만큼 낮다. 학력과 관련해서

는 석사수료 이상 교사가 대학졸업이하 교사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

수가 0.0651(표준오차 0.0153)만큼 높다. 교사 직위와 관련하여 부장

교사가 평교사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0.3378(표준오차 0.0168)

만큼 높고, 기간제 교사가 0.3923(표준오차 0.0279)만큼 높고, 시간강

사가 0.3416(표준오차 0.0598)만큼 높다. 

세 번째 모형은 리더십 변인, 학교수준의 변인, 시간의존적 학교특성 

변인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학교수준의 변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

는 학교소재지와 학교유형 변인은 3수준인 학교수준에서 초기값과 변화

율을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학교평균 리더십 변인과 학교평

균 리더십과 주기와의 상호작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존적 특

성을 갖기 때문에 2수준인 시간 수준에 투입했다.

모형3의 분석 결과 3수준 고정효과의 초기값이 기본모형에서와 마찬

가지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학교특성을 살펴보면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의 초기값이 0.4063

(표준오차 0.0367)만큼 높다. 변화율은 기본모형에서는 0.1871(표준오

차 0.0116)로 추정되었지만 최종모형에서는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변

화율이 –0.2282(표준오차 0.0810)이다. 주기에 따른 변화율이 음의 값

이지만 주기가 갈수록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는 낮아진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투입된 변수의 계수값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을 살펴보면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변화율이 0.0665(표준오차 0.0185)만큼 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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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고,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광역시에 있는 학교에서 의사결정 참

여의 Z점수 변화율이 0.0581(표준오차 0.0203)만큼 낮다. 공립학교의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 평균이 높고, 주기에 따른 변화율은 공립학교에

서,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학교에서 더 낮아진다.

교사 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 변인, 교사 성별, 교

직경력, 직위의 차이는 유의한 값을 나타냈고, 학력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지원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는 0.6144(표준오차 0.0073)

만큼 높아진다. 교사 성별과 관련하여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의사결정 참

여의 Z점수가 0.0601(표준오차 0.0132)만큼 낮다. 교직경력과 관련하

여 교직경력 0-4년 교사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보다 의사결정 참여

의 Z점수가 0.2290(표준오차 0.0199)만큼 낮고, 교직경력 5-11년 교

사는 0.2024(표준오차 0.0181)만큼 낮고, 교직경력 12-18년 교사는 

0.1278(표준오차 0.0171)만큼 낮고, 교직경력 19-24년 교사는 

0.0607(표준오차 0.0145)만큼 낮다. 교사 학력과 관련하여 대학졸업 

교사와 석사 수료 이상 교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 직위와 관

련하여 부장교사가 평교사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0.1630(표준

오차 0.0116)만큼 높고 기간제 교사가 평교사보다 0.1196(표준오차 

0.0208)만큼 높다.

2수준인 시간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 리더십과 주

기의 상호작용, 학급수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동시에 리더십과 설문주

기의 상호작용이 투입되었다.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는 0.0993(표준오

차 0.0178)만큼 낮아진다.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주기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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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은 0.3577(표준오차 0.0950)로 나타났다. 2수준과 1수준에 

투입된 리더십을 살펴보면 교사수준에서는 개인이 지원적 리더십을 강하

게 인식할수록 의사결정 참여을 높게 인식하지만,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

십이 높을수록 낮게 인식한다. 그러나 2수준에 투입된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설문주기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주기가 지날수록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에 주는 정적인 영향이 커진다. 

학급수 변인은 학급수의 비율에 맞게 5단계(4-13개, 14-20개, 

21-25개, 26-30개, 31-50개)로 나누었고 학급수 4-13개를 기준으

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변수를 투입했다. 학급수 4-13개보다 

21-25개인 학교는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0.1117(표준오차 

0.0332)만큼 낮고, 26-30개인 학교는 0.1341(표준오차 0.0332)만큼 

낮고, 31-50개인 학교는 0.1392(표준오차 0.0404)만큼 낮다.

결론적으로 의사결정 참여의 정도는 학교 간 차이가 있으며 지난 4주

기 동안 변화해 왔는데, 각 수준에 설명 변인을 투입하기 전에는 주기가 

지남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나, 설

명 변인을 투입한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Z점수로 변환한 의사결정 참여

의 척도점수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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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기본모형) 모형2 모형3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3수준(학교)

초기값 0.0291 0.0207 0.0199 0.0207 0.0192 0.0101

공립 0.4063*** 0.0367

특별시 -0.0215 0.0463

광역시 -0.0176 0.0343

중소도시 -0.0390 0.0323

변화율 0.1871*** 0.0116 0.1605*** 0.0116 -0.2282** 0.0810

공립 -0.0665*** 0.0185

특별시 -0.0314 0.0235

광역시 -0.0581** 0.0203

중소도시 0.0026 0.0189

2수준(시간)

리더십평균 -0.0993*** 0.0178

주기*리더십 0.3577*** 0.0950

학급수 14-20 -0.0655 0.0300

21-25 -0.1117*** 0.0332

26-30 -0.1341*** 0.0332

31-50 -0.1392*** 0.0404

여교사비율 -0.0695 0.0873

여교장 -0.0620 0.0255

평가 활용1 -0.0654 0.0300

평가 활용2 0.0554 0.0280

평가 활용3 0.0132 0.0174

1수준(교사)

지원적리더십 0.6144*** 0.0073

여교사 -0.1694*** 0.0173 -0.0601*** 0.0132

교직경력 0-4 -0.2876*** 0.0290 -0.2290*** 0.0199

5-11 -0.2786*** 0.0255 -0.2024*** 0.0181

12-18 -0.1905*** 0.0227 -0.1278*** 0.0171

19-24 -0.0861*** 0.0198 -0.0607*** 0.0145

석사수료 0.0651*** 0.0153 0.0088 0.0118

박사수료 0.1135 0.0619 0.0599 0.0478

부장교사 0.3378*** 0.0168 0.1630*** 0.0116

기간제 교사 0.3923*** 0.0279 0.1196*** 0.0208

시간 강사 0.3416*** 0.0598 0.0826 0.0448

[표42] 협력적 조직문화 분석 결과-의사결정 참여Z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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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의

다음 [표43]은 협의를 종속변수로 하는 3수준 다층모형의 기본모형에

서 무선효과 분산의 구성비와 각 모형의 무선효과 분산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각 모형의 무선효과 분산을 기본모형과 비교하면 각 모형에 투

입된 설명변인이 무선효과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 수 있다. 협

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3수준 다층모형과는 달리 변화율의 무선효과 분

산은 분석모형에서 제외하고 초기값 무선효과의 분산만 분석했다. 협의

에 대한 기본모형 분석 결과 1수준인 교사수준 분산비율이 전체의 

95.22%를 차지하였으며, 3수준인 학교수준 분산은 1.89%, 2수준인 시

간수준의 분산비는 2.89%를 차지하였다. 설명 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기

본모형에서 2수준과 3수준 무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협의의 

경우 협력이나 의사결정 참여와는 달리 시간에 따른 변화와 학교의 특성

에 따른 차이보다는 교사 개인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형 분석결과 교사수준 변인 투입으로 교사수준 분산은 

6.15%, 3수준 초기값 분산의 71.12%을 설명하였으며, 2수준 분산은 

3.85% 늘었다.

최종 모형인 세 번째 모형에서 무선효과 분산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학교와 시간 수준 변인과 리더십 변인 투입으로 3수준 초기값 분산의 

79.68%를 설명하고, 2수준 분산은 27.62%, 1수준 분산은 9.01%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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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기본모형) 모형2 모형3

무선효과 분산성분 구성비 분산성분 설명비율 분산성분 설명비율

3수준 초기값 0.0187*** 1.89% 0.0054*** 71.12% 0.0038*** 79.68%

2수준 시간 0.0286*** 2.89% 0.0297*** -3.85% 0.0207** 27.62%

1수준 교사 0.9428 95.22% 0.8848 6.15% 0.8579 9.01%

[표43] 협력적 조직문화 분석에서 무선효과와 설명비율-협의Z(수정모형)

*p<.01, **p<.005, ***p<.001

다음 [표44]는 협의의 Z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3수준 다층모형의 기

본모형 분석결과이다. 협의의 척도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종속변수로 

투입한 분석 결과 평균이 -0.0142(표준오차 0.0131)이며 유의하지 않

았고, 주기에 따른 변화율은 0.0810(표준오차 0.0070)로 추정되었고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 Z점수는 평균이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

화하여 산출한 값이므로 초기값 평균이 유의하지 않게 된다. 평균과 상

관없이 변화율의 계수값은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교사수준 변인을 투입했다. 모형2 분석결과 3수준 

고정효과의 초기값이 기본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고 변화

율은 0.0771(표준오차 0.0073)이다. 모형2에서 교사 수준 변인을 살펴

보면 교사의 성별, 경력, 학력, 직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교사 성별을 살펴보면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5356(표준오차 0.0156)만큼 낮아진다. 교사경력을 교사 수의 비율에 

맞게 5단계(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로 나눠 

투입한 교사경력 변수는 교직경력 25-40년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해

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교직경력 0-4년 교사는 교직경력 25-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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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1490(표준오차 0.0274)만큼 높고, 교직경

력 5-11년 교사는 0.1331(표준오차 0.0242)만큼 높고, 교직경력 

12-18년 교사는 0.1183(표준오차 0.0233)만큼 높고, 교직경력 

19-24년 교사는 0.0535(표준오차 0.0207)만큼 높다. 학력과 관련해서

는, 석사수료 이상 교사가 대학졸업이하 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0630(표준오차 0.0156)만큼 낮다. 교사 직위와 관련하여 부장교사가 

평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1353(표준오차 0.0155)만큼 높고, 시간

강사가 0.3052(표준오차 0.0590)만큼 낮다. 

세 번째 모형은 리더십 변수, 학교수준의 변인, 시간의존적 학교특성 

변인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학교수준의 변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

는 학교소재지와 학교유형 변인은 3수준인 학교수준에서 초기값과 변화

율을 각각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학교평균 리더십 변인과 학교평

균 리더십과 주기와의 상호작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존적 특

성을 갖기 때문에 2수준인 시간 수준에 투입했다.

모형3의 분석 결과 3수준 고정효과의 초기값이 기본모형에서와 마찬

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변화율의 고정효과는 기본모형에서는 0.0810

(표준오차 0.0070)로 추정되었지만 최종모형에서는 협의의 Z점수 변화

율이 –0.6093(표준오차 0.0699)이다. 주기에 따른 변화율이 음의 값이

지만 주기가 갈수록 협의의 Z점수는 낮아진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투입

된 변수의 계수값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사 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 변인, 교사 성별, 교

직경력, 학력, 직위의 차이가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지원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협의의 Z점수

는 0.1910(표준오차 0.0085)만큼 높아진다. 교사 성별과 관련하여 여

교사가 남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5608(표준오차 0.0153)만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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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직경력과 관련하여 교직경력 0-4년 교사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1714(표준오차 0.0263)만큼 높고, 교직경

력 5-11년 교사는 0.1592(표준오차 0.0234)만큼 낮고, 교직경력 

12-18년 교사는 0.1410(표준오차 0.0221)만큼 낮고, 교직경력 

19-24년 교사는 0.0628(표준오차 0.0198)만큼 낮다. 교사 학력과 관

련하여 석사 수료 이상 교사가 대학졸업 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0478(표준오차 0.0149)만큼 높다. 교사 직위와 관련하여 부장교사가 

평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0.0806(표준오차 0.0159)만큼 높고 기간제 

교사가 평교사보다 0.1107(표준오차 0.0265)만큼 낮고, 시간 강사가 

평교사보다 0.3867(표준오차 0.0581)만큼 낮다.

2수준인 시간수준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 리더십과 주

기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동시에 리더십과 설문주기의 상호작용이 투입되었다.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높아질수록 협

의의 Z점수는 0.1447(표준오차 0.0124)만큼 낮아진다. 표준오차 1인 

Z점수로 변환한 주기와 리더십의 상호작용은 0.7891(표준오차 0.0805)

로 나타났다. 2수준과 1수준에 투입된 리더십을 살펴보면 교사수준에서

는 개인이 지원적 리더십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협의의 척도점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2수준에 투입된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설문주기의 상호작용을 살펴

보면,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주기가 지날수록 협의의 Z점수에 주는 

정적인 영향이 커진다. 

결론적으로 협의의 정도는 학교 간 차이가 있으며 지난 4주기 동안 

변화해 왔는데, 각 수준에 설명 변인을 투입하기 전에는 주기가 지남에 

따라 협의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나, 설명 변인을 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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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Z점수로 변환한 협의의 척도점수가 낮아진다.

모형1(기본모형) 모형2 모형3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3수준(학교)

초기값 -0.0142 0.0131 -0.0037 0.0103 -0.0046 0.0094

공립  0.0148 0.0340

특별시 0.0852 0.0362

광역시 0.0760 0.0295

중소도시 0.0080 0.0266

변화율 0.0810*** 0.0070 0.0771*** 0.0073 -0.6093*** 0.0699

공립 -0.0256 0.0175

특별시 -0.0212 0.0195

광역시 0.0336 0.0192

중소도시 0.0261 0.0188

2수준(시간)

리더십평균 -0.1447*** 0.0124

주기*리더십 0.7891*** 0.0805

학급수 14-20 -0.0544 0.0356

21-25 -0.0386 0.0398

26-30 -0.0785 0.0356

31-50 -0.0473 0.0377

여교사비율 0.1201 0.0925

여교장 -0.0078 0.0280

평가 활용1 -0.0212 0.0353

평가 활용2 -0.0162 0.0308

평가 활용3 0.0366 0.0194

1수준(교사)

지원적리더십 0.1910*** 0.0085

여교사 0.5356*** 0.0156 0.5608*** 0.0153

교직경력 0-4 0.1490*** 0.0274 0.1714*** 0.0263

5-11 0.1331*** 0.0242 0.1592*** 0.0234

12-18 0.1183*** 0.0233 0.1410*** 0.0221

19-24 0.0535* 0.0207 0.0628** 0.0198

석사수료 0.0630*** 0.0156 0.0478*** 0.0149

박사수료 0.0817 0.0592 0.0671 0.0581

부장교사 0.1353*** 0.0155 0.0806*** 0.0159

기간제 교사 -0.0257 0.0273 -0.1107*** 0.0265

시간 강사 -0.3052*** 0.0590 -0.3867*** 0.0581

[표44] 협력적 조직문화 분석 결과-협의Z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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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45]은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들을 종속변수로 설정해 분석

한 결과의 최종모형인 최종 모형을 비교한 표이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

여의 3수준 다층모형과는 달리 3수준 변화율의 무선효과 분산은 분석모

형에서 제외하고 3수준 초기값 무선효과와 2수준과 1수준 무선효과의 

분산만 분석했다.

첫째, 최종 모형에서 무선효과 분산의 설명비율을 살펴보면, 협력은 설

명 변인 투입으로 3수준 초기값 분산의 40.07%를 설명하고, 2수준 분

산은 28.42%, 1수준 분산은 25.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수

준 변화율 분산은 80.70%가 감소했고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의사결정 

참여는  설명 변인 투입으로 3수준 초기값 분산의 83.91%, 변화율 분

산의 78.0%를 설명하고, 2수준 분산은 58.28%, 1수준 분산은 40.30%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는 설명 변인 투입으로 3수준 초기값 

분산의 79.68%를 설명하고, 2수준 분산은 27.62%, 1수준 분산은 

9.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적 리더십은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에 모두 유의했다. 여교사 변인은 의사결정 참여의 Z

점수에는 부적 영향을, 협력의 Z점수나 협의의 Z점수에는 정적 영향을 

나타났다. 협의의 경우 여교사 변인의 계수가 지원적 리더십의 영향보다 

더 크다. 교직경력은 그 영향이 변인마다 다르다. 교사경력을 교사 수의 

비율에 맞게 5단계(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

로 나눠 투입한 교사경력 변수는 교직경력 25-40년을 기준으로 분석결

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협력의 Z점수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와 비교했을 때, 0-4년, 5-11년 교사와는 차이가 없었지만 그 외 

경력 단계의 교사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보다 더 낮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와 비교했을 때, 교직경력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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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더 낮아진다. 협의의 Z점수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와 비교했

을 때,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더 높아진다. 학력의 경우 협의의 Z점수에

만 유의하다. 석사졸업 교사가 대학졸업 이하 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크다. 직위는 그 영향이 변인마다 다르다. 협력의 Z점수는 기간제 교사

가 평교사보다 더 크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는 부장교사와 기간제 교

사가 평교사 보다 크다. 협의의 Z점수는 부장교사가 평교사 보다 크고,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가 평교사보다 작다.

셋째, 2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Z점

수가 높아질수록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는 낮아진다. 주기

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의 Z점수가 높아질수록 협력, 의

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가 높아진다. 2수준과 1수준에 투입된 리더십

을 살펴보면 교사수준에서는 개인이 지원적 리더십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를 높게 인식하지만,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

이 높을수록 낮게 인식한다. 그러나 2수준에 투입된 학교평균 지원적 리

더십과 설문주기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주

기가 지날수록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에 주는 정적인 영향

이 커진다. 

 학급수에 따른 차이는 각 변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학급수 변인은 

학급수의 비율에 맞게 5단계(4-13개, 14-20개, 21-25개, 26-30개, 

31-50개)로 나누었고 학급수 4-13개를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변수를 투입했다. 협력의 Z점수는 학급수 4-13개인 학교와 비

교했을 때 31-50개인 학교가 유의하게 낮다.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는 

학급수가 많아질수록 학급수 4-13개 학교와 차이가 더 커지며 작아진

다. 협의의 Z점수는 학급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여교사 비율, 

교장의 성별, 학생의 평가결과 활용여부는 유의수준 *p<.01이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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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에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3수준을 살펴보면 평균을 0인 Z점수로 변환한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초기값의 평균은 모두 유의하지 않다. Z점수는 평균이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표준화하여 산출한 값이므로 초기값 평균이 유의

하지 않게 된다. 평균과 상관없이 변화율의 계수값은 유의한 값을 나타

냈다.

협력과 협의는 초기값의 고정효과는 유의하지 않다. 의사결정 참여의 

경우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초기값이 높다.

Z점수로 변환한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변화율은 기본 모형에서 

모두 양의 값이었는데 최종 모형에서는 음의 값이다. 주기에 따른 변화

율이 음의 값이지만 주기가 갈수록 협의의 Z점수는 낮아진다고 해석하

기 보다는 투입된 변수의 계수값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

다. 변화율을 고정효과를 보면 협력과 협의는 변화율의 고정효과는 없

다. 의사결정 참여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변화율이 높고 읍면지역

에 위치한 학교가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보다 변화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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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Z 의사결정 참여Z 협의Z(수정모형)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3수준(학교)

초기값 0.0082 0.0126 0.0192 0.0101 -0.0046 0.0094

공립 0.0575 0.0418 0.4063*** 0.0367  0.0148 0.0340

특별시 -0.0076 0.0507 -0.0215 0.0463 0.0852 0.0362

광역시 0.0635 0.0428 -0.0176 0.0343 0.0760 0.0295

중소도시 0.0148 0.0398 -0.0390 0.0323 0.0080 0.0266

변화율 -0.3064*** 0.0918 -0.2282** 0.0810 -0.6093*** 0.0699

공립 -0.0384 0.0182 -0.0665*** 0.0185 -0.0256 0.0175

특별시 -0.0438 0.0261 -0.0314 0.0235 -0.0212 0.0195

광역시 -0.0337 0.0213 -0.0581** 0.0203 0.0336 0.0192

중소도시 0.0118 0.0217 0.0026 0.0189 0.0261 0.0188

2수준(시간)

리더십평균Z -0.1435*** 0.0184 -0.0993*** 0.0178 -0.1447*** 0.0124

주기*리더십평균Z 0.5025*** 0.1063 0.3577*** 0.0950 0.7891*** 0.0805

학급수 14-20 -0.0373 0.0462 -0.0655 0.0300 -0.0544 0.0356

21-25 -0.0685 0.0472 -0.1117*** 0.0332 -0.0386 0.0398

26-30 -0.0727 0.0462 -0.1341*** 0.0332 -0.0785 0.0356

31-50 -0.1370** 0.0471 -0.1392*** 0.0404 -0.0473 0.0377

여교사비율 0.0980 0.1066 -0.0695 0.0873 0.1201 0.0925

여교장 -0.0447 0.0281 -0.0620 0.0255 -0.0078 0.0280

평가 활용1 -0.0328 0.0376 -0.0654 0.0300 -0.0212 0.0353

평가 활용2 0.0263 0.0330 0.0554 0.0280 -0.0162 0.0308

평가 활용3 0.0235 0.0217 0.0132 0.0174 0.0366 0.0194

1수준(교사)

지원적리더십Z 0.5286*** 0.0085 0.6144*** 0.0073 0.1910*** 0.0085

여교사 0.0760*** 0.0162 -0.0601*** 0.0132 0.5608*** 0.0153

교직경력 0-4 0.0483 0.0232 -0.2290*** 0.0199 0.1714*** 0.0263

5-11 -0.0411 0.0204 -0.2024*** 0.0181 0.1592*** 0.0234

12-18 -0.0674*** 0.0192 -0.1278*** 0.0171 0.1410*** 0.0221

19-24 -0.0487** 0.0175 -0.0607*** 0.0145 0.0628** 0.0198

석사수료 -0.0097 0.0127 0.0088 0.0118 0.0478*** 0.0149

박사수료 0.0379 0.0613 0.0599 0.0478 0.0671 0.0581

부장교사 -0.0279 0.0150 0.1630*** 0.0116 0.0806*** 0.0159

기간제 교사 0.0837*** 0.0221 0.1196*** 0.0208 -0.1107*** 0.0265

시간 강사 -0.0336 0.0503 0.0826 0.0448 -0.3867*** 0.0581

무선효과 분산성분 설명비율 분산성분 설명비율 분산성분 설명비율

3수준 초기값 0.0166*** (.4007) 0.0107*** (.8391) 0.0038*** (.7968)

3수준 변화율 0.0011 (.8070) 0.0022*** (.7800)

2수준 시간 0.0345*** (.2842) 0.0204*** (.5828) 0.0207** (.2762)

1수준 교사 0.6462 (.2532) 0.5004 (.4030) 0.8579 (.0901)

[표45] 협력적 조직문화 분석 결과-최종모형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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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하는 학교

다음은 3수준 다층모형 분석에서 학교수준의 잔차를 살펴본 것이다. 

이는 앞의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 외에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가 큰 

학교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협의의 무선효과는 

대부분 교사 수준에 있고 협의의 변화율은 잔차가 없는 고정효과로 분석

했기 때문에 협의는 제외하고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에서 변화율의 잔차

가 큰 학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협의에 대한 논의는 뒤에 이어지는 

논의 및 결론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초기값 잔차와 변화율 잔차의 상관관계는 다

음 [표46]과 같다. 앞의 분석모형에서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는 

최종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었다. 초기값 잔차와 변화율 

잔차의 상관관계를 보면 의사결정 참여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협력은 

변화율 잔차와 초기값 잔차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의사결정 참여는 변화율의 잔차가 가장 큰 학교가 초기값의 잔차는 가

장 낮았다. 즉 변화율의 잔차가 높은 학교는 초기값 잔차가 낮다는 것은 

이 연구의 분석모형이 각 학교의 평균에 대한 설명이 잘 되는 학교일수

록 변화율에 대한 설명은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수 상관계수

협력 -0.055

의사결정 참여 -0.756***

[표46] 초기값 잔차와 변화율 잔차의 상관관계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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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초기값 변화율

협력학교1 0.0470 0.0259

협력학교2 0.0759 0.0223

협력학교3 -0.0189 0.0207

협력학교4 -0.1709 0.0180

협력학교5 -0.0219 0.0173

협력학교6 -0.3097 0.0173

협력학교7 0.0196 0.0172

협력학교8 -0.0169 0.0170

협력학교9 0.1244 0.0167

협력학교10 0.0144 0.0157

참여학교1 -0.2144 0.0908

참여학교2 -0.1560 0.0672

참여학교3 -0.0853 0.0616

참여학교4 -0.1012 0.0573

참여학교5 -0.1387 0.0559

참여학교6 -0.1175 0.0503

참여학교7 -0.0608 0.0469

참여학교8 -0.1306 0.0464

참여학교9 -0.1188 0.0458

참여학교10 -0.1160 0.0441

[표47] 변화율 잔차가 가장 높은 학교 10개

다음 [표47]는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 잔차가 큰 학교 10개

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잔차를 제시한 것이다. 학교 이름은 임의로 각각 

협력학교와 참여학교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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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의 잔차를 설명하기 적절한 변인 즉 분석에 사용된 변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조직문화와 조직문화

의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되는 학교 외부의 교사 집단에 가입한 

교사 비율과 조직 내외의 변화 요구에 대한 반응을 탐색하겠다. 변화 요

구에 대한 반응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

사하여 반영하는 것과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에 참

여하는 것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 특성인데 설문 주기에 따라 문항이 

달라 같은 척도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모형에는 포함할 수 없었

다. 그 외 다른 항목들 역시 모든 주기에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

석모형에서는 포함하지 못했다.

먼저 3주기에 조사한 각 학교의 교원 단체 가입과 교원 노조 가입 비

율은 다음과 같다. 전체 학교의 교원 단체 가입교사 비율은 평균 36%,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은 19%, 미가입 비율이 43%로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 가입 비율보다 미가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학교

의 경우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참여 학교의 경우에 

눈의 띄는 차이가 보인다.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이 11%로 전체 학교 

19%와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대값 역시 27%

로 전체 학교 83%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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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학교

교원단체비율 201 .3604 .2124 .00 .95

교원노조비율 196 .1936 .1478 .00 .83

미가입 195 .4301 .1975 .00 .85

협력 학교

교원단체비율 10 .3366 .1663 .15 .74

교원노조비율 10 .2292 .2492 .00 .83

미가입 10 .4256 .2176 .06 .70

참여 학교

교원단체비율 9 .3900 .1844 .24 .87

교원노조비율 9 .1051 .0816 .00 .27

미가입 9 .4907 .1916 .07 .70

[표48] 교원 단체/교원 노조 가입 비율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는지 묻는 조사이다. 1주기, 2주기에 조사한 문항과 3주기, 4주기

에 조사한 문항이 서로 달라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1주기와 2주기

의 결과를 보면 학생에게 의견 조사를 하는 학교는 1주기에 전체 학교

의 76.7%이고 2주기에 85.2%로 높아졌다. 학부모에게 의견 조사를 하

는 학교는 1주기에 전체 학교의 79.8%이고 2주기에 80.8%로 약간 높

아졌다. 

협력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의견 조사를 하는 학교는 1주기에 전체 

학교의 70%이고 2주기에 70%로 동일하다. 학부모에게 의견 조사를 하

는 학교는 1주기에 70%이고 2주기에 80%로 약간 높아졌다. 

참여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의견 조사를 하는 학교는 1주기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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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50%이고 2주기에 70%로 높아졌다. 학부모에게 의견 조사를 하

는 학교는 1주기에 50%이고 2주기에 70%로 높아졌다.

구분 조사 여부
1주기 학생 2주기 학생 1주기 학부모 2주기 학부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체

학교

조사함 148 76.7 155 85.2 154 79.8 147 80.8

조사하지 않음 42 21.8 24 13.2 37 19.2 31 17.0

결측 3 1.6 3 1.6 2 1.0 4 2.2

전체 193 100.0 182 100.0 193 100.0 182 100.0

협력

학교

조사함 7 70.0 7 70.0 7 70.0 8 80.0

조사하지 않음 3 30.0 2 20.0 3 30.0 1 10.0

결측 - - 1 10.0 - - 1 1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참여

학교

조사함 5 50.0 7 70.0 5 50.0 7 70.0

조사하지 않음 4 40.0 3 30.0 4 40.0 3 30.0

결측 1 10.0 - - 1 10.0 - -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표49] 교육과정 편성에 의견 조사 1, 2주기

3주기와 4주기의 결과를 보면 학생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

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57.8%이고 4주기에 57.4%로 비슷하

다. 학생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대부분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30.8%이고 4주기에 31.6%로 비슷하다. 학부모에게 의견 조사

를 해서 일부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61.1%이고 4주기

에 57.4%로 비슷하다. 학부모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대부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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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31.3%이고 4주기에 32.1%로 비슷하다.  

협력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70%이고 4주기에 70%로 같다. 학생에게 의견 조

사를 해서 대부분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30%이고 4주

기에 20%로 약간 낮아졌다. 학부모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하

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70%이고 4주기에 70%로 같다. 학부모

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대부분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30%이고 4주기에 20%로 약간 낮아졌다.

참여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70%이고 4주기에 70%로 같다. 학생에게 의견 조

사를 해서 대부분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20%이고 4주

기에 30%로 약간 높아졌다. 학부모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일부 반영하

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70%이고 4주기에 70%로 같다. 학부모

에게 의견 조사를 해서 대부분 반영하는 학교는 3주기에 전체 학교의 

20%이고 4주기에 30%로 약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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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3주기 학생 4주기 학생 3주기 학부모 4주기 학부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체

학교

조사하지 않음 17 8.1 15 7.2 12 5.7 14 6.7

(거의)반영하지 않음 3 1.4 6 2.9 - - 6 2.9

일부 반영함 122 57.8 120 57.4 129 61.1 120 57.4

대부분 반영함 65 30.8 66 31.6 66 31.3 67 32.1

결측 4 1.9 2 1.0 4 1.9 2 1.0

전체 211 100.0 209 100.0 211 100.0 209 100.0

협력

학교

조사하지 않음 - - 1 10.0 - - 1 10.0

일부 반영함 7 70.0 7 70.0 7 70.0 7 70.0

대부분 반영함 3 30.0 2 20.0 3 30.0 2 2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참여

학교

조사하지 않음 1 10.0 - - 1 10.0 - -

일부 반영함 7 70.0 7 70.0 7 70.0 7 70.0

대부분 반영함 2 20.0 3 30.0 2 20.0 3 30.0

전체 10 100.0 10 100.0 10 100.0 10 100.0

[표50] 교육과정 편성에 의견 조사 3, 4주기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가장 큰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해 일부 반영하거나 대부분 반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와 비교했을 때 일부 반영하는 학교의 비

율이 조금 높다.

다음은 4주기에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중 참여

하는 사업을 살펴보았다. 전체 209개 학교 중 사업에 1개 참여하는 학

교는 73개, 2개 참여하는 학교는 27개, 3개 이상 참여하는 학교는 43

개, 참여 안하는 학교는 66개이다. 협력은 1개 참여하는 학교는 5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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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사업 개수 전체 학교 협력 학교 참여 학교

참여 안함 66 3 4

1개 73 5 3

2개 27 0 2

3개 이상 43 2 1

합계 209 10 10

[표51] 참여하는 사업 개수에 따른 구분

개 이상 참여하는 학교는 2개 학교, 참여 안하는 학교는 3개이다. 의사

결정 참여는 1개 참여하는 학교는 3개, 2개 이상 참여하는 학교는 2개, 

3개 이상 참여하는 학교는 1개, 참여 안하는 학교는 4개이다.

협력 학교와 참여 학교에서 참여하는 사업을 발췌하여 전체 학교에서

의 빈도와 비교하였다. 협력 학교와 참여 학교에서 참여하는 사업은 7개 

사업으로 나타났고 협력 학교 10개에서 그 7개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는 

11회, 참여 학교 10개에서 10회로 나타난다. 전체 209개 학교에서 7개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는 모두 합쳐서 147회로 나타났다. 협력 학교와 

참여 학교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학교는 

전체 학교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협력 학교의 경우 학생 생활

지도 중점학교가 10개 학교에서 2개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중점학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사업을 1개 학교에서 참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교의 경우 방과후 중점학교와 학력향상

형 창의경영학교의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중점학교는 1

개 학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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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전체 학교 협력 학교 참여 학교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학교 71번 4 3

학생 생활지도 중점학교 25번 2 1

방과후 중점학교 18번 1 3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14번 1 3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11번 1 0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7번 1 0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1번 1 0

합계 147 11 10

[표52] 참여하는 사업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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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석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중학교에서 나타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영향 요인

에 관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논의를 하고자 한다. 협력

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3수준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

가. 주기에 따른 변화

지난 2004년에서 2013년 동안 한국의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

를 나타내는 척도점수는 변화해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

화의 변화를 살펴보면 협력적 조직문화 변수의 Z점수가 4주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졌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는 주기가 지날수록 높아졌고 

협의는 2주기에 낮아졌다가 3주기와 4주기에 다시 높아졌다. 시간이 흐

를수록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

는 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수준 다층모형 분석 결과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에서의 변화가 학교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협의의 경우 그 차이는 대부분 교사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수준에서 변화율의 무선효과 분산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어떠한 학교특성 또는 요인이 이러한 변화

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문제에서 변화의 영향 요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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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난 2004년에서 2013년에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

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

점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협력적 조직문화의 평균적인 조직문화의 공유 

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 경향은 변수 간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경력에 따른 변화를 주기별로 비교해본 결과 협의의 

경우에는 협력이나 의사결정 참여와는 달리 교사경력이 높은 교사가 낮

은 협력의 척도점수를 보였는데, 주기가 지날수록 경력이 높은 교사와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들과 차이가 줄었다.

그 동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학교의 문화

가 잘 변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원인을 밝히는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다. 가치와 신념의 변화나 암시적인 가정이나 잠재적인 

가치는 확인하기 어렵고(신중식 외, 2003), 확인 가능하다고 해도 충분

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 동안 실증적인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학교 문화의 특성에 

관한 충분한 분석이 부족해서 일 수 있다(박삼철, 2004). 이 연구에서

는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문화의 변화를 확인하고 변화하는 학

교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교직 사회가 개인주의적,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교원들이 공동으

로 참여하는 전문적 기술 문화를 형성하기 어렵다(Lortie, 1975; 진동

섭, 이윤식, 유현숙, 2003)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이 연구에서는 박소영

(2011)의 연구에서 교직문화를 측정한 몇몇 문항에서 연도별 차이가 있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협력, 협의, 의사결정 참여를 변인으로 측정한 협

력적 조직문화의 척도 점수가 시간에 따라 변화했다. 즉, 시간이 흐를수

록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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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태도로 수행하는 정도가 강해졌다. 

Lortie(1975)는 동료 간의 관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갖는 불안감을 줄

여줄 수 있는 변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의 3수준 다

층모형의 분석에서는 단체교섭을 고려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2004년

에서 2013년에 걸쳐 한국의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공유 정도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직경력에 따른 변화

객관적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교직경력(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직경력에 따른 척도점수의 변화가 각 변수마다 다

른 패턴을 보인다. 협력은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의 Z점수의 

평균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 또한 교직경력 12-18년인 교사가 

모든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보다 협력의 Z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의 참여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Z점수의 평균이 높아

지며 교사경력 25-40년인 교사가 모든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보다 의

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의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Z점수의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 

25-40년인 교사가 모든 다른 경력 단계의 교사보다 협의의 Z점수가 낮

다. 반면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들의 척도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에서 2013년에 중학교에서 교직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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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의 척도 점수의 평균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의사결정의 참여

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이 높아지며 협의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력이 높아질

수록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점수가 높아지거나 낮아졌다는 것은 교사들

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

로 수행하는 정도가 교직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수마다 다른 변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경력

에 따라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에 가치를 부여하고 동료들과 공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행정학 분야에서는 그 동안 경력은 승진이나 호봉을 결정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 계산하는데 사용되어왔다. 교사의 경력에 따른 조직문화

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교사경력을 연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협

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교직경력(0-4년, 5-11년, 

12-18년, 19-24년, 25-40년)을 비율에 맞게 나누어 교사의 경력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직경력의 마지막 단계가 

이탈 단계라고 주장한 Huberman(1988)의 주장처럼 협의의 경우에는 

교직경력 25-40년 교사들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이탈을 나타낸다.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학생과 수업에 대해 동료 교사

들과 자주 논의하지 않는 것은 오랜 경험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동료와 상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협의가 

부장교사에서 가장 낮은 것은 부장교사의 경우 맡은 직무가 상대적으로 

수업보다는 학교 경영에 좀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과 수업에 대해 

동료 교사들과 자주 대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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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교직경력 25-40년은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인 중 협력

과 의사결정 참여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은 단계였다. 경력이 높은 교사

들이 의사결정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은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부장 교

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고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고, 

고경력 교사로서의 의무가 더 주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하여 학교의 조직문화와 경력의 관계를 연구한 원효현과 최

동규(2013)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들은 경력 

교직경력 11-20년 된 교사보다는 21년 이상의 교사들이 의사결정이나 

배려성 차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입직 초기 단계에서는 동료와의 협력과 협의를 통해 사회화하는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교직 경력 0-4년 교사의 협력과 협의의 척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협력은 중간 단계인 교직 경력 12-18년 교사들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는데, Huberman(1988)의 교직 사회화의 재평가 

단계로 설명이 된다. 이 단계의 교사들이 협력보다는 개인적인 경력 개

발 등에 더 관심을 갖는 때라 그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교직경력 

25-40년 교사들은 Huberman(1988)의 평정 단계가 포함되는데, 이 

시기에는 교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단계로 보이며 

따라서 협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경력 보다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발달 단계를 형성한다는 관점

의 연구들에서는 교사들이 각 경력 단계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설

명하고 있다(강재태, 여태전, 1996; 백승관, 2003; 강격석, 김영만, 

2006). 강재태, 여태전(1996:435)은 교사발달 단계를 교직이전 단계, 

교직적응 단계, 갈등�좌절 단계, 안정�침체 단계, 직업적 쇠퇴�퇴직 단계로 

구분하여 사립학교 교사들의 발달단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교직이

전 단계에는 불확실성에 거는 기대가 나타나고 교직적응 단계에는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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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열과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보인다. 갈등�좌절 단계에는 현장의 교육

문제에 철저히 고민하는 교사들이 끊임없이 맞서는 모습이 보이다가 안

정�침체 단계에는 갈등회피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현장의 불합리와 

모순에 직면하게 되면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직업적 쇠퇴�

퇴직 단계로 퇴직 전까지 쓸쓸한 마음을 갖고 경력을 마무리 하는 단계

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강격석, 김영만(2006:122)은 교사 발달 단계를 입문�수용 단계, 능력

구축단계, 열중�성장 단계, 안일�안주 단계로 구분하여 직무능력, 직무만

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입문�수용 단계는 학생과 동료교사들

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교직생활을 하는 단계이다. 능력구축단계는 자신의 학습지도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며, 새로운 교수자료, 방법, 수업 전

략을 추구하고,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는 단계이다. 열중�성장 단계는 높

은 수준의 단계에 도달하지만 여전히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교직에 애

정과 열정이 많고 협조적인 단계이다. 안일�안주 단계는 기대되는 직무는 

수행하나 자발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며, 직문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백승관(2003:47-8)은 중학교 교사들의 교사발달 과정과 그 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탐색한 결과 교사발달과정과 단계에 경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사 발달 단계는 교직 초기뿐 아니라 경력 

7년에서 18년 사이의 중견교사들에게서도 즉 생존단계, 좌절단계, 성장

단계, 안정�침체단계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침체단계부터 

성숙단계를 거쳐 승진지향단계에 이르는 발달과정만이 경력과 비례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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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난 2004년에서 2013년 동안 한국의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

를 나타내는 척도점수인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를 종속변수로 하는 

3수준 다층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수준과 시간 수준의 분

산 비율은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 순으로 높고, 특히 협의는 학교수

준과 시간 수준의 분산이 작았다. 협의는 변화율의 무선효과의 신뢰도 

낮아 주기에 따른 변화가 고정효과만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주기에 따

른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학교변인은 의사결정 참여에서 특징적으로 나

타났는데,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변화율이 높고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광역시에 위치한 학교보다 변화율이 높았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이 높은 학교의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작아졌다.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사립학

교에서 더 높은 것은 변화율과 초기값이 부적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높은 공립학교의 변화율이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Z점수로 변환한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를 종속변수로 하

는 3수준 다층모형에서 시간수준의 영향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리더십의 영향에 대한 결과이다.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과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학교평균 지원적 리

더십의 Z점수가 높아질수록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는 낮아

졌다. 하지만 주기와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의 상호작용의 Z점수가 높

아질수록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Z점수가 높아졌다. 학교평균 리

더십은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시간이 흐를수

록 평균적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에 주는 부적 영향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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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적 리더십

최종 모델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즉 빠른 변화를 보이는 학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리더십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학교특성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양의 값이었던 변

화율이 그것들을 투입한 후 음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시간이 흐를수

록 초기값이 높은 학교의 협력적 조직문화 변화율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지원적 리더십이 평균적인 협력적 조직문화의 공유 정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가 강

했던 학교의 변화가 작아지는데 여기에 교장의 리더십이 영향을 주었다. 

학교평균 리더십과 설문주기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교평균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

적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에 주는 부적 영향이 작아졌다.

교장은 위계적 권위를 가진 직장 상사로 관료적 통제를 실행하는 지위

에 있지만, 학교는 공유된 아이디어가 권위의 근원이 되는 규범적 조직

(Sergiovanni, 1994)이기 때문에 교장의 규범적인 리더십 행동이 교사

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 행동의 유형 중 배

려가 좋은 리더십의 핵심이 된다(Wart, 2011). 자발적 교사모임이 주도

하여 교육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 연구한 정진화(2014)

는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필요조건으로 학교개혁을 실제로 해낼 주체인 

교사모임과 거기에 동조, 그리고 지원하는 교장을 든다. 협력적 조직문

화에서는 교장의 지원적 리더십이 협력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 협력

적 조직문화가 아닌 조직문화(예를 들면 성과주의 조직문화 등)에서 효

과적인 리더십은 다를 수 있다.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는 지원적 리더십의 상관관계에서 협의가 다

른 변인들보다 지원적 리더십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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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이는 동료 교사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교장의 지원적 리더

십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협의는 교장의 다른 유형

의 리더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지원적 리더십과 관련한 분석 결과, 교사 개인 수준에서 지원적 리더

십이 협력적 조직문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학

교평균 리더십이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

장의 개별적 배려가 교사 개인에게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협력적 조직문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장의 지원적 리더십이 개인수준에서는 공유된 가치와 태도의 척도점

수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학교 수준에서는 낮추는 요인이 되었고 주기가 

갈수록 그 영향은 줄었다. 이는 리더십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거나 리더십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 영향이 없음을 밝히는 연구들에 의문을 제기하므로 이에 대해 조심스

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Cavanaugh와 Dellar(1997)은 효과적인 학교

의 문화적 요소로 변혁적 리더십을 들어 교사들 사이의 결합과 내부 의

존성을 향상시켜 학교문화가 강화된다고 주장하였고, 위은주(2013)는 

개인수준에서 지원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히며 지시하고 명령하는 지도성보다는 교사의 교수�학

습 활동과 업무를 돕고 지원해주는 지도성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

였다. 홍창남(2005)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 수준 분석 단위

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지만 학교 수준 분석 단위에서는 교사 헌신에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리더십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학교특성 변수를 투입하기 전에는 양의 

값이었던 변화율이 그것들을 투입한 후 음의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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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흐를수록 초기값이 높은 학교의 협력적 조직문화 변화율이 작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원적 리더십이 평균적인 협력적 조직문화의 

공유 정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직문화의 공

유의 정도가 강했던 학교의 변화가 작아지는데 여기에 교장의 리더십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평균 리더십과 설문주기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학교평균 리더십은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

인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적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에 주는 부적 

영향이 작아졌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공유 정도의 변화 경향에 교장의 리더십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 통제로 문화가 작동할 가능성과 조직 구성원의 소속

감과 행동의 통제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보여준다(O'Reilly and 

Chatman, 1996). 또한 교사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서 권한을 잃는 것을 싫어할 수 있음(Woods, 2007)을 보여준다. 

최승천(2015)은 단위학교 내 교사 임파워먼트의 영향 요인을 조직 구조

적 차원과 개인 심리적 차원에서 연구를 실행하였다. 임파워먼트 결과 

교사들의 가치관이 변화하였으며 결국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주어진 자율도 기꺼이 누리지만 반대로 통제도 원하

는 모순적인 양면을 보이고 있었다. 신뢰를 받고 교사들이 자율성을 행

사하는데 있어서 초창기에는 통제와 지도의 리더십을 원하는 모습을 보

였다(최승천, 2015). 

본 연구에서 학교 평균의 지원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

이 작아지는 것은 교사들의 성숙과 함께 지원적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

을 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학교조직의 경우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명백하며, 그 일의 수행 역시 스스로 터득해가거나 동료 교사들의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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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도움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Lortie, 

1975; 진동섭, 이윤식, 유현숙, 2003; 홍창남, 2005). 학교평균 지원적 

리더십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적인 영향이 작아지긴 했지만, 학교장의 

강력한 지도성 발휘는 교직이 자율성이 강조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

성이 있다(홍창남, 2005). 또한 리더가 지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조

직구성원에게 차별한다는 느낌을 줄 때, 특히 같은 학교의 다른 구성원

들보다 본인에게 교장이 덜 지원적이라고 느낄 때, 사기가 떨어지며 전

체 조직의 단합은 약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조직연구에서는 조

직 구성원들이 공정함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주장이 이를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 밖의 학교 특성 영향 요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각 변수별로 다르게 나

타났다. 학급수가 작은 학교에서 협력, 의사결정 참여의 Z점수가 학급수

가 많은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 비율과 교장의 성별, 

학생의 평가결과 활용은 p<.01 유의수준에서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

의 Z점수에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학급 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급수가 작은 학교가 규모가 큰 학교보다 의사결정 참여의 정도가 높았

다. 협력적 조직문화가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더 높은 것은 환경의 변화

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규모가 작은 조직의 

경우 지배적 연합체와 개인의 의지에 의하여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조

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환경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Hann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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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man, 1984; 안희남, 1999).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의사결정 참여 

정도가 더 높은 것은 효과적 조직 관리에 적정한 규모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규모가 더 큰 집단에서 조직 관리가 힘든 이유는 의사소통의 

모호성으로 인해 공유된 가치와 태도의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일 수 있

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협력적 조직

문화의 변인 중 의사결정 참여의 평균은 더 높지만 변화율은 더 낮다.  

변화율이 낮은 것은 것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참여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초기값이 높아서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보다 국공립학교가 더 높은 의사결정 참

여를 나타내는 것은 이혜영, 류방란, 윤여각(2001)이 말한 교직문화의 

형성 조건 중 하나인 순환근무제도 때문일 수 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각 학교의 특수한 문화 보다는 일반적인 학교의 공통된 특징을 더 많이 

보인다. 기업의 설립자가 그 조직의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Schein, 1983) 사립학교에서 의사결정 참여의 정도가 약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효현과 최동규(201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

이다. 그들이 중등교사 학교조직문화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한 전문성, 의

사결정, 공동체 의식, 배려성은 모든 항목에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포함된 변인이 설명하지 못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율이 가장 큰 학교를 검토했다. 협의의 경우 분석모형에 변화율의 

고정효과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모형에서 설명하는 요인 외에 학교 

간 변화율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에서 변화율

의 잔차가 가장 큰 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학교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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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단체나 교원 노조 가입 비율보다 미가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협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평균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이 전체 학교의 평균에 비해 낮고 최대값이 전체 학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하

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협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는 전체 학교와 큰 차

이가 없는데,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조

사하는 비율이 1주기에 비해 2주기에 높아졌다. 3주기와 4주기에는 협

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와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1-4주기를 종합해보면 전체 학교와 비교했을 때 협

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와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가장 큰 학교에서

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해 일부 반

영하는 학교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4주기에 조사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중 참여

하는 사업의 빈도를 전체학교와 비교했을 때 협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

는 전체 학교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

은 학교의 경우 방과후 중점학교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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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중학교에서 나타난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변화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주기별 차이와 교사경력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고,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고려한 3수준 다

층모형을 활용하였다.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2004-2013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패널데

이터(panel data)를 사용하여 변화의 관점에서 조직문화의 차이와 변화

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문화를 

개인수준에서만 뿐만 아니라 조직수준과 시간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특

히 교장의 리더십이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었다. 반면, 모든 설문주기에 포함된 변수만 활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04-2013년 중학교에서 

협력적 조직문화의 척도 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졌다. 시간이 흐를

수록 교사들이 규범적 질서로 동료와의 협력에 가치를 부여하고 직무를 

협력의 태도로 수행하는 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직경력에 따른 척도점수의 변화가 각 변수마다 다른 패턴을 

보였다. 협력은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의 Z점수의 평균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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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 의사결정의 참여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

라 Z점수의 평균이 높아졌다. 협의는 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Z점

수의 평균이 낮아졌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는 교직경력 25-42년인 

교사들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협의는 교직경력 25-40년인 교사

들의 척도점수가 가장 낮았다. 

셋째, 주기에 따른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학교변인은 의사결정 참여에

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참여의 척도점수는 사립학교가 공립

학교보다 변화율이 높고 읍면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광역시에 위치한 학

교보다 변화율이 높았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척도점수는 학급수가 

작은 학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율의 

영향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리더십의 영향을 살펴보면 지원

적 리더십은 개인 수준에서는 협력, 의사결정 참여, 협의의 척도점수를 

높이는 요인이지만 학교 수준에서는 협력적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적 조직문화의 공

유의 정도에 주는 부적 영향이 작아졌다.

넷째, 협력적 조직문화의 변화율의 잔차가 가장 큰 학교를 검토한 결

과 각 변인마다 잔차가 가장 큰 학교의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주기에 조사되지 않아서 분석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던 학교 특

성인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 가입 비율,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

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 학교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중 참여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의의 

경우 분석모형에 변화율의 고정효과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모형에서 

설명하는 요인 외에 학교 간 변화율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교원 단

체나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 교원 노조 가입 비율이 전체 학교의 평균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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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평균과 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

하여 반영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과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가장 큰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의 의견을 조사해 일부 반영하는 학교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마지막으

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중 참여하는 사업의 빈

도를 전체학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협력의 변화율이 높은 학교는 

전체 학교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참여의 변화율이 높은 학

교의 경우 방과후 중점학교와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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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학교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온 조직들

이 변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는 다른 형태의 조직보다 상

대적으로 변화가 느릴 수는 있다(진동섭, 2014a). 또한 학교 조직을 둘

러싼 환경에서 바라보는 학교에 대한 가치, 태도와 기대는 학교의 구성

원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그리하여 조직 내 구성원의 가치와 태도가 

규범으로 작동하는 조직문화와 조직 밖에서 기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 내�외에서 협력적 조직문화가 학교에서 구

성원들에게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협력적 조직문화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 간 협의의 척도점수는 지난 2004년에서 2013년에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대부분 경력 등 개인의 특

성에 따른 차이로 나타났다. 협의의 정도가 개인 특성의 차이로 나타난 

것은 교사들의 조직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다는 주

장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한 추론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교사 개인에 따라 협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개인주의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동료들과 직무에 대해 의논하는 정도, 

특히 교수�학습 영역에서 교사 간 의논의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

성된 협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척도 점수가 점점 높아지며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협의의 척도 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협력이나 의사결정 참여는 학교마다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협의는 분석에 포함된 학교들에서 학교 평균의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의하는 정도가 교사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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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하는 정도가 낮은 교사들이 마치 교직 전체를 대

표하는 것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이어지는 의문은 과거의 연구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것

과는 달리 개인주의와 관련하여,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개인주의의 정도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협력적 문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고독의 기회와 창조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성(個人性)까

지 제거하려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Hargreaves, 2010). 개성(個

性) 있는 교사가 창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으며 창조적인 학생을 가

르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무발달 단계에 따라 협의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발달과업

이 각 단계에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의도 역시 직무발

달 단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복하여 개인주의 

문화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확인하기 보다는, 어떠한 발달 단계

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개인주의를 심

화시키는지 탐색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조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학교 

조직을 연구하는 여러 관점들을 검토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여러 학자들

의 정의를 참고하여 협력적 조직문화를 정의하고 변인을 추출하였다.

조직문화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은 학교경영에서 각종 상징물을 사용하

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추구하는 조

직문화를 강조하고 구성원들에게 이해시키는데 각종 상징물이 효과적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바꾸는 것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강조하고 강화시

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종 상징물(symbols)과 가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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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acts)은 그것의 제작과 전시 의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서 표현할 수 있다(Schein, 2004; Bush, 2011). 

다시 말하면, 그러한 상징물과 가공물만을 가지고 더 깊은 가정을 유추

하는 것을 의도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유추로 인한 불필요

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상징물이 그 학교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물리적 요소만을 가

지고 조직의 문화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존의 조직문화에 관

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그로부터 협력적 조직문화의 주요 변인 등을 추출

하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구성원들

의 조직문화 공유 정도가 조직 규모나 설립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학교 관리자는 조직 규모, 설립유형 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

종 정책에 따라 효과적인 조직 관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학교의 변화 과정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협력과 하향식(top-down) 경

영 방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학교가 개방적이 되고 신뢰와 협

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관리주의

(managerialism)가 존재하여 변화를 막을 수 있다. 교장들이 협력적인 

문화와 동료적 의사결정을 지속하고 싶다면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Webb, & Vulliamy, 1996). 

교사들은 관료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세훈, 이정로, 2005:20). 따라서 학교경영자는 강력한 학교문화

를 형성하여 학교조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교구성원들의 결속

력을 강화시키는 학교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지원적 리더십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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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장의 지원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평균적 지원적 리더십의 척도 점수가 높

은 학교에서는 교장이 지원적 리더십을 각 교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발휘

할 경우에 조직문화의 공유의 정도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조직 구성원들

이 공정함을 중요시 하는 것은 효율성과 합법성을 중요시하는 전통적 인

사행정(personnel administration)에서 민주성,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인

적자원행정으로 조직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창

길(2013:588)은 현재 한국이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행정(human 

resource management)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집권적이고 통제중심적

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략적 인적자본행정(strategic human 

capital management)을 지향하면서도 역량이나 성과보다는 계급과 경

력을 중시하는 제도와 행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유기적 상태라는 가정 하에서, 구성원들

을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 비유할 때는 그들을 관리(manage)

하는 관점이 아니라 스스로 기능하며(function) 조직을 구성한다

(Schein & Greiner, 1977). 학교의 조직문화는 기업이나 일반 행정기

관의 그것과는 다르므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셋째, 현대 조직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학습은 어떻게 협력할

지, 어떻게 의사소통에서 신뢰를 얻고 개방적이 될 수 있을지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상급자의 경우 어떻게 새롭고 유동적인 관료적 관계에서 

의존성을 관리할지, 어떻게 개인적인 또는 지위적인 권력을 하급자들의 

헌신을 잃지 않고도 발휘할지 학습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의 지도자는 

어떻게 유동적 경계가 있는 조직을 디자인할지 학습해야 한다(Schein, 

1996). 이러한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조직에서 필요한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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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사들의 실제를 

반영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학교의 학습공동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다.

다음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변화의 과정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구

성원들이 관여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 간의 일관성

이 필요하다(Berends, Bodilly, & Kirby, 2002). 학교의 조직문화를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으로 좁게 정의하는 경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갈등 

현상을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박삼철, 2006:106). 학교 문화를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의미, 상징, 신

념 등(진동섭, 이윤식, 김재웅, 2011:73)이라고 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

교의 구성원 중 학생과 학부모 등 직무와 이해관계가 교사와 다른 구성

원들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교사 이외에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

는 행정 직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학생과 학부모를 고려하여 협력

적 조직문화를 연구한다면 협력적 조직문화의 측정 문항 또는 방법이 달

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2004-2013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조직문화의 변화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반면, 모든 설문주기에 포함된 

변수만 활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교원 단체나 교원 노조 가입 비율,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

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조사하여 반영, 학교가 시�도교육청 및 지자

체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중 참여하는 사업은 모든 설문주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았고, 변화율의 잔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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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데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포착하고 각기 

다른 학교의 조직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

의 각기 다른 학교경영 전략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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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zing variation in collaborative 

culture of middle school and 

influential factors on that

Wi, Eun-ju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organizational culture in school is changing as the way 

people perceive surroundings and behave themselves has changed. It is 

pointed out in a large number of papers that organizational culture in 

school is needed to change. However evidence based argument about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culture is scarcely found. 

I tried to demonstrate the change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collaboration,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discussion 

with the colleague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at, especially 

supportive leadership, examining the data of the teachers in the middle 

schools surveyed at 4 times from 2004 to 2013 by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softwares I employed were IBM 

SPSS Statistics ver.22 which was very helpful to handle huge amounts 

of data, and  HLM 7 for Windows which made it possible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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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based on three level: individual, organization and time.

The variation in collaborative culture of middle school was verified 

by MANOVA(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lso, HLM(Hierarchical 

Linear Model) substantiated some key factors influencing on the 

variation.

The result is : First, collabo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middle 

school has changed during the last decade. Second, the longer the 

teachers work in school, the stronger the collabo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teachers is. Third, as time goes by, collabo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of middle schools which have strong 

organizational culture at initial point change less. Lastly, although 

principal’ s supportive leadership can be a factor that makes 

organizational culture stronger at the individual level, it can be a 

undermining factor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organizational culture variation among the middle school and the 

times are detected in this research. Furthermore some factors 

influencing on that are explored empirically. However, the variables are 

restricted in the analysis because they have to be found in the data at 

the four times, and some quibbles over the quantitative method could 

be raised. More in-depth studies are needed to capture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Key words : variation, collaborative culture, collaboration,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discussion with the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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