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지   윤   경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

지도교수  정 동 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지  윤  경

지윤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진 동 섭 (인)

부위원장 신 정 철 (인)

위    원 정 동 욱 (인)



- i -

국문초록

교원 연수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교육 

현장 교사들의 불만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학습공동체가 관심

을 받고 있다. 더불어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그 방안의 하나로 학교장의 역할에 주목

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선언적인 수준

에 그칠 뿐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간의 관계에 대

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 한편 일련의 연구들은 교

사 자신이 느끼는 전문성에 대한 한계 인식이 교사가 자발적으로 교사학

습공동체를 형성하는 동인이 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3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된 중학교 교사 6207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교사학습공동

체 형성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성별, 교직 경력, 학력, 직위, 담임 등의 교사 특성과   

변혁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등의 학교장 지도성 및 교내

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 등의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분석을 

위한 주요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구조가 교

사 수준과 학교 수준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위계적 선형 모형

을 활용하여 교사․학교 수준의 변량 비율을 분석하는 한편, 각 분석 모

형별로 독립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각 수준 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

력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결정하는데 교사 수준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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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변인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결과, 교사 수준

의 변인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학교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에 따라 3.9~8.5%의 범위 

내에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요       

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교사 수준의 변인을 

투입한 분석 결과,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의 경우 담임 변인만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이 종속 변

인이 되었을 때, 교사 수준 변인 중 직위와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는 

교사 수준 변인 중 성별, 학력, 직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 간 협력에는 교직경력, 직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교사 수준 변인을 통제한 후 학교 수준의 배경 변인을 투입한 분석 

결과, 담임 변인만이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유의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이 종속 변인이 되었을 때,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직위와 담임 변인이,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

에서는 여교사 비율만이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는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성별, 학

력, 직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이 없었다. 교사 간 협력의 경우,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교

직경력, 학력, 직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다.

셋째, 학교장 지도성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 결과, 학교장의 지도성 하위 변인 중 변혁적 지도

성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과 교사 간 협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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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이 높을수록 교

사협의회 형성수준이 높으며 교사 간 협력의 정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교

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가늠하는 세부 변인 중의 하나인 교내교과연구 

소모임 참여여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

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행정적 절차의 성격으

로 교사에게 참여가 강요되는 교사협의회보다 교사들의 자발적 공부 모임

인 교내교과연구소모임이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에 가까

운 것이라 할 때,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와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

성이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는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발휘는 교사

의 교내 자생적 공부 모임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후속 연

구가 다음의 문제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첫

째, 분석 결과 교사 수준 변인 중 담임 변인이 교사학습공동체의 활성화

를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계적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담임 문

화를 중심으로 한 학교 내 조직 문화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교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단위학교가 교사학습공동체성을 지향해 나

가며 교사 간 협력을 조장하는데 있어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생적 공부모임을 활성화 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학교장의 지도성이 아닌 분산된 리더십 

혹은 교사 리더십과 교사학습공동체 간의 관계가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교사학습공동체, 교사 특성, 학교장 지도성, 위계적 선형 모형

학  번 : 2011-2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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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로의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국 교육계는 미래의 

교육과 학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

해 있다. 더욱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근대적 학

교체제가 지적되면서 교육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교

육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현 한국 교육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치로 한 ‘위로부터 아래로의’ 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계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교육

개혁이 아닌 학교를 기본단위로 하는 개혁에 관한 논의 가운데 하나로 

단위학교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학교구성원들이 상호학습을 통해 지식

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학습지향성을 지녀야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의 학습

공동체화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학교의 학습공동체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교사학습공동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서는 현재의 교

직사회에서는 교직 입문 후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제가 미흡하다

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및 교사가 수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

며,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실수업 개선’이 향후 교원정책의 핵

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자원은 교사이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공교

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실질적인 수업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으며(이윤식·유현숙·최상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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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2007),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교원연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꾀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최근 교사의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의 공동체인 교사학습공동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활성

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가운데 행해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교

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특징들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 요소들

을 구축함으로써 단위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을 측정하려는 

연구에서 시작하여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과 교수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

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위

학교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Hord(1997)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

장의 지원적이고 공유된 지도성을 꼽고 있으며, 장훈(2010)의 연구에서는 

우수학교군에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학교 간 차이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지도성이었으며, 비전의 공유,

협력적 의사결정과 책임의 공유, 학습에 대한 초점, 반성과 개선의 노력,

지원적 조건 등과 같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주요 특징들은 학교장의 적절

한 지도성의 발휘를 통해서만 학교운영의 실제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보

고했다. 허학도(2005)는 우리나라 학교공동체 형성 사례 연구를 통해 학

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

견수렴, 학교교육방침 및 학교발전의 비전 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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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경영,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리더십 발휘, 확고한 교육관 및 투철한 신

념, 학교구성원간의 인화단결과 화합, 학교공동체 형성 주도, 교사의 교

육활동 적극 지원, 구성원 간 신뢰형성, 학교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 및 

유대강화 등을 지적하였다.

상술한 일련의 연구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에 있어서의 학교장의 

역할에 주목하는데 반해 교사의 고유한 특성 속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모색하려는 일련의 연구들도 있었다. 국내의 협동학

습연구회를 참여 관찰한 김성천(2007)과 자생적 교사연구모임을 참여 관

찰한 김지영(2010)에 의하면 교사들을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이끄

는 주요한 동인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였다. 김성천(2007)은 단위학교 내에는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 등의 모

임이 있어 이러한 성격의 모임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수업 개선의 의지를 가진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형성된 교

사자율연구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 보아 개념상 상반된 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의 자발성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학습공동체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의 자율적인 교사학습공동체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개인 특성을 활용하여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특이할만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교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교원 연수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실질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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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결정하는데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의 변인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의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각 수준별 변인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의 기본 모형을 활용하여 

각 수준별 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할 것이다.

〔연구문제 2〕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요  

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일련의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 

지도성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의 자율 의지에 따라 형성

되는 경향이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는 학교 수준의 변인이라 할 수 있는 학

교장의 지도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 2

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요인은 무

엇이며 그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규명해 볼 것이다.

〔연구문제 3〕학교장 지도성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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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에서는 학교 수준 변인 중 학교장의 지도성 변인이 교사학습

공동체 형성수준의 학교 간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학교 수준이란 학교 배경 변인과 학교장의 지도성 변인

으로 이루어지는데, 연구 문제 3을 위한 분석에서는 학교장의 지도성 변

인의 순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함으로써 학교장의 지도성의 효과

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나머지 학교 수준 변인은 통제변인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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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의 전반부는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활용될  

교사 변인 및 학교장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이론들과 선행 연

구들을 각각 고찰함으로써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하위 영역을 구성하

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교사 특성 및 학교

장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와의 관계를 고찰한 최근의 연구들을 개관함

으로써 선행연구들이 가진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설계 방향을 잡는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1. 교사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 공동체, 교사 공동체, 교사 학

습공동체, 전문가 학습공동체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을 규정하고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

하는 특징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정보사회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사회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

습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주목

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연합체로 그 공동체의 구성, 유지 및 발전에 학습 

활동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식 창출 및 지

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서경혜, 2008). 보다 

최근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성 개발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방안

의 하나로 교사에서 교육전문가로 그 구성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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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은 장학사, 교육행정가, 지역 인사 등 학

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교육실천 경험 그리고 교육과정

에서 겪은 고민과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개발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력을 증진시키는 전문가 학

습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다.

교사 학습의 맥락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관

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를 교사학습공동체

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DuFour(1998)가 

지적하듯이 모든 종류의 교육관련 집단이 전문가학습공동체로 기술됨으

로써 용어가 지닌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

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사학습공동체에 관

한 연구가 다양한 만큼이나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역시 연구마다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 게다가 교사학습공동체와 호환되어 쓰이는 용어들

은 그 개념의 혼란과 모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컨대, 교사학습공동

체, 전문공동체, 전문가학습공동체와 같은 용어들이 교사들의 협력적 학

습을 나타내는 용어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Sergiovanni & Strratt(2007)의 정의에 따르면 교사학습공동체는 교

사들이 함께 그들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며 그들의 지식,

경험, 실천 등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학습하며 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McLaughlin

& Talbert(2006)는 교사들이 그들의 실천을 공동으로 반성하고 그들의 

실천과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그들의 수

업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실천하는 집단을 교사

학습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Hord(1997)는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용어 대신 전문가학습공동체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

를 칭하며 전문가학습공동체를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 공동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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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한다. 첫째,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리더십을 공유하며 지원

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둘째,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학

습에 대한 헌신, 학교의 비전, 교육의 가치 등을 공유한다. 셋째, 전문가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이들은 서로의 교육 실천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개

인 및 공동의 교육 실천을 함께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상술한 활동을 지원하는 물적․인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전문가학습공동체에 관한 Hord의 개념 규정은 이후의 연구들에서

도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속성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 Annenberg

Institute(2003)는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교육실천을 공동으로 탐구하고 개

선하는 교사, 교육행정가, 지역사회 구성원, 그 외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특성으로 미션, 비전, 가치, 규범의 공유, 반

성적 대화, 지속적인 비판적 탐구, 학생들의 학습에 중점, 개인 실천의 

개방 및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공동체(Professional community)에 대한 정의를 살

펴보기로 한다. Louis, Marks & Kruse(1996)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으로 전문가공동체를 정의하였다. 첫째, 규범과 가치의 공유를 특징

으로 한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에의 초점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반성적 

대화를 특징으로 한다. 넷째, 전문가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의 교육실천

을 공개하고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교육실천의 개선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실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하여 전문가공동

체, 전문가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등의 용어가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차이점

이 있다면 교사학습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교사들로 한정되어 있고, 전

문가학습공동체는 교사 뿐 아니라 교장, 교감, 장학사, 교육행정가 등 다

양한 교육전문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서경혜(2009)는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하여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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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용어들 속에서 가치와 규범의 공유, 학습중심성, 교사 간 협력이

라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학습공동체의 

속성에 관한 범주화를 통해 서경혜는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전문성 신

장과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교사학습공동체에 관

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란 교과지식과 교사 전문성향상을 위한 학습

을 주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식과 신념을 공유하고, 반성적으로 대화하며, 상호협력함으로써 전문적 

발달을 도모하는 집단이다.

나.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 및 구성 요소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교사학습

공동체는 공동의 가치와 정서를 공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학습 

개선에 대한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특정 공간에서 주기적인 만

남을 통해 교사들의 학습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등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적으로 교수 일상을 고유하고 반성하며 이를 토대로 실천함

으로써 학습을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사학습공동

체의 개념 정리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는 공동의 가치와 정서의 공유, 상호 존중과 이해 

등의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을 내재하면서 교사들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이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는 협력적인 공유와 반성, 그리고 실천

을 특징으로 한다. 교사들은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동료교사들과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 경험, 실천을 공유하고 반성하며 실천함으로써 

실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며 전문성을 신장해 나간다. 셋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유된 리더십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이다. 교사학

습공동체 속에서 교사들의 학습 방식은 교원연수에서 이루어졌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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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사항

외 적 

특성

공동체 운영 특성
주기적 만남을 위한 특정 공간과 시간, 계획된 

학습 일정

교사의 사회적 특성
가치, 정서, 생각, 규범을 공유하고 상호존중,

이해, 개선에 대한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교사

내 적 

특성

공동체 목적 교사들의 학습 증진

교사 학습 원리 협력적인 공유, 반성. 실천

문화 평등적인 관계, 공유된 리더십

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닌 협력하는 동료들의 공동의 리

더십을 공유하는 평등적인 관계의 문화가 형성된다.

김지영(2010)은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특성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Ⅱ-1>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

주. 김지영(2010)에서 인용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의 외적 특성으로 보아 

교사학습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공간에서 지속적

이고 주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며(김지영, 2010)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일

정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의 내적 특성으로 보아 교사학

습공동체는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수업에 관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반성하

며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지영(2010)에 의하면 교사학습공동체는 공동체의 목적, 구성원의 성

격, 활동 영역, 성립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우

선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수업 개선, 업무 성과 개선, 동호회 등으로 구

분되며,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학교급별 공동체, 담당교과별 공동체로,

활동 영역에 따라 실제 공간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와 가상 공간에서의 

공동체로, 설립 배경에 따라 자생적 교사학습공동체와 지원받는 교사학

습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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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하나의 교사학습공동

체는 공동체의 목적, 구성원의 성격, 활동 영역, 성립 배경에 있어서 하

나의 유형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형에 걸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일련의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다룬  

교사학습공동체는 김지영(2010)이 교사학습공동체의 외적 특성으로 간주

한 ‘주기적 만남을 위한 특정 공간과 시간, 계획된 학습 일정’이라는 조

건을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단위학교 전체를 하나의 교사학습공

동체 단위로 간주하여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

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교사학습공

동체 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잘 드

러난다.

최진영․송경오(2006)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 개발을 통해 그들은 교

사학습 공동체의 핵심적인 측면을 ‘새로운 시도를 중요시 여기는 공유된 

규범 및 가치’와 ‘교사들 간의 활발한 토론 및 협동’으로 보고 단위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살펴보았다.

최진영·송경오(2010)는 우리나라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그 근거로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과 구성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며 교사학습공동체를 종종 교사

들의 단순한 정기적인 모임 정도로 인식하거나, 학교풍토나 문화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2006년의 연구를 바탕

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탐색하였는

데, 학자들마다 교사학습공동체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지

만 공통적으로 ‘리더십 공유’, ‘비전 공유’, ‘교사들의 학생 학습에 대한 

강조’, ‘교사 협력’, ‘전문적 탐구를 고무하는 학교 문화’와 ‘지원환경’을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들 요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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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한희진․양정호(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라는 용어 대신 

교사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교사 간 협력’, ‘공

유된 책임’,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교사공동체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국

내 주요 선행 연구에서 활용된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

리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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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오․최진영(2006)

새로운 시도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에

대한 교사들의 공유된 정도

교수 학습과 관련한 교사들의 토론

및 협동 정도

- 교사 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 격려

- 새로운 개혁을 시도한 교사 인정

- 배운 내용에 대한 교사 간 토론

- 교사회의의 주 목적은 학생학력향상

- 학생들의 학습결과를 공유함

한희진·양정호(2010)

교사 간 협력 공유된 책임 교사 의사참여

- 교사 간 학교교육활동과 업

무 도움

- 교사 간 학교교육 활동에

대해 가치신념 공유

- 교사 간 협력

- 교사 간 업무에 관심

- 중요의사결정시 교사 간 의

견 일치

- 직위에 따른 차별 없음

- 사기가 높음

- 열의를 가지고 일함

- 학교에 대한 자부심

- 학업 성적을 중요시함

- 인성교육을 중요시함

- 학생의 창의성을 중요시함

- 교내 연수의 내용

- 학급 구성 방식

- 보직 교사 인사

- 정규 교과 외의 교육 활동

담당 교사 배정

송경오․최진영(2010)

교사 협력 탐구 문화 학생 학습 강조

- 교사 간 새로운 지식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협력

- 교사 간 협력적 관계 존재

- 교사 간 학교 개선 노력

- 협력적 학습을 위한 기회

- 교사 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학습

- 동료 교사들을 관찰하고 격

려할 수 있는 기회 있음

- 교사 간 학생 성과물 검토

- 교사 간 코치와 멘토링

- 교사-학생 간 신뢰와 존중

- 새로운 시도를 존중하고 신

뢰하는 문화

- 정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

-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

한 노력

- 학생의 학습을 강조

- 교사연수는 교수-학습에 중

점

지원 환경 리더십 공유(의사결정) 비전공유

- 교사 간 협력적 업무 시간

- 협력적 학습을 조장하는 시

간 부여

- 교사 전문성 계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교사 간 의사소통 시스템

- 학교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

정에 참여

- 중요한 학교정보에 교사 접

근 용이

- 교사 간 학교의 핵심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협력

- 학교 개선을 위한 비전 공

유

- 의사결정들은 학교의 가치

와 비전과 일치함

<표 Ⅱ-2> 국내 연구에서 활용된 교사학습공동체 지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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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연구들로 보아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공통된 요소로서 ‘비전의 공유’, ‘협력적 

의사결정과 책임의 공유’, ‘학습에 대한 강조’, ‘반성과 개선의 노력’, ‘지

원적 조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김지영(2010)의 연구

에서 언급된 교사학습공동체의 외적 요건 중의 하나인 ‘주기적 만남을 

위한 특정 공간과 시간, 계획된 학습 일정’이라는 요건은 고려하지 않았

으며, 단위 학교 전체를 하나의 교사학습공동체로 가정한 이후 교사학습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효과 연구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

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외국의 교사학습공동체 연구 

동향을 보면, 학교별 교사학습공동체 특징 분석에 대한 연구, 교사학습공

동체가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Louis, Marks & Kruse(1996)의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료교사와 학부모

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정도, 교장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사학습공동체의 

결속 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uFour & Eaker(1998)는 교사

간의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교사학습공동체라고 칭했으며 이런 교사학습공

동체는 교사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 공유, 공동 탐구, 협력, 실

험지향적, 끊임없는 개선의 노력, 결과에 기초한 평가 등의 특징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와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한 국외 연구도 있다.

Lee, Smith & Bryk(1993)는 교사학습공동체로 조직화된 학교의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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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헌신성을 보이며, 이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업 성취가 더 높

은 것을 밝혔다. 또한 Lee & Smith(1996)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성 중에

서 교수학습과 관련한 공유된 책임, 교사 간 협동, 교사 의사참여를 교사

학습공동체 지표로 사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사회․경제

적인 지위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교수학습과 관련한 공유된 책임, 교사 

협동 등의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요소들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의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

내의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을 측정하는 초기 연구, 교사학

습공동체를 통한 수업전문성 신장과 교사효능감 향상에 관한 연구, 교사

학습공동체가 학생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을 측정하는 초기 연구로 송경오․최

진영(2006, 2010)은 교사학습공동체의 구성요소들을 추출하여 교사학습공

동체 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후속 연구

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교사학습공동체 연구의 하나로 김성천

(2007)은 교사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고찰하면서 교사의 지식에 대한 질

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

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허은정(2010)은 교사학습공동체

가 아닌 학습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학습조직이 교사전문성 신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로 교사의 개인 특성이 교

사 전문성 신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조직이라는 학교의 효과도 일정 

부분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서영․양정호(2004)는 읽기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교사학습공동체의 

효과 분석에서 학생 개인별, 각 학교별로 읽기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

다고 분석하였다. 즉 학생의 성별, 형제․자매 총 수 등 학생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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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요인이 학생의 읽기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 평균 

SES, 학교 규모와 같은 학교 배경변수와 더불어 교사학습공동체 지표 중

에서는 ‘공유된 가치’가 학생의 읽기 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희진․양정호(2011)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중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학습공동체 지표 중 ‘공유된 책임’의 경우 학생의 수학 성적에 유의

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사 의사참여’는 학생의 수학성

적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선행 연

구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향상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교사학습공동

체 관한 국내 연구들(서경혜, 2009; 주영주․조은아, 2006; 송경오․최진

영, 2006)을 살펴보면, 주로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 및 속성 그리고 운영 

등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 교육현장에 실제 적

용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2.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와

의 관계를 탐색하는 선행 연구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학교장의 지도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을 살

펴볼 것이다.

가.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에서의 교사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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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단위학교 내의 교사의사소통 정도나 협력 정도 등의 공동체성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지영(2010)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대로 ‘주기

적 만남을 위한 특정 공간과 시간, 계획된 학습 일정’을 공유하는 실체

가 있는 교내교과연구모임이나 교사자율연구모임 등을 말한다. 이와 같

은 사실을 감안하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와

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김성천(2007)은 교사자율연구모임인 전국규모의 협동학습연구회를 참

여 관찰하여 이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협동학습연구회와 같은 교사자율연구모임은 교사들이 특정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공유와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교사조직

이다. 교사자율연구모임은 현행 승진 체계라든가 교육청의 지원 체계와 

상관없이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교

사자율연구모임은 학교 내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김성천이 연구한 협

동학습 연구회의 경우에는 학교 소모임으로 출발하여 전국적인 모임으

로 성장하였고 일선 교사들의 수업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것은 교사들이 내적으로 전문적 역량을 기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러 

조건들을 극복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교사자율

연구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등사회과 모임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참여 관찰한 김지영(2010)의 

연구는 교사들이 초등사회과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인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가치관과 수업 사이의 괴리’를 경험한 교사가 ‘친한 동료들과의 

협력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교사학습공동체에의 참여의 주

요 동인임을 확인하였다.

김효정(2006)은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내의 자생적 교사연구모임

의 의의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자생적 교사연구모임은 자발성이 

전제된 교사 능력 개발의 새로운 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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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때,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이는 교사가 처방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해결 의지를 가진 주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모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은 자발성과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처방 중심적 교사 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과는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장학의 비효과성에 대한 대표적인 지적으로 장학 

지도자의 전문성 문제가 거론되는데, 김효정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는 정서적 거리감이 가까운 사람이 제공하는 지원을 신뢰하며 교사연구 

모임은 이러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풀을 제공한다. 구성원 간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교사 대 교사의 관계이며, 자생적 교사연구모임

에 참여하는 중심 구성원들은 다른 교사들에게 자신의 시행착오와 수업 

비법을 전달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다.

이상의 국내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대로 외부의 자극이 아닌 교사들 

스스로의 내적 동기에 의해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사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모델은 미국의 National Writing Project(NW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성천, 2007). 1974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교사들이 

교사들을 서로 가르치며 경험을 공유하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교사

들의 필요는 교사들이 가장 잘 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

사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교사는 자기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교사 컨설턴트가 되어 

또 다른 교사들을 돕는 리더로 활동한다. 이러한 NWP 모델은 교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는 국내 교사자율연구모임의 

특성과 흡사한 면이 있다.

나. 학교장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

Senge(1990)는 “학습조직에서 리더는 학습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는 조직을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



- 19 -

라 외부환경에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조직의 비전, 가치, 목적,

시스템 사고 등을 통합하는 임무를 띤다. 구체적으로 보면, 리더십의 실

제 업무는 조직의 비전과 가치, 목적을 개발하는 것이다.”는 말로 학습조

직에서의 리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학교장 지도성은 조직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

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조직의 지도자가 조직의 구성원의 신념, 태도, 행

동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확

대되어갈수록 학교 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역할과 지도성은 강조되고 

있다. 지도성 이론은 지도성 특성론, 지도성 행위론, 상황적 지도성 이론,

의사결정이론을 거치며 관련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윤정일 외,

2008). 초기 연구에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지도자의 특성과 행위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단일 특성이나 행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드

러나게 되었고, 지도성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접근을 하게 되

었다. 지도자의 행위 또는 지도성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인화 또는 과업

으로 개념화되었고, 국내에서도 학교장의 지도성을 인간지향성, 목표지향

성, 관료지향성으로 구분하여 효과성을 측정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노종희, 1988; 옥장흠, 1995). 최근에는 구성원들 간의 교환적․거

래적 관계를 초월한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학교장이 교육 활동의 본

질인 수업과 관련된 지도성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한 

수업지도성에 주목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박상완은 1988~2008년 사이에 발표된 학교장의 지도성에 관한 국내 

학술지 게제 논문을 총 83편으로 선별하여 이 논문들을 학교장 지도성 

유형별로 구분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Ⅱ-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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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혁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상징적 

지도성

감성 

지도성

과업/

인화 

지도성

카리스

마 

지도성

관료/목표

/인간 

지향 

지도성

기

타

구분 

없음

편

수
26 16 8 2 2 2 2 3 6 17

<표 Ⅱ-3> 국내 주요 학술지 학교장 지도성 관련 논문 게제 수

주. 박상완(2011)에서 인용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20년 간 학교장 지도성에 관한 

연구는 변혁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혁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

덕적 지도성을 학교장의 지도성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각의 학교장 지도성의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변혁적 지도성

최근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학교장들의 경영 성과에 대

한 책무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

의 지도성이 학교 안팎에서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각 연수기관에서도 이

들의 지도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학

교장 지도성 개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요구 등에 따라 새로운 화두로 인식되

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관리적 관점보다 경영적 관점의 학교장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학교장의 새로운 역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수

립하는 지도성의 준거로 ‘변혁적 지도성(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거래적 지도성(transactional leadership)에 대비되는 것으로

서 변혁적 지도성은 조직의 장이 권한 위임이나 동기 유발 등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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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을 조직 경영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도성(김민환·안관영, 2012)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조직이 처

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지도

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학교장은 교사들에게 군림

하기보다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안내하는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들도 단순히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

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Burns(1978)는 거래적 지도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변혁적 지도

성을 제시하였고 이는 최초의 변혁적 지도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제시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oy & Miskel, 2000). Burns는 추종자들에

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서 동기유발을 시키는 지도자와는 달리 직

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덕적 목적을 부여함으로서 높은 단계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Burns의 이론은 향후 Bass(1985)에 의해서 조직구성원들이 자

기이해(self-interest)를 초월하여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카

리스마를 보여주는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개념화되었다. Bass(1985)의 이

론적 논의 이후 Bass & Avolio(1994)가 다요인 지도성 질문지를 개발함

으로서 변혁적 지도성 연구는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그들은 변혁적 지도

성은 크게 카리스마, 영감적 호소, 지적 자극, 인간적 배려의 네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Hoy & Miskel(2000)은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특성을 크게 여섯 가

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변화의 필요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둘째,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구성원들이 비전에 헌신하도록 한다. 셋째, 단기적 목표

보다는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며, 넷째, 추종자가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상위 수준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고무시킨다. 다섯째, 조직의 비전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여섯째, 추종자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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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s & Avolio Hoy & Miskel 노종희

ⓛ 카리스마

② 영감적 호소

③ 지적 자극

④ 인간적 배려

ⓛ 변화의 필요성 규정

② 새로운 비전 창출

③ 장기적 목표에 집중

④ 상위 수준의 목적 추구

⑤ 조직 변화 유도

⑥ 전문성 개발 유도

ⓛ 비전 설정 및 공유

② 인간 존중

③ 지적 자극

④ 높은 성과 기대

⑤ 목표 수용

⑥ 솔선수범

⑦ 학교 문화의 창조

⑧ 집단 참여 허용

전문성 개발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문성 개발에 더 큰 책임을 갖도록 

지원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 노종희(1994)는 변혁적 지도성의 기존 이론들을 종합․

정리하고 공통된 영역에 대한 도출과 그에 따른 설문조사문항을 개발하

여 한국에서의 변혁적 지도성 연구를 촉발시켰다. 그는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을 변화 선도, 인간 존중, 솔선수범의 세 요인으로 소개하고 후속

연구에서 Leithwood, Sergiovanni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이론을 바탕으

로 3명 이상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변혁적 지도성의 행동차원

의 영역을 종합하였고, 최종적으로 변혁적 지도성을 비전 설정 및 공유,

인간 존중, 지적 자극, 높은 기대 성과, 목표 수용, 솔선수범, 학교문화 

창조, 집단 참여 허용이라는 8가지 행동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변혁적 지도성은 연구자마다 다소간 개

념적 차이는 존재하나 일종의 정신적인 리더십, 즉 카리스마를 통해서 

비전을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적인 자극을 만들어나가며 구성원들 개개인

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 이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의 문화

를 창출해 나가는 지도성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변혁적 지도

성에 대한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4> 변혁적 지도성 행동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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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지도성

학교자의 지도성은 그동안 학교 조직 연구에서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요인으로 거듭 입증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

교장 지도성에 관한 연구에서 지도성은 행동론적인 접근에 따라 과업과 

인화지향이라는 학교조직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행정적 지도자의 

행위로 정의되었으나, 사실 학교의 과업은 행정과 수업의 양 영역에 걸

쳐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장은 행정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수업영역에서도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업 개선을 위한 교내 장학의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수업지도자로서의 학교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실제로 학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효과적인 학교의 특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 연구

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는 학교장의 지도성에 대한 연구가 교장의 직

무 활동을 중심으로 과연 핵심적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거 연구에서 

나아가 교장의 관리자, 행정가, 정치가, 변화대리인, 수업지도자로서의 역

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1970-80년대에 본격화된 학교 효과성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효과적

인 학교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학교장이며 학교교육에 있

어서 수업개선을 위한 학교장의 수업지도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Edmonds(1979)는 효과적인 학교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그 중 첫번째가 

강한 수업지도성이고, 수업지도성 없이는 좋은 학교의 요소들이 창출될 

수도 적용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중

요하고 또 그것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해 왔지만, 교장이 발휘하

는 수업지도성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

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DeBevoise(1985)는 수업지도성을 학

생들의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장이 직접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구성요소로 

학교 목적 정의, 수업에 필요한 자원 제공, 교사들 사이에 동료 관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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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교사에 대한 장학과 평가, 직원 개발 프로그램 조정 등을 들고 있다.

Keefe와 Jenkins(1987)는 교장의 수업지도성을 학교에서 교수학습의 개선

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방향, 자원, 지원을 제공하는 교장의 역할

이라고 정의하였다. 두 연구자의 수업지도성에 대한 정의를 볼 때 수업

지도성은 교장의 여러 역할 가운데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개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aresh & Liu(1992)는 수업지도성을 교사의 수업과 그 결과로서 학

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교장의 직․간접적인 행위로 보고 직접적인 

수업지도성은 교장이 장학과 평가, 현직 교육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수업지도성은 수업 촉진, 자원 획득, 시설 유지 등의 활동을 통

해서 발휘된다고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그들은 수업지도성

을 측정하기 위한 수업지도성 행동 질문지를 개발하였는데, 그 하위 구

성요소로 직원 개발, 교사 장학과 평가, 수업 촉진, 자원 획득과 시설 유

지, 학생 문제 해결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수업지도성에 대한 개념과 행위의 구성요소를 종합

하면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 개선 활동에서 발휘되는 교장의 

수업지도성은 직접적으로 수업 개선 활동과 수업 평가 활동, 간접적인 

수업지도성 행위로 학교 비전 제시와 수업 지원 활동 등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수업 개선 활동은 수업의 질을 향

상시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수업 프로그램 개선, 수

업 관찰, 직원 발전 등의 활동이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장의 대

표적인 수업지도성 행위에 포함된다. 수업 평가 활동은 평가 방법을 개

선하고 평가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수업 개선과 수업 효과를 증대시

키려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교장의 수업지도성 행위에는 수업 프로

그램과 학업성취도의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 평가 결과에 따른 미

비점의 보완․점검, 평가의 성취 기준 조정, 성취결과를 목표 설정, 수업 

개선과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피드백 등이 포함된다. 학교 비전 제시는 

학교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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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학교장의 수업 지도성 행위에는 학교가 추구하

는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설정된 교

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며, 이런 기대감을 전

달하기 위한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등이 포함된다. 수업 지원 활동은 수

업에 필요한 제반 환경 여건의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수업

지도성 행위로 자원 제공 및 물품 관리, 면학 분위기 조성, 학부모와의 

관계, 교사들과 동료적 관계를 확립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3) 도덕적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은 지도자가 무엇으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

혀내려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들이 학교 조직

에서 지도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이석열,

2005). 여기서 도덕적 지도성은 학교 조직이 도덕적 권위에 기초하여 학

교를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헌신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도덕적 지도성은 지도자가 갖추어

야 할 기본적 품성과 능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조직구성원들의 영향까지 

포함한다. 명제창(1998)은 도덕적 지도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도자의 기

본적 품성으로 청렴성, 사명감, 공정성, 책임감, 비전 제시, 권한 부여를 

제시하였고,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으로 공동체 규범 확립, 전문 직업적 

이상, 내재적 만족, 동료 의식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지도자의 기본 품성인 청렴성은 교장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처신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사명감은 교장이 직무의 중요성과 긍지를 

인식하고,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동 규범이다. 공정성은 교

장이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직원 상호 간에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 규범이다. 책임감은 교장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직무상

의 역할과 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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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다. 비전 제시는 교장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학교가 나

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구성원이 목표 달성에 전념하도록 

하는 행동 규범이다. 권한 부여는 교장이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신

장시켜 그들의 직무 능력을 개선하여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구성원의 

자율성에 근거한 공동체의 규범은 교사가 서로 준수하고 지키는 행동 규

범이다. 전문 직업적 이상은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발휘

하는 행동 규범이다. 내재적 만족은 교사들이 교직 생활에서 외적인 보

상보다는 교직 그 자체에 흥미를 갖고 몰입하여 보람을 느끼는 행동 규

범이다. 동료 의식은 교직원 상호 간에 지원과 친밀감을 경험하도록 하

는 행동 규범을 의미한다.

4) 학교장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

단위학교를 관료적 기관이나 교사 개인들 간의 느슨한 관계에 의해 맺어

진 집단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의 헌신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

초한 공동체로 파악할 때, “학교의 행정가, 교사, 학생들 간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학교들에서 교육적으로 높은 성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학교에서 학교 경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주철안, 2007)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공동체에서의 학

교장은 교사들과 함께 탐구하고,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

자적인 관계로 정의되며 학교공동체에서는 학교장, 교사, 학생 모두가 학

교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질문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공동체의 학교장은 절차보다는 비전이나 가치공유를 

통하여 지도하며, 교사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하며,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 훈련 사항들을 제공하며, 학교 

비전과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결과 지향적으

로 행동해야한다. 또한 학교장은 교사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며 개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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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장훈, 2010).

Eaker & Gonzales(2006)는 학교조직에 전문가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강력하고 지원적인 리더십

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일

련의 연구들 속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구현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에 대

한 탐색을 하는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훈(2010)은 <공립학교군별 전문학습공동체 형성 정도에 관한 연구>

에서 학교 평가 우수학교군의 학교장들은 교사들에게 학교 발전과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 내 모든 교육 관련 

당사자들에게 학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하

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직원들과 비전의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장훈은 학교 평가 우수 학교군과 

다른 두 학교 간 전문학습공동체 형성 정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지도성임을 강조한다.

최근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제시의 전 단계로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학습

공동체 형성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경호(2011)

는 Cooper의 4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을 탐색한 결과, 규범적 차원, 문화적 차원, 물리적 차

원, 기술적 차원에서의 학교장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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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문가 학습공동체의 속성 교장의 역할 탐색

규범적

차원

· 참여를 통한 비전 설정 및 리더십 공유

· 구성원들 간 지속적 학습 강조

리더십 공유자

학습지향 지도자

문화적

차원

· 신뢰, 공유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문화

· 효율적 갈등 관리

협력 문화 조성자

갈등관리자

물리적

차원

· 충분한 시간과 공간, 자금 지원

· 원활한 정보 흐름 시스템 구축

자원 제공자

정보시스템 구축자

기술적

차원

· 교육 실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 발전적 교육 및 개혁 위한 피드백 제공

반성적 성찰자

모니터링 및 평가자

<표 Ⅱ-5> 교사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 탐색 분석틀

주: 이경호(2011)에서 인용

허학도(2005)는 우리나라 학교공동체 형성 사례 분석을 통해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학교 교육 방침 및 학교 발전의 비전 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경

영,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도성 발휘, 확고한 교육관 및 투철한 신념,

학교 구성원 간의 인화 단결과 화합, 학교공동체 형성 주도, 교사의 교육

활동 적극지원, 구성원 간 신뢰형성, 학교와 학부모 간 의사소통 및 유대

강화 등의 순서로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교장의 역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학교장은 학교구성원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독려하고 분산적 지도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위해 노력

하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헌신과 신뢰의 관계 맺음을 의미하는 동료성 

기반의 협력 문화를 구축하는데 있어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 탐구와 학습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의 원활한 구축 

및 유지를 위한 물리적 ·환경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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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3차년도 데이터 중 중학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학

교 단위 패널 데이터로서 2003년부터 121개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

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패널 대상 학교의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및 소속 학교 구성원들에 대해 조사된 항목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데이터 중 중학교 교사

설문 문항을 주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주체로서 교사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

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나 학

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더욱 높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데이터 중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3차년도 데이터 중 유일하게 공개된 데이터인 2011

년 중학교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조사에 응한 중학교 교사들의 설문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1수준)-학

교(2수준)의 위계적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분석에는 총 202개의 중학교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학교에 재직 중이

며 조사에 응한 6207명의 교사들을 연계하여 교사 수준 데이터를 작성한 

후 이를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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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인 구성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변인들 간의 영향력 관

계를 알아보는 것이고, 둘째는 교사 특성과 학교장 지도성이 교사학습공

동체 형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사의 개인 특성 및 학교장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과 관련

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가.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이 종속변인이 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3차년도 데이터 중 중학교 교사를 대

상으로 한 설문 문항을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

한 선행연구의 지표들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변

인을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송경오․최진영(2010)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범주를 ‘리더십공유’, ‘비전공유’, ‘교사

들의 학생 학습 강조’, ‘교사 협력’, ‘탐구 문화’, ‘지원환경’ 등으로 세분

화하였다. 한희진․양정호(2011)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종단 연

구 자료인 KELS 데이터 중 교직문화와 관련한 설문 문항을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하여 ‘공유된 책임’, ‘교사 간 협동’,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학

교 운영 등에 있어서의 ‘교사 참여’라는 세 가지 범주를 교사학습공동체 

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교사학습공동체

의 특성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대로 교사학습공동체의 외적 요건 중의 하

나인 ‘주기적 만남을 위한 특정 공간과 시간, 계획된 학습 일정’이라는 

요건은 국내의 교사학습공동체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고려되지 않았

고, 대체로 단위학교 전체를 하나의 교사학습공동체로 가정한 이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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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내교

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등을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수준을 판별하는 요소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엄밀

한 의미의 교사 학습을 위한 공동체인 교사학습공동체를 단위학교를 기

준으로 하는 학교 공동체와 혼용한 가운데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을 설계하였다는 판단 아래,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교

사학습공동체에 관해  “교과지식과 교사 전문성향상을 위한 학습을 주목

적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식과 

신념을 공유하고, 반성적으로 대화하며, 상호 협력함으로써 전문적 발달

을 도모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한 것에 따라,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3차년도 데이터 중 교사 학습과 전문성 신장과 관련이 있는 문

항을 선별하여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지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기

준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나타내주는 종속변

인으로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을 선정하였다.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지표는 교사와 관련한 설문문항을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축요인분석

(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여 그 문항을 대표하는 요인을 추출

한 것이다(한희진․양정호, 2011).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는 이항

변수로 신뢰도 측정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변인인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

변인의 신뢰도는 각각 .732, .807, .882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다

는 점에서 요인분석을 함에 있어서 적절성을 획득했다.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지표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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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측정문항 신뢰도

교내교과

연구모임
교내교과연구모임 참여

해당사항

없음

교사

협의회

교과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됨
.732

교직원 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됨

교사 간

의사소통

학생들의 학업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함

.807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함

학습 과제물의 내용 또는 분량에 대하여 이야기함

동료 교사와 진학ㆍ진로 지도에 대하여 이야기함

교사 간

협력

학교 교육 활동과 업무에 관한 동료 교사의 도움

.882
학교 교육 활동과 주요 업무에 대한 가치와 신념 공유

교사 간 협력

수업 활동에서 문제점 발생시 동료 교사의 조언

변인 변인 설명 변인 기술

교내교과 연구

소모임

교내교과 연구 소모임 참여

여부
참여 : 1, 참여하지 않음 : 0

교사 협의회
교과 협의회, 교직원 협의회

운영 수준
최소 : 0, 최대 : 5

교사 간

의사소통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최소 : 0, 최대 : 5

교사 간 협력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사 간

협력 정도
최소 : 0, 최대 : 5

<표 Ⅲ-1> 교사학습공동체 지표 요인 분석 

각 변인들에 대한 설명 및 기술 통계량은 아래의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종속 변인 정리

나. 독립 변인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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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인 설명 변인 기술

성별 조사 대상 교사의 성별 남 : 1, 여 : 0

교직 경력 총 교직 경력 총 교직 년수 활용

학력 교사의 최종 학력
최종학력을 교육연수로 환산

대졸: 16년, 석사:18년, 박사:22년

직위 평교사와 부장교사 부장교사 : 1, 평교사 : 0

담임 담임과 비담임 담임 : 1, 비담임 : 0

교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을 교사 수준 배경 변인과 

학교 수준 배경 변인, 그리고 학교수준의 학교장 지도성 변인으로 구분

하여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1수준인 교사 배경 변인으로 5

개의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2수준인 학교 수준 배경변인으로 5개의 변인

을, 학교장 지도성 변인으로 3개의 하위 변인을 설정하였다.

1) 교사 수준 변인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교사의 교사학습공동체에의 자발적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 수준 변인으로 5개의 배경변인을 선정

하였다. 이러한 5개의 교사 배경 변인은 기존의 학교효과 연구에서도 교

사 배경 변인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표 Ⅲ-3>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

용한 교사 수준 변인 및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성별 변인의 경우 남

교사를 1, 여교사를 0으로, 직위의 경우 평교사를 0, 부장교사를 1로, 담

임여부의 경우 담임을 1, 비담임을 0으로 각각 입력하였다. 최종학력의 

경우 응답한 항목을 학사 16년, 석사 18년, 박사 22년 등 교육연수로 환

산하여 연속 변수로 입력하였고 교직경력의 경우 응답자가 기입한 총 교

직 년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Ⅲ-3> 교사 수준 배경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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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변인 설명 변인 기술

학교규모ln 총학생수의 자연로그값

여교사 비율 여교사수/총교사수×100 %로 나타남

교직경력평균
단위학교 내 교직경력 총합

/ 교사수

교직 경력의 학교 평균

값

학교 SES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총

학생수×100
%로 나타남

학교 설립 형태 공립, 사립 여부 공립 : 1, 사립 : 0

2) 학교 수준 배경 변인과 측정 방법

학교 수준에서 교사학습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는 학교 

배경변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효과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학교 수준 배경 변인으로 학교 규모, 여교사 비율, 교직 경력 평균, 학교 

SES, 학교 설립 유형(공/사립) 등 다섯 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교직 경

력 평균의 경우 교사 경력 값의 학교 평균을 구하여 활용하였고, 여교사

비율은 여교사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수가 총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학교 SES 변인으로 활

용하였다.

<표 Ⅲ-4> 학교 수준 배경 변인  

3) 학교장 지도성 변인 

학교장 지도성 변인은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데이터 중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지도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

였다. 학교장의 지도성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1주

기와 2주기의 데이터는 학교장의 인화중심 지도성, 과업지향 지도성, 변

혁적 지도성에 관해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3주기 설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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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장 지도성과 관련한 최근의 관심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학교장

의 변혁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을 묻는 문항으로 대체되

었다. 이 항목은 변혁적 지도성 관련 12개 문항과 수업지도성 관련 5 문

항, 도덕적 지도성 관련 8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데이터의 문항들은 이미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개

발되어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

항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

성 및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 지도

성과 관련한 설문문항을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여 그 문

항을 대표하는 요인을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 학교장 지도성의 하위 변

인인 변혁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변인의 신뢰도는 각각  

. 886, .812, .801로 비교적 양호한 신뢰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요인분석을 

함에 있어서 적절성을 획득했다. 학교장 지도성 변인의 지표를 추출하기 

위하여 수행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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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측정 문항 신뢰도

변

혁

적

지

도

성

교사․학부모들과 학교 발전에 대한 계획 공유

.886

학교목표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킴

학교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함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함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함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함

수업 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짐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것을 기대함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함

새로운 교수 방법이나 지도방법의 적용을 권장함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함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 유도

수

업

지

도

성

학교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섬

.812

효과적인 교수법이 수행되도록 교사 지원함

학습 활동을 방해하는 외부압력으로부터 교사 보호

필요한 수업 자료를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교사와 함께 고민함

도

덕

적

지

도

성

생활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모범을 보임

.801

학교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함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봉사하고 헌신함

학생에 대한 봉사에 최고의 가치를 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연가나 휴가 규칙을 적용함

교사들이 자신의 지시에만 잘 따르도록 유도하지 않음

교육에 방해되는 외부기관의 요청을 거절함

전보하는 교사들이 영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짐

<표 Ⅲ-5> 학교장 지도성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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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을 통해 밝힌 바처럼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의 특징을 토대로 구

성요소를 설계하여 단위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을 연구하는 

것이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으며 

이 연구는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다.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을 통해 대체로 교사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며 학생

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 보아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어떤 방

법을 통해 단위학교 내에서 교사학습공동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도록 여

건을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

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교사 변인과 학교장 지도성 변인이 각각 어느 정도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보

고자 한다.

교사와 교사학습공동체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질

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기에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

들은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를 참여관찰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수

행하려고 하는 단위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을 파악하려는 것

과 거리를 둔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간의 관

계를 고찰하기 위한 첫 시도인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양자의 관계를 탐

색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장 지도성과 교사

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개인 및 학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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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학습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집단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단순한 방법론의 적용은 집단이나 계

층에 따른 효과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안우환, 2004).

또한 기존의 회귀분석을 통한 학교장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수준과 집단 수준의 변인들이 같은 층위에서 해석되는 생

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 다층으로 이루어

진 자료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수의 

효과를 단층모형을 활용하여 해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로빈슨 효과

(Robinson effect)라고 하는데 기존의 회귀식을 활용한 학교장 지도성 효

과 연구들은 이러한 로빈슨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안우환,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의도하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준 변인 및 학교 수준의 다양한 배경 변인

을 순차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분석의 엄밀성을 보

장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위계

가 다른 교사 수준의 변인들과 학교 수준의 변인들 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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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변인(2수준)

배경변인

학교 규모, 교직 경력 평균,

학교 SES, 여교사 비율,

공/사립

학교장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교사 관련 변인(1수준)

성별, 교직경력, 학력,

직위, 담임여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관련 요인〕

⇛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수준

․ 교내교과소모임 참

여

․ 교내 교사 협의회

형성 수준

․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 교사 간 상호 협력

〔그림 Ⅲ-1〕 연구 모형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

인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준, 즉 교사 개인 수준과 학교 조직 수준에

서 측정되는 위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준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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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모형 :   =  +  ( ~ N(0, σ²))

2-수준 모형 :  =  +  ( ～N(0, )

→   =  +  + 

가. 연구문제 1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의 변인이 교사학습공동체 형

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답은 다음의 기본모형을 통해 분

석가능하다.

기본 모형은 교사 수준 방정식과 학교 수준 방정식에 어떠한 독립 변인

도 포함시키지 않은 무변인 모형이며 위계적 선형모형의 가장 하위 단계

인 일원변량분석 모형에 해당한다. 기본 모형에서 얻을 수 있는 집단 간 

변량비율계수(intra-class correlation)는 종속 변인이 집단 내와 집단 간에 

얼마나 많이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1-수준 방정식, 즉 교

사 수준 방정식에 투입될 종속 변인은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 교사협

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 정도 등 4개 변인

이다. 집단 간 변량비율계수는 학교 간 변량()을 총변량( +σ² )으로 나

눈 값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몇 

퍼센트가 교사 개인 특성에 의한 차이가 아닌 학교 차이에 의한 것인지

를 보여준다.

나. 연구문제 2

두번째 연구문제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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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모형 :   =  + (성별) +  (교직경력) +  (최종학력)

+  (직위) +  (담임) +  (고유잔차)

2-수준 모형 :  =  + 

1-수준 모형 :   =  +  (성별) +  (교직경력) +  (최종학력)

+  (직위) +  (담임) +  (교사 고유잔차)

2-수준 모형 :  =  +  (학교규모) +  (여교사비율) +  (교직경  

력평균)

+  (학교SES) +  (학교설립유형)

 =  + 

다음의 중간모형과 절편-결과 모형을 활용하기로 한다.

<중간 모형>

위의 중간모형을 통해 산출된 절편값()은 교사 수준 변인을 통제한 후

에 예상되는 학교별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1-수

준 방정식에 투입될 독립변인은 성별, 교직경력, 최종학력, 직위, 담임 등 

총 5개 변인이다. 이 절편값이 학교별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 살펴봄

으로써 학교효과가 발생하는 가능성의 범위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절편-결과 모형>

위 절편-결과 모형은 중간모형의 2수준 모형에 학교수준 독립변인들을 

투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2-수준, 즉 학교 수준 방정식에 투입될 독립

변인은 학교 배경 변인 5개이다.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대한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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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준 모형 :   =  +  (성별) +  (교직경력) +  (최종학력)

+  (직위) +  (담임) +  (교사 고유잔차)

2-수준 모형 :  =  +  (학교규모) +  (여교사비율) +  (교직경력평균)

+  (학교SES) +  (학교설립유형)

+  (변혁적 지도성) +  (수업지도성) +  (도덕적 지도성)

+  (학교고유잔차)

 =  + 

교사 수준 변인 통제 후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학교 배경 

변인의 가산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다. 연구문제 3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장의 지도성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편-결과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절편-결과 모형은 중간모형의 2수준 모형에 학교 수준 독립변인들을 투

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2-수준, 즉 학교 수준 방정식에 투입될 독립변

인은 학교 배경 변인 5개, 학교장 지도성 변인 3개 등 총 8개 변인이다.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대한 학교수준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으며, 교사 수준 변인 통제 후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학교장 지도성 변인들의 가산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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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의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

준 결정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효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인은 교사가 

인식하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으로 상정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학교 교육 수준 실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한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을 확인하겠다.

1. 기초 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 변인들의 기초 

통계 값은 아래 표 <Ⅳ-1>과 같다. 교사 수준 변인으로는 5개의 배경 변

인이 포함되었고 학교 수준 변인으로는 5개의 배경 변인과 3개의 학교장 

지도성 변인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더미 변인의 경우 그 평균값은 유효 응답자 중에서 1로 입력된 특성

을 지닌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교사 수준 배경 변인 중 남

교사의 비율은 33%이며, 교직경력 평균은 14.97년이다. 교사들의 학력 

평균은 16.81로 대졸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직위의 경우 부장 교사

가 전체 교사의 26%를 차지하며 전체 교사 중 61%의 교사가 담임을 맡

고 있다. 교사 수준 종속 변인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은 4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내교과연구 소모임 참여여부’ 변인은 이분변

인으로 전체 교사 중 교내교과연구소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은 19%를 차

지한다. 그 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하위 변인인 ‘교사협의회 형

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 변인은 5점 리커트 척

도로 조사되었는데 평균값은 각각 3.83, 3.83, 3.70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준의 배경 변인 중 학교 규모는 총학생수로 측정되었는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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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1582명까지 학교별로 분포가 다양했으며, 학교당 평균 학생수는  

744명이었다. 총학생수의 경우 기술통계표에서는 기초 통계값을 제시하

고 있으나 추후 분석에서는 편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당 변수를 자연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1.57%였고 학교의 교직경력 평균은 17년 정도로 나타났다. 학교 SES는 

총학생수 대비 무료급식 학생수의 비율로 계산된 값이므로 값이 높을수

록 학교의 SES가 낮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학교 설립 유형은 공/사립을 

구분하기 위한 변인으로 공립 학교 비중이 78%를 차지하였다.

한편 리커트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학교장 지도성 변인들은 1

점에서 5점까지의 폭을 가지고 있다. 학교장 지도성 변인들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는데, 도덕적 지도성이 3.63으로 가장 낮았고 변혁적 

지도성과 수업 지도성의 경우 3.65로 같은 평균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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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사수준 변인
교사배경변인 

성별 6207 0.33 0.47 0.00 1.00

교직경력 6207 14.97 9.85 0.00 40.00

학력 6207 16.81 1.14 16.00 22.00

직위 6207 0.26 0.44 0.00 1.00

담임 6207 0.61 0.49 0.00 1.00

종속 변인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
6207 0.19 0.40 0.00 1.00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6207 3.83 0.75 1.00 5.00

교사 간 의사소통 6207 3.83 0.62 1.00 5.00

교사 간 협력 6207 3.70 0.60 1.00 5.00

학교수준 변인

학교 배경 변인
총학생수 202 744.00 333.46 70.00 1582.00

여교사 비율 202 61.57 16.43 13.00 92.00

교직경력평균 202 15.76 3.65 8.00 26.00

학교 SES 202 7.33 5.63 0.30 34.80

학교유형(공/사립) 202 0.78 0.41 0.00 1.00

학교장 지도성 변인
변혁적 지도성 202 3.65 0.32 2.70 4.40

수업 지도성 202 3.65 0.31 2.70 4.30

도덕적 지도성 202 3.63 0.31 2.80 4.30

<표 Ⅳ-1> 각 변인들의 기초 통계 값

2. 변인간의 상관 분석 결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분석에 선

행하여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독립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수준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 및 학교 수준 

독립 변인들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나타내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보았다. 본 상관분석에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은 ‘교내교

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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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교내교과연구 

소모임 참석 여부

교사 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

성별 -.008 -.007 -.222*** -.014

경력 .027 -.011 -.035** -.020

학력 .015 .026 .012 .031

직위 .026 .074*** .014 .044***

담임 -.036*** -.100*** .165*** -.051***

도’, ‘교사 간 협력’으로 나누어 독립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 수준 변인들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간의 상관 분

석 결과는 다음의 <표 Ⅳ-2>과 같다.

<표 Ⅳ-2> 교사 수준 변인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과의 상관

* p<.05 **p<.01 *** p<.001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독립 변인들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과의 상관

계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상관계수로서, 위

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이전의 사전 작업으로서의 정보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영향력의 

크기를 위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수준 변인들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상관분석 결과, ‘학

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 수준 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4개의 하위 영역 중의 일부 영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사 수준

의 독립 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 수준의 변인들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Ⅳ-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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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교내교과연구 

소모임 참석 

여부

교사 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

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

학교규모 -.033 .263*** .231*** -.016

여교사비율 -.113 .352*** .436*** .104

교직경력 평균 .149* -.149* -.152* -.048

학교 SES .073 -.146* -.041 .003

학교 유형 .023 .176* .231** .170*

변혁적 지도성 .019 .570*** .338*** .556***

수업 지도성 .043 .528*** .332*** .533***

도덕적 지도성 .043 .528*** .332*** .533***

<표 Ⅳ-3> 학교 수준 변인들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과의 상관

* p<.05 **p<.01 ***p<.001

분석 결과, 모든 학교 수준 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과 유의미

한 상관관계를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도성 변인들은 ‘교

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를 제외한 모든 교사학습공동체 변인들과 높

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관한 위계적 분석

가.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대한 위계적 분석

1) 모형 1(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라는 종속 변인은 이분변인이므로 버눌리 

분포(Bernoulli distribution)를 가정하는 HGLM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버눌리 분포(Bernoulli distribution)는 가정에 따라 1수준의 무선효

과를 고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종속변인이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

여부 등과 같은 이분변인인 경우에는 1수준(교사 수준)의 변량이 이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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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회귀계수 se t odds-ratio

절편 -1.466*** 0.049 -29.911 0.231

무선 효과 변량 자유도 카이제곱 p

2수준 절편 분산  0.252 201 446.455 .000

1수준 분산 1.00

적(heteroscedastic)이기 때문에 각 1수준 단위마다 다르므로 총분산에 대

한 각 수준의 변량 비율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양정호,

2004), 만약 측정 오차가 이론적으로 이항 분포를 정확히 이룰 때 1수준 

분산의 척도연수(scale factor)는 1이 되므로(Hox, 2002; 양정호, 2004), 본 

연구에서는 측정오차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1수준 분산을 1로 

가정하였다. 1수준의 분산을 1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각

의 분석 모형에서 독립 변인의 투입에 따른 2수준 분산의 변화만을 설명

하고자 한다.

기본 모형에서는 아무런 독립 변인들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내

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대한 학교별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모형

에서의 다른 독립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본다. 기초 모형 분석 결과,

<표 Ⅳ-4>와 같이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로짓에 대한 학교 수준 

분산은 0.252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추정된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교사 배경 

변인과 학교 관련 변인들을 이용한 분석이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추정된 각 학교의 평균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로짓은 -1.466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의 승산(odds)은   = 0.231인데,

즉 실제로 일반적인 학교에서 교내교과연구소모임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

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0.231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4>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대한 각 수준별 HGLM 분산 분석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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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모형1+교사 수준 배경 변인)의 분석 결과

앞의 기본 모형에서 나타난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대한 다양한 

교사 변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 수준 변인만을 투입한 학교 

내 모형의 분석결과가 <표 Ⅳ-5>에 제시되었다. 학교 내 모형 결과에 따

르면 담임 변인만이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효과는 -0.176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교내교과

연구소모임에 참여할 가능성은 담임일 경우   =0.839배 감소한다.

3) 모형 3(모형2+학교 수준 배경 변인)의 분석 결과

다음으로 교사 배경 변인과 학교 배경 변인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교사 

수준에서의 담임 변인만이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유의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임 변인의 추정효과는 직전 단계의 값과 

동일하였다.

4) 모형 4(모형3+학교장 지도성 변인)의 분석 결과

학교장의 지도성 변인을 투입한 모형4에서는 학교장의 지도성 관련 변인 

중 종속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변혁적 지도성이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와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교내교과연구소모임 형성과 참여

가 교사에게 부과되는 강제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교사의 자발적인 의

지로 구성되는 소모임임을 감안할 때,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은 교내교

과연구소모임 형성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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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고정효과 coef se coef se

절편 -1.466** 0.049 -1.470*** 0.049

<교사배경변인>

성별 -0.471 0.074

교직경력 0.002 0.004

학력 0.023 0.029

직위 0.055 0.090

담임 -0.176* 0.069

무선 효과

2수준절편 분산  0.252*** 0.255***

1수준 분산 1.00 1.00

모형3 모형4

고정효과 coef se coef se

절편 -1.465*** 0.049 -1.467*** 0.049

<교사배경변인>

성별 -0.073 0.076 -0.073 0.076

교직경력 -0.000 0.004 -0.000 0.003

학력 0.022 0.028 0.022 0.028

직위 0.084 0.091 0.084 0.091

담임 -0.178** 0.069 -0.178** 0.069

<학교배경변인>

총학생수 0.011 0.008 0.011 0.008

여교사비율 -0.009 0.005 -0.009 0.005

교직경력평균 0.024 0.015 0.027 0.016

학교SES 0.010 0.000 0.009 0.009

공/사립 0.176 0.167 0.258 0.180

<지도성변인>

변혁적 지도성 -0.581 0.426

수업 지도성 0.392 0.523

도덕적 지도성 0.231 0.541

무선효과

2수준절편 분산  0.240*** 0.245***

1수준 분산 1.00 1.00

<표 Ⅳ-5>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관한 위계적 분석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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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위계적 분석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은 조사 대상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별로 차이

가 있으며, 동일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라 할지라도 대상 교사들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 교사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교사들의 학

습공동체 형성수준 총 변량은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학교 내 변량이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대한 학

교 수준 변인들의 영향은 배제한 상태에서 동일 학교 내 교사들의 고유

한 개인차에 의해 발생하는 변량을 말하는 개념으로 개별 학교의 평균 

교내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서 그 학교 교사들의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학교 간 변량이란 교

사협의회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간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변

량으로, 전체 학교의 평균 교내교사협의회 형성 수준으로부터 개별 학교

의 평균 교내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에 의한 분석에서 제일 먼저 수행하는 작

업은 이러한 수준별 변량의 양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초 모형 또는 무조

건부 모형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각 수준별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즉 독

립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수준별로 변량을 분할함으로써 

이들 변량의 비율 및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이다. 기초 모형은 이 

연구에서의 모형 1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총 

변량 중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변량과 학교 내에서 교사 간 차이에 의한 

변량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기초 모형을 통하여 

학교 내 변량과 학교 간 변량의 차이를 비교한 후, 기초 모형에 독립변

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면서 변량의 크기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

을 수행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모형에 교사 수준의 변인, 학교 수

준의 변인, 학교장 지도성 변인을 순서에 따라 투입하면서 각 변인들이 

종속변인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및 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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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총변량 .568

학교 간 변량

총 변량 중 비율(%)

.048

8.5%

교사 간 변량

총 변량 중 비율(%)

.520

91.5%

화 정도를 살피고자 한다.

1) 모형 1의 분석 결과

전체 변량에 대한 교사 개인 수준과 학교 수준의 변량 비율은 위계적 선

형 모형의 기초 모형인 일원변량분석 모형(One-way ANOVA)을 통해 

산출가능하다. 이 모형은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의 변인을 전혀 투입하

지 않은 모형이다.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기초 모

형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Ⅳ-6>와 같다. 기초 모형에서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은 교사가 속한 학교의 평균 교사협의회 형성수준과 그로부터의 

교사 편차로 나타나며, 교사가 소속된 학교의 평균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은 전체 평균과 그로부터의 학교별 편차로 나타난다.

<표 Ⅳ-6>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기초 모형 분석 결과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총변량은 

.568로 나타났다. 이것을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으로 구분하여 보

면 학교 간 변량은 .048이고, 교사 간 변량은 .520이 되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한 집단 내 상관(Intra-class

Correlation)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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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내상관계수(ICC) =
.048

= .085
.048+.520

이는 학교 간 차이가 설명할 수 있는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의 최대 변량

이 8.5%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91.5%는 동일 학교 내의 교사 간 차

이로 인해 발생함을 의미한다. 즉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의 차이는 학교 

간 차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은 동일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 간의 변량에 의해 설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비록 학교 간의 변량의 크기가 학교 내 변량의 크기보다 작지만, 이 

수치 또한 교사학습소모임 형성수준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사회의 경우에 학교효과 연구의 효시하고 할 수 있는 

Coleman 등의 연구에서는 학교 간 분산의 비율이 10%에서 15% 사이라

고 했으며 그 이후에 나온 Jenks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제시

되었으며, 대체적으로 15%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oleman et al.,

1966; Jenks & Brown, 성기선, 1997에서 재인용). 국내 학교 효과 연구의 

경우 강상진(2005)은 집단 내 상관계수가 10% 이상일 경우 학교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정호․김

경근에 의해 수행된 1999년도 TIMSS-R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간 변

량 비율은 6.8%로 보고되고 있다(양정호․김경근, 2003).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아 8.5%의 설명량은 적지 않은 부분을 설명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학교 수준 변량의 크기가 교사 

수준 변량의 크기에 비해 작기는 하지만 국내의 학교효과 연구결과를 고

려한다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학교 효과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에 교사 배경 변인와 더불어 학교 관련 변인를 사용하여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학교 내 차이와 학교 간 차이, 특히 학교장

의 지도성의 영향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초모형을 통해 제시된 학교 간 변량은 교사 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교하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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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교 간 변량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모형에서는 

수준별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각 변인들이 교사협의회 형성수

준의 총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서 밝힌 연구 모형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7>와 같다. 이 표의 각 열은 모형 1로부터 모형 4까

지 교사의 배경변인과 학교의 배경 변인, 학교장 지도성 변인으로 구성

한 모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나온 결과이다. 각 행에는 각 설명

변인들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표의 최하단에

는 구성된 모형의 실질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통계치와 그에 따른 

누적 설명변량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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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사수준

절편 3.821*** 0.018 3.820*** 0.018 3.815*** 0.017 3.812*** 0.013

<교사배경변인>

성별 0.007 0.023 0.034 0.022 0.032 0.022

교직경력 -0.003 0.001 -0.005 0.001 -0.005 0.001

학력 0.007 0.009 0.003 0.009 0.005 0.009

직위 0.113*** 0.024 0.095*** 0.025 0.092*** 0.025

담임 -0.133*** 0.021 -0.130*** 0.022 -0.130*** 0.022

학교수준

<학교배경변인>

총학생수 0.009 0.002 0.009 0.002

여교사비율 0.005** 0.002 0.005*** 0.001

교직경력평균 -0.001 0.006 -0.004 0.004

학교SES -0.003 0.003 -0.000 0.003

지역 -0.014 0.052 -0.123 0.043

<지도성변인>

변혁적 지도성 0.412** 0.126

수업 지도성 0.047 0.163

도덕적 지도성 0.026 0.154

변량

학교 0.048 0.045 0.040 0.018

교사 0.520 0.513 0.510 0.508

전체 0.568 0.558 0.550 0.526

카이제곱 800.579 758.537 686.709 414.850

ICC 0.085 0.081 0.073 0.034

누적설명변량   (추가된 설명 변량)
학교 수준 0.063 0.167(0.104) 0.625(0.458)

교사 수준 0.013 0.019(0.006) 0.023(0.004)

전체 0.018 0.032(0.014) 0.073(0.041)

<표 Ⅳ-7> 교사협의회 형성 수준에 대한 위계적 분석 결과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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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준에서의 설명 변량) =

0.048-0.045
= 0.063

0.048


 (교사 수준에서의 설명 변량) =

0.520-0.513
= 0.013

0.520


 (전체변량 중 설명 변량) =

0.568-0.558
= 0.018

0.568

2) 모형 2(모형1+교사 수준 배경 변인)의 분석 결과

모형 2는 기본모형에 교사 수준 배경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교

사의 배경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학교 간 변량의 .063과 학교 내 변량의  

.013이 설명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568의 변량이 이 모형을 통해 설명

되었다.  의 값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얻어진다.

 ={(기초 모형의 변량)-(해당 모형의 변량)} / (기초 모형의 변량)

기초 모형의 변량은 총변량의 값을 의미하므로  는 해당 모형을 통해 

설명된 변량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교사 수준의 변인들이 투입됨으로써 

학교 수준 변량의 .063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 수준 

변인들이 모형에 도입되는 과정 자체가 학교 간 차이를 설명하는 효과도 

병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적인 변인을 살펴보면, 교사의 배경 변인 중에서 직위와 담임 변

인의 회귀계수가 각각 .113, -.1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변인 구성의 방법을 토대로 이 수치를 해석해 보았을 때,

직위가 부장교사인 경우 교사협의회에 형성수준에 대한 인식은 .113점 

높게 나타나며, 담임교사인 경우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인식은 비

담임 교사에 비해 .133점 낮은 인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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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준에서의 설명 변량) =

0.048-0.040
= 0.167

0.048


 (교사 수준에서의 설명 변량) =

0.520-0.510
= 0.019

0.520


 (전체변량 중 설명 변량)

0.568-0.550
= 0.032

0.568

3) 모형 3(모형2+학교 수준 배경 변인)의 분석 결과

모형 3은 모형 2에 학교장 지도성 변인을 제외한 학교 수준의 변인을 투

입한 모형이다. 이 모형을 통해 교사 수준 배경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 수준의 배경 변인들이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

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모형 3을 통해서 설명된 변량을 보면, 학교 간 변량의 .167, 학교 내 변

량의 .019, 전체적으로 .032로 나타났다. 모형 2와 비교해 볼 때, 모형 3

에서 학교의 배경 변인 투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된 변량은 학교 

간 변량에서 .104, 학교 내 변량에서 .006, 전체적으로 .014이다. 학교 수

준 배경 변인들이 투입됨으로써, 학교 간 변량에는 .167만큼 영향을 미치

나 학교 내 변량 및 전체 변량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

다. 이는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이 교사 수준 변인들에 비해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3에서 새로 투입되어 의미있게 나타난 개별 변인은 학교의 여교

사 비율 변인이다. 즉 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1% 올라가면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인식은 .005점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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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준에서의 설명 변량) =

0.048-0.018
= 0.625

0.048


 (교사 수준에서의 설명 변량) =

0.520-0.508
= 0.023

0.520


 (전체변량 중 설명 변량) =

0.568-0.526
= 0.073

0.568

4) 모형 4(모형3+학교장 지도성 변인)의 분석 결과

모형 4는 기초모형+교사의 배경 변인+학교의 배경변인+학교장 지도성 

변인으로 구성된 이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서, 교사와 학교 수준에서의 

배경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 순수하게 학교장 지도성 변인이 교사협

의회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모형 4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설명된 변량은 학교 간 변량의 .625, 학교 

내 변량의 .023, 전체적으로 .073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학교 간 

변량이 .625로 나타난 것은 이 모형에 투입한 변인들로 학교 간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즉 학교장 지도성 변인 투

입으로 인해 학교 간 변량에 .625만큼 영향을 미치나 학교 내 변량 및 

전체 변량에 대해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학교장 지도

성 변인이 교사 수준 배경 변인이나 학교 수준 배경 변인에 비해 교사협

의회 형성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을 의미한다.

최종모형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장 지도성 변인은 변혁적 지도성 변인이며, 학교장이 변혁적 지도성

을 발휘하는 경우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412점 더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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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위계적 분석 결과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하위 변인의 하나인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선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각 단계 모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교

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분석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각 단계의 

모형별 설명은 생략하고 모형별로 특이할만한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도

록 할 것이다.

1) 모형 1의 분석 결과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을 

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먼저 기초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라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를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으로 나누어보면, 학교 간 변량의 .015, 학교 내 

변량의 .369, 총변량의 .384로 나타나고 있다. 총변량 중에서 학교 간 변

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값을 계산해보면 .039가 나오는데, 이 값은 교

사 간 의사소통 정도의 3.9%가 학교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

주며, 나머지 96.1%는 동일 학교 내의 교사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함을 의

미한다. 즉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는 학교 간의 차이에 의해 설

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간의 차

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는 

교사들이 어떤 학교에 근무하는가 보다는 교사의 배경 변인에 의해 기인

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0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사수준

절편 3.820*** 0.012 3.823*** 0.011 3.817*** 0.012 3.817*** 0.011

<교사배경변인>

성별 -0.292*** 0.017 -0.269*** 0.017 -0.272*** 0.018

교직경력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학력 0.020** 0.007 0.018* 0.008 0.018* 0.007

직위 0.164*** 0.018 0.175*** 0.019 0.175*** 0.019

담임 0.235*** 0.017 0.237*** 0.017 0.235*** 0.017

학교수준

<학교배경변인>

총학생수 0.012 0.004 0.012 0.004

여교사비율 0.002 0.001 0.002 0.001

교직경력평균 -0.000 0.003 -0.000 0.003

학교SES 0.004 0.002 0.004 0.002

공/사립 -0.022 0.038 -0.064 0.037

<지도성변인>

변혁적 지도성 0.117 0.087

수업 지도성 0.071 0.106

도덕적 지도성 0.009 0.098

변량

학교 0.015 0.013 0.012 0.009

교사 0.369 0.340 0.339 0.334

전체 0.384 0.353 0.351 0.343

카이제곱 471.718 447.929 417.152 353.264

ICC 0.039 0.037 0.034 0.026

누적설명변량   (추가된 설명 변량)

학교 수준 0.133 0.2(0.067) 0.4(0.2)

학생 수준 0.079 0.081(0.002) 0.095(0.014)

전체 0.081 0.086(0.005) 0.107(0.021)

<표 Ⅳ-8>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위계적 분석

* p<.05 **p<.01 ***p<.001

2) 모형2(기초모형+교사수준 배경변인)분석 결과

모형 1의 분석 결과, 학교 수준의 변량이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

를 설명하는데 그리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의 기본 모형에 교사 수준의 변인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1

에 교사 수준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학교 간 변량의 .013, 학교 내 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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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관련 전체 변량의 .353이 교사 수준 변인들

에 의해 설명되었다. 특히, 교사 수준의 변인들이 투입됨으로써 학교 수

준 변량의 .133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 수준 배경 변

인들이 모형에 도입되는 과정 자체가 학교 간 차이를 설명하는 효과도 

병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상진 외, 2005). 이를 통해 교사 수준의 배

경 변인 투입이 학교 수준의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변량에 영향력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수준 변인 중 개별 변인으로서는, 여교사인 경우(.292), 대졸 교

사보다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020), 평교사보다는 부장교사인 

경우(.1640), 마지막으로 담임교사인 경우(.235)에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가 높게 나타났다.

3) 모형 3(모형2+학교 수준 배경 변인)의 분석 결과

모형 3은 모형 2에 학교장 지도성을 제외한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을 투

입한 모형이다. 이를 통해 교사 수준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학교장 지도

성을 제외한 학교 수준 변인들이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 미치는 영향

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을 분석 모형

에 투입함으로써 학교 간 변량의 .2, 학교 내 변량의 .081, 교사 간 의사

소통 정도 관련 전체 변량의 .086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와 

비교했을 때, 모형 3의 경우 학교 배경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추가된 변

량의 설명량은 학교 간 변량에서 .067, 학교 내 변량에서 .002, 전체 변량

에서 .005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사 수준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

교 수준 배경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설명된 변량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의 변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모형 1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학교 수준 변인들이 교사 간 의사소통의 정도의 차이

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지니지 못함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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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준 변인을 통제한 후에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 3에서, 교사 배경 변인들은 모형 2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모형 3에 투입된 학교 배경 변인들은 

어떤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모형 1에

서와 같이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는 대부분 교사들의 배경 변인들에 의

해 결정되며,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은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끼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모형 4(모형3+학교장 지도성 변인)의 분석 결과

모형 4는 모형 3에 학교 수준의 학교장 지도성 변인을 투입한 이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이를 통해 교사 및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 

학교장 지도성 변인이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학교장 지도성 변인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초 모형에서의 ICC값인 3.9%가 보여 주는 바대로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는 학교 수준의 변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사 수준의 변

인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라. 교사 간 협력 정도의 위계적 분석

여기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하위 변인의 마지막 변인인 교사 

간 협력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선

형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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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 1의 분석 결과

교사 간 협력 정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을 한 

결과는 <표 Ⅳ-9>과 같다. 기초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라 교사 간 협력 

정도를 학교 간 변량과 학교 내 변량으로 나누어보면, 학교 간 변량의  

.028, 학교 내 변량의 .327, 총변량의 .355로 나타났다. 총변량 중에서 학

교 간 변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값을 계산해보면 .079가 나오는데, 이 

값은 교사 간 협력 정도의 7.9%가 학교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

해주며, 나머지 92.1%는 동일 학교 내의 교사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함을 

의미한다.

2) 모형2(기초모형+교사수준 배경변인)분석 결과

모형 2는 기본모형에 교사 수준 배경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교

사의 배경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학교 간 변량의 .036과 학교 내 변량의 

.003이 설명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353의 변량이 이 모형을 통해 설명

되었다.

개별적인 변인을 살펴보면, 교사의 배경 변인 중에서 교직 경력, 직위,

담임 변인의 회귀계수가 각각 -.003, .060, -.04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구성의 방법을 토대로 이 수치를 해석해 

보았을 때,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교사 간 협력 정도가 .003점 높게, 부장

교사인 경우 교사 간 협력 정도가 .060점 높게 나타나며, 담임교사인 경

우 교사 간 협력 정도가 비담임 교사에 비해 .045점 낮은 나타났다. 이들 

세 변인은 이후 모형3, 4의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교사 간 협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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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사수준

절편 3.701*** 0.014 3.701*** 0.014 3.702*** 0.015 3.702*** 0.012

<교사배경변인>

성별 -0.019 0.018 -0.012 0.019 -0.015 0.017

교직경력 -0.003* 0.001 -0.004** 0.001 -0.004*** 0.001

학력 0.012 0.007 0.016* 0.008 0.017* 0.007

직위 0.060** 0.020 0.057** 0.020 0.056** 0.020

담임 -0.048** 0.016 -0.045** 0.017 -0.047** 0.017

학교수준

<학교배경변인>

총학생수 -0.002 0.001 0.002 0.001

여교사비율 0.000 0.001 0.001 0.001

교직경력평균 -0.001 0.005 -0.002 0.003

학교SES -0.003 0.003 -0.000 0.002

공/사립 0.068 0.043 -0.029 0.037

<지도성변인>

인화중심적 지도성 0.244* 0.108

과업지향적 지도성 0.028 0.136

변혁지향적 지도성 0.168 0.123

변량

학교 0.028 0.027 0.027 0.014

교사 0.327 0.326 0.325 0.322

전체 0.355 0.353 0.352 0.336

카이제곱 745.207 741.533 726.020 459.457

ICC 0.079 0.077 0.076 0.042

누적설명변량   (추가된 설명 변량)

학교 수준 0.036 0.036(0.000) 0.50(0.464)

학생 수준 0.003 0.006(0.003) 0.015(0.009)

전체 0.006 0.008(0.002) 0.054(0.046)

<표 Ⅳ-9> 교사 간 협력 정도에 대한 위계적 분석

* p<.05 **p<.01 ***p<.001

3) 모형 3(모형2+학교 수준 배경 변인)의 분석 결과

모형 2와 비교해 볼 때, 모형 3에서 학교의 배경 변인 투입을 통해서 추

가적으로 설명된 변량은 학교 간 변량에서 .000, 학교 내 변량에서 .003,

전체적으로 .008이다.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이 투입되었지만 학교 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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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 내 변량 및 전체 변량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다. 이는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이 교사 수

준 변인들에 비해 교사 간 협력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거의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모형 4(모형3+학교장 지도성 변인)의 분석 결과

학교장 지도성 변인을 투입한 모형4에서는 학교장의 지도성 관련 변인 

중 종속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된 것은 변혁적 지도성 

변인이다. 회귀계수로 보아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이 1증가하면 교사 

간 협력 정도는 0.244점 정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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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변

인들 간의 영향력 관계를 알아보고 다른 변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학교

장 지도성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변인을 교내교과연구 

소모임 참여여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동 정도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세분하였고, 위계적 분석을 통해 성별,

교직경력, 학력, 직위, 담임 여부 등의 교사 개인적 특성과 총학생수, 여

교사 비율, 교직경력평균, 학교 SES, 지역 등의 학교 배경 변인 및 변혁

적 지도성, 수업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등의 학교장 지도성 변인이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의 3차년도 데이터에 포함된 중학교 교사 6207명을 대상으로 교사

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결정하는데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의 변인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각 수준별 요       

인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교장 지도성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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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교사․학교 수준의 변량 비율을 분석하는 한편,

각 분석 모형별로 독립 변인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다른 변인들의 영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수준 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1을 통한 분석 결과,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를 종

속 변인으로 할 경우,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교사 변인과 학교 관련 변인들을 이용한 분석이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이 종속 변인이 되었을 때, 교

사가 인식하는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은 학교 간 변량(8.5%)보다 학교 내 

변량(91.5%)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되었다. 다시 말해, 교사협의회 형

성수준의 차이는 교사들이 어떤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가보다는 동일 학

교 내 교사 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 더 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존의 국내 학교 효과 연구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단내상관계

수가 8.5%라는 것은 학교의 차이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는 학교 간 변

량(3.9%)보다 학교 내 변량(96.1%)에 의해 거의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교

사의 배경 요인들로 인해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는 지대한 영향을 받는

다. 교사학습공동체의 하위 변인 중 마지막인 교사 간 협력 정도 변인은 

7.9%의 학교 간 변량과 92.1%의 학교 내 변량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 1에 교사 수준 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2를 통한 분석 결

과,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 변인의 경우 담임 변인만이 교내교과

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내교

과연구소모임에 참여할 가능성은 담임일 경우   =0.834배 감소했다.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이 종속 변인이 되었을 때, 교사 수준 변량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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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준 변량의 6.3%, 전체 변량의 1.8%가 교사 수준 배경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수준 변인 중 직위와 담임 변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 간 의

사소통 정도는 교사 수준 변인의 투입으로 교사 수준 변량의 7.9%, 학교 

수준 변량의 13.3%, 전체 변량의 8.1%가 설명되었으며, 교사 수준 변인 

중 성별, 학력, 직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 간 협력의 경우, 교사 수준 변인의 투입으로 교

사 수준 변량의 0.3%, 학교 수준 변량의 3.6%, 전체 변량의 6%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직경력, 직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2에 학교 수준 배경 변인을 투입한 모형 3을 통한 분석 결과,

담임 변인만이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담임 변인의 추정효과는 직전 단계의 값과 동일하다. 교

사협의회 형성수준이 종속 변인이 되었을 때, 교사 수준 변량의 1.9%,

학교 수준 변량의 16.7%, 전체 변량의 3.2%가 학교 수준 배경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 때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직위와 담임 변인이,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여교사 비율만이 교내교사협의회 형성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는 학교 배

경 변인의 투입으로 교사 수준 변량의 8.1%, 학교 수준 변량의 20.0%,

전체 변량의 8.6%가 설명되었으며,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성별, 학력,

직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다. 교사 간 협력의 경우, 학교 수준 배경 변인의 투입으로 

교사 수준 변량의 0.6%, 학교 수준 변량의 3.6%, 전체 변량의 0.8%를 설

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교직경력, 학력, 직

위, 담임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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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대한 학교장 지도성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 3에 학교장 지도성 변인을 투입한 모형 4를 통한 분

석 결과,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수준은 교사 개인 특성에 따라 영향을 

강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지도성에 의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장의 지도성 변인은 없었으나 변혁적 지도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계수가 음의 방향임으로 보아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은 교내교과연구소모임 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협의회 형성 수준이 종속 변인이 되었을 때, 교사 수준 변량의 

2.32%, 학교 수준 변량의 62.5%, 전체 변량의 7.3%가 학교 수준 변인 중 

학교장 지도성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 때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

는 직위와 담임 변인이,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여교사 비율이,

학교장 지도성 변인 중에서는 변혁적 지도성이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는 학교장 지도

성 변인의 투입으로 교사 수준 변량의 9.5%, 학교 수준 변량의 40.0%,

전체 변량의 10.7%가 설명되었으며,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성별, 학

력, 직위, 담임 변인이,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여교사 비율과 학

교 SES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장 지도성 변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없었다. 교사 간 협력의 경우, 학교 수준 배경 변인의 투입으로 교사 

수준 변량의 1.5%, 학교 수준 변량의 50%, 전체 변량의 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수준 변인 중에서는 교직경력, 직위, 담임 변인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 수준 

배경 변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으

며, 학교장 지도성 변인 중에서는 변혁적 지도성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0 -

교내교

사학습

공동체

구분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 간 협력 

정도

.252***
2수준 절

편 분산

모형  

1

학교 간 

변량 비율
8.5% 3.9% 7.9%

.255***
2수준 절

편 분산

모형  

2

누 적

설 명

변량

교 사

수준
1.3% 7.9% 0.3%

학 교

수준
6.3% 13.3% 3.6%

전체 1.8% 8.1% 6%

담임

(-.839)

교사 수준  영향 변인 직위(.113)

담임(-.133)

성별(-.292)

학력(.020)

직위(.164)

담임(.235)

교직경력(-.003)

직위(.060)

담임(-.048)

.240***
2수준 절

편 분산

모형  

3

누 적

설 명

변량

교 사 

변량
1.9% 8.1% 0.6%

학 교 

변량
16.7% 20.0% 3.6%

전 체 

변량
3.2% 8.6% 0.8%

담임

(-.837)

교사 수준 영향 변인 직위(.095)

담임(-.130)

성별(-.269)

학력(.020)

직위(.164)

담임(.237)

교직경력(-.004)

학력(.016)

직위(.057)

담임(-.045)

없음
학교 수준 영향 배경 변인 여교사 

비율(.005)
없음 없음

.245***
2수준 절

편 분산

모형  

4

누적

설명

변량

교 사 

변량
2.32% 7.5% 1.5%

학 교 

변량
62.5% 40.0% 50%

전 체 

변량
7.3% 10.7% 5.4%

담임

(-.837)
교사 수준 영향 변인

직위(.092)

담임(-.130)

성별(-.272)

학력(.018)

직위(.175)

담임(.235)

교직경력(-.004)

학력(.017)

직위(.056)

담임(-.047)

없음 학교 수준 영향 배경변인

여교사 

비율(.005)
여교사 비율

학교 SES
없음

없음 지도성 변인 변혁적 지도성 없음 변혁적 지도성

<표 Ⅴ-1> 분석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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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는 학교 

간의 차이보다 동일 학교 내 교사 간의 차이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은 교

직경력, 직위, 담임 여부 등 교사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영향을 강

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학

교 변인에 따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학교 간 차이를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교사 개인 수준 변인을 통제한 이

후에도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의 학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주는 학교 수준 

변인들 중에서도 학교장 지도성 변인의 설명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

함으로써 검증되었다. 그 결과 학교 수준 변인 중 학교장 지도성 변인의 

하위 영역의 하나인 변혁적 지도성 변인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협력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결론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및 학교 수준의 요인들

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 담임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연구 결과,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과 관련하여 담일일수록 현저하

게 교내교과연구소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의 교직문화를 연구한 다수의 연구물에서 기술하고 있는 담임 기

피 현상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은정(2005)에 의하면 중학교

에 재직하는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부담이라고 한

다. 수업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 중학교 담임에게 부과되는 업무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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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학생 생활 지도, 담당 사무 등이 있는데 특히 학생 생활 지도와 관

련하여 담임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에 직면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중학교에 재직하는 담임교사가 교내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담임의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교과협의회나 교직원협의회와 같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에 

대한 담임의 인식은 비담임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교

사들의 교직 문화를 질적으로 연구한 김병찬(2003)에 의하면 교과협의회

의 원래 취지는 교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며, 따라서 

교과협의회를 공지하면서 교장이나 교감은 각 교과의 교사들끼리 전문적

인 토의와 연구를 하기 바란다는 안내를 하고 교과협의회를 하기 위해 

교사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교과협의회의 원래 성격에 맞게 가르치는 것

과 관련된 전문적인 토의나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서 학교에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 교과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한다고 보고한다. 사실상, 교과협의회나 교직원 협의회에서는 학교의 

행정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며, 대체적으로 일방적 전달

이 이루어지고 교사들은 수동적으로 듣거나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수

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 업무 전달을 위한 ‘전달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과협의회나 교직원 협의회

이다 보니 비담임교사들에 비해 업무 부담이 많은 담임교사가 더 부정적

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담임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교사 문화에 대한 세부 연구로서 담임교사의 문화와 교사학

습공동체 형성수준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 변인에서는 담임교사일 경우 비담임교사보다 

유의하게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사 간 협력 

변인에서는 담임교사일수록 교사 간 협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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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로티가 언급한 교직문화의 특성 중의 하나인 교사의 개인

주의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김병찬(2003)에 의

하면 중학교 담임교사들은 행정 업무 중심의 자리 배치에 의해 동학년 

담임교사들과 같은 교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다

는 물리적 여건상 담임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태도나 학업 문제에 관해 

비담임 교사들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 속에 있게 되며,

그런 점에서 교사 간 의사소통 정도가 비담임교사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화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행동의 차원

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것이 교직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언급되는 교

사들의 개인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나. 학교장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분석 결과, 학교장 지도성 변인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별로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

으로 말해,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은 교사협의회 형성수준, 교사 간 협

력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교내교과연구소모임 참여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사들의 학습과 관

련된 전문성 신장과 학교 정보 공유를 위한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

을 공유하는 교내교과연구소모임과 교과 협의회, 교직원 협의회 등의 공

식적인 협의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교내교과연구소모임은 책무적 자

율성이 아닌 자율적 자발성에 기초한 모임이라는 점이 이 두 가지 모임

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과협의회, 교직원 협의회 등 협의

회의 형식을 띤 교내 각종 모임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필요에 의한 자발

성에 기초한 모임이라기보다는 대체로 협의회를 하고 나서 협의록을 남

겨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절차인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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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해 사례 연구를 수행한 김병찬(2003)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교과 협의회는 각 교과의 교사들이 모여 공동 연

구 및 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과 협의회를 

통해 각 교과 교사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시험 범위 정하기’, ‘방학 과제 

정하기’ 등의 행정적인 결정 이외에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논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교직원 협의회 또한 수업에 대한 논의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장, 교감 및 각 부 부장 교사들이 업무 내용

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협의회의 실상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러한 종류의 교사 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되며, 교사 참여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학교장의 

고유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이에 반해 교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

어진 교과연구공동체의 속성을 지닌 교내교과연구소모임은 학교의 공식

적인 모임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학교 밖 사회과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해 

사례 연구한 김지영(2010)에 의하면 이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참여 동

기는 ‘자신의 가치관과 수업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친한 동료들과의 

협력 학습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교사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동기들은 결코 학교장의 지도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교사

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때, 학교장이 교사 간 협력을 강조하고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지도성을 발휘한다 하여도 교사는 

실제로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학교장의 지도성이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

한다는 기존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학교장이 교사에게 선택권이나 자율

권을 이양하는 분산적 리더십이나 교사의 자율 의지에 무게중심을 두는 

교사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결과 변혁적 지도성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일정 정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달리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이나 도덕적 지도성은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삼환․신현석․윤인숙(1999)의 연구는 학교장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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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수업지도성(수업 개선 활동, 수업 평가 활동)과 간접적인 수업 지도

성(학교 비전 제시, 수업 지원활동)은 단위 학교의 혁신 문화, 합리 문화,

집단 문화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특히 교사들 상호 간의 팀워크와 협동이 강조되는 집단문화

는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수업지도성과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관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의 경우,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의 배경 변인들

이 종속 변인에 미칠 수 있는 각각 다른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상

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상의 한계를 가진다.

수업 지도성을 구성하는 학교장의 구체적인 지도성의 행동 영역에는 효

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지도, 필요한 수업 자료 확보 노력,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에 대해 교사들과 고민함,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급 별로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수업지도성

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다.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후속 연구에 대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개하는 데이터인 ‘학교 교육 수준 실태 

분석’ 데이터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임에도 불구하고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결정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데이터로 한계를 가진다. 교사 연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교사 전문

성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보

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주기적 만남을 위한 특정 공간과 시간,

계획된 학습 일정’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사학

습공동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증적 데이터의 확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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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

져 KELS나 학교 교육 수준 실태 분석과 같은 신뢰성있는 종단 연구 데

이터에서 교사학습공동체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설문 문항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영향을 주는 교사 수준 및 학교 수

준의 변인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학교장의 지도성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양자가 관계가 있다고 선언적으로 주장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학교장 지도성

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교사 수준의 변인들이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직 문화의 측면에서 교사 수준 및 학교 수준 변인을 선정하여 

그것들과 교사학습공동체 형성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77 -

참 고 문 헌

강경석․오혜정(2006).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이 학교 평가에 미치는 영  

향. 교육행정학연구, 24(4), 1-25.

강상진(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두범(1990). 학교장의 지도성 행동이 지도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 지도  

성 효과의 이원성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9(1), 59-84.

김민환·안관영(2012).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 임파워먼트의 관계  

및 재직기간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1). 43-63.

김병찬(2003). 중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교육   

행정학 연구. 21(1). 1-27.

김병찬(2007). 교원연수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 2007년 제 49차 한국교  

원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김성천(2007). 교사자율연구모임을 통한 교사 전문성 성장과정.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천․양정호(2007). 전문성을 지닌 교사리더로 성장하기: 협동학습연  

구회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7(4), 1-33.

김영화(2005). 공동체로서의 학교: 그 구성 요건. 한국교육, 32(2), 3-29.

김지영(2010).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에서의 교사 학습 행위에  

대한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2006). 자생적 교사 연구모임의 사회연결망 분석: 초등학급경영연  

구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4(2), 173-200.

노종희(1988). 학교행정가의 지도성 행위의 개념화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6(1), 1-13.

노종희(1994). 교육행정가의 변혁지향적 리더십의 개발 연구. 교육행정학연   

구, 12(1).

명제창(1998). 학교조직에서의 도덕적 지도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17(2), 53-86.



- 78 -

박미경(1996). 열린교육에서 학교장의 수업지도성과 직무만족과의 관계 연구.

열린교육연구, 4(2), 35-43.

박상완(2009). 학교장의 지도성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1988-2008). 교육  

행정학연구, 27(1), 349-378.

박상완·윤미숙(2007).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 교사의 교직 수행 및 수  

업간의 관계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93-117.

서경혜(2008).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원교육  

연구, 25(2), 53-80.

서경혜(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  

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6.

성기선(2000). 학교장 지도성과 학교 효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탐색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0(2), 89-113.

송경오·최진영(2006). 교사학습공동체수준에 따른 사회과 교수-학습활동  

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19(2). 217-239.

송경오·최진영(2010). 초·중등학교 교사학습공동체의 측정 모형 및 수준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1), 179-201.

안우환(2004). 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 통계. 한국학술정보.

양정호(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 분석. 교육사회  

학 연구, 14(10), 5-31.

양정호․김경근(2003).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조직의 효과-TIMSS-R의 위  

계적 선형 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2), 165-184.

오영재(2001). 교단일기를 통해 본 중등교사의 삶과 문화. 교육학 연     

구, 39(4), 207-230.

옥장흠(1995). 학교장의 지도성 행위․직무만족․직무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3(3), 183-210.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2008).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윤창국(2002). 학습공동체 논의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79 -

이경호(2011). 전문가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 탐색. 교육행  

정학연구, 29(3), 195-221.

이서영·양정호(2004). 읽기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사공동체 효과 분석:

PISA 2000의 위계적 선형모형 연구.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이석열(2005). 학교 조직문화와 도덕적 지도성이 교사의 전문적 수용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12(3), 204-225.

이윤식·유현숙·최상근(1993). 교원 연수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  

발원.

장내찬․오연희(2005). 과업 중심 지도성 및 인화 중심 지도성과 직무 요  

인에 대한 만족도와의 관계.

장훈(2010). 공립학교군별  전문학습공동체 형성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화영(2009). 과학교사 학습공동체의 현황과 참여교사의 수업 전문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은영(2008).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수준과 교수효과성과의 관계. 서  

울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영주․조은아(2006). 교사학습공동체 내 지식 창출 활동의 성격 및 촉  

진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10(1), 38-56.

주삼환․신현석․윤인숙(1999). 학교문화, 수업지도성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분석에 따른 학교정책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행정학연   

구, 17(4), 167-193.

주철안(2007). 학교공동체의 특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한국교육사상연구,

21(1), 85-105.

진동섭(1989). 학교장과 교사의 결합(linkage): 결합의 개념적 모델 탐색.

교육이론, 4(1). 서울대 교육학과, 45-72.

천세영․황현주(1999). 학생, 교사, 교장의 수업지도성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7(2), 251-272.



- 80 -

한은정(2005). 중학교 교사의 학급 담임직 선택 관련 변인 연구. 교육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희진(2008). 교사공동체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희진·양정호(2011). 교사공동체가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117-140.

허은정(2011). 학습조직이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학도(2005). 학교공동체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교육행정  

학연구, 23(2), 281-302.

Annenberg Institute for School Reform(2003).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rofess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at improve

instruction. Providence, RI: Author.

Bass, B. 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Bass, B. M. & Avolio, B. J. (199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Cal: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Bass, B. M. & Avolio, B. J. (1994). Improving organization

effectiveness throug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ousand

Oak, CA: Sage.

Burns, J. M.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DeBeVoise, W. (1985). Synthesis of Research on the Principal as

Instructional Leader, Educational Leadership, 41(6).

DuFour, R, & Eaker, R(1998).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t

work: Best practices for enhancing student achievement.

Reston, VA: ASCD.

Eaker, R., & Gonzales, D. (2006). Leading i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National Forum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 81 -

and Supervision Journal, 24(1). 6-13.

Edmonds, R. R.(1979). Effective School for the Urban Poor.

Educational Leadership. 37(1), 15-23.

Fullan. M. (2008). The six secrets of change: what the best leaders do

to help their organizations survive and thrive. San Francisco:

Jossey-Bass.

Hord. S. M. (1997).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What are they

and why are they important? Austin, TX: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Hoy, W. K. & Miskel, c. G. (2001).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5th Ed.). McGraw-Hill, Inc. 송    

화섭 역. 최신 교육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 학문사.

Keefe, J. W, & Jenkins, J. M. (1987). Handbook of Instructional

Leadership. Reston, VA: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Lee, V. E., & Smith, J., & Bryk, A. S. (1993). The organization of

effective secondary schools. In L. Darling-Hammond(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9, 171-267..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Lee, Valerie E. & Smith, J. B. (1996). Collective responsibility for

learning and its effects on gains in achievement for early

secondary school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4.

Lortie, D. (1975). School-Teacher : A Sociological Stud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진동섭 역(1993). 교직사회: 교직    

과 교사의 삶. 서울 : 양서원.

Louis, K.S., Marks, H. M. & Kruse, S. (1996). Teachers' professional

community in restructuring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 82 -

Research Journal, 33(4), 757-798.

McLaughlin, M, W., & Talbert, J, E.(2006). Building School-based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Professional strategies to

improve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Rozenholtz, S. (1989). Teacher's workplace: The social organization of

schools. New York: Longman.

Senge, P.(1990). The Fifth Discipline: The are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New York" Currency Doubleday.

Sergiovanni, T. J., & Strarratt, R. J. (2007). Supervision: A

redefinition(8th ed.). New York: McGraw Hill.



- 83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level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Chi, Youn-Kyung

Major Advisor : Jung, Dong-wook,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ffecting factors on the

level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TLC) using the middle school

teacher data, which are available thru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ree questions as follows;

1. How much do teacher-level and school-level variables influence the

level of TLC?

2. What variables influence on TLC level and how much these

variables influence on TLC level?

3. Does principal leadership influence on TLC level?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analyzed principal leadership

variables' influence on TLC level as well as the variance ratio of

teacher-level and school-level variables controlling other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TLC level consists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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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variables: in-school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teachers'

official meeting level, communication level between teachers,

cooperation level between teachers. The factors influencing on TLC

level include 5 teacher-level variables and 6 school-level variables.

This study used 4-step HLM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LC level and 2-level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employed 4 analysis models, such as unconditional model(model Ⅰ),

conditional model specifying teacher-level variables(model Ⅱ),

conditional model specifying teacher-level and school-level variables

excepting principal leadership variable(model Ⅲ), conditional model

specifying teacher-level and school-level variables including principal

leadership variable(model Ⅳ).

The significan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model Ⅰ showed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ICC) of teachers' official meeting level, communication level

between teachers, and cooperation level between teachers is 8.5%,

3.9%, and 7.9%, respectively. These figures show the difference of

TLC level is quite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within teachers in

same school rather than by the difference within schools.

Second, the results of model Ⅱ showed both status and

home-room teacher variables influence on teachers' official meeting

level. Gender, school year, status, and home-room teacher variables

influence on communication level between teachers. Cooperation level

between teachers is influenced by teaching career, status, and

home-room teacher variables.

Third, the results of model Ⅲ indicate no school-level

characteristic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LC level except

the percentage of female teachers' influence on teachers'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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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level.

Fourth, the results of model Ⅳ show both teachers' official

meeting level and cooperation level between teachers are influenced

by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case of in-school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variable, even though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negatively influenced by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From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nterpretation and suggestions are

possible. First of all, an attention should be paid on home-room

teacher variable, which prevents teachers from participating in TLC.

Some empirical and qualitative researches on teacher culture in school

reveal that home-room teachers are confronted with overweighted

work at school, which might stop home-room teachers participating in

TLC. Therefore, through further study on teacher culture, a solution

should be presented to increase home-room teachers' participation in

TLC. Next, principal leadership influences on TLC level, even though

i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in-school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level between teachers. However,

considering that in-school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is a main

construct of TLC, further study should exploit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ed leadership or teacher leadership and 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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