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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대한 해외의 연구 결과

(Abelson & Baysinger, 1984; Glebbeek & Bax, 2004; Meier &

Hicklin, 2007)들을 한국적 맥락(context)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즉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탐구

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가 공 사조직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

해 정책적으로는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

ment), 특히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국 내 중등교육기관의 인

적자원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력안정성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풀리지 않는 숙

제로 남아 있으며(Watrous, Huffman, & Pritchard, 2006), 조직이

존재하는 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다수의 해외 연구들은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두 변

수가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연구

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Glebbeek & Bax, 2004; Shaw, Gupta

& Delery, 2005; O’Toole & Meier, 2003; Meier & Hicklin,

2007). 또한 기존의 연구가 대상의 사조직의 전형인 민간 기업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그 연구 대상의 범위가 학교조직 등 공조직으

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O’Toole & Meier, 2003; Meier &

Hicklin, 2007).

이론적 측면에서는 Abelson과 Baysinger(1984)로부터 제기된 인

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 관계의 비선형성의 문제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며, 현실적 측면에서는 신공공관리(NPM)의 흐름 속에서 공공 부

문의 안정성이 저하시키는 시도들이 실질적으로 공조직의 성과를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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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결합되어 이러한 연

구의 경향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인력안정

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조직 수준에서 주요하게 다룬 실증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수의 국내 연구 결과들

(전영한・금현섭, 2011; 강혜진, 2012) 또한 국외의 연구 결과를 일관

되게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

로 하여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선형적으

로 가정했을 때 전통적인 이론에서처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최

근 실증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인지,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공・사 조직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다수준 분석

(multilevel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들이 대부분 한국적 맥락에서도 지지됨이 밝혀졌다. 먼저 선형적 관계를

가정했을 때, 인력안정성은 조직성과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 간의 관계에는 비선형성 또한 존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선형성과 비선형성이 동시에 지지됨을 볼 때, 두 변

수는 매우 완만한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 시점의 데이터 분포가

곡선의 좌측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공・사 조직에 따라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가 달라지
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력안정성은 사조직보다는 공조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내 공립학교에서는 인

력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립학교에

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공・
사조직에 따라 외부적 통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조직 내 인력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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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 결과하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이

론의 적용범위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대시켜 이를 일반화하는데 기여

하고, 공조직과 사조직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인적자원관리정책으로 인

해 인력안정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정책적 측면으로는 한국의 특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순환

근무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 용어: 인력안정성, 조직성과, 비선형성, 다수준분석

학번: 2013-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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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의 공・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인력안정성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첫째, 인력안정성

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둘째, 인력안정성과 조직성

과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인지 여부, 셋째,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의 관계

가 공조직이냐 혹은 사조직이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목한다.

인력안정성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Watrous, Huffman, & Pritchard, 2006).

이직(turnover)로 대표되는 인력불안정성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Meier & Hicklin, 2007). 이

를 역으로 생각하면, 인력안정성은 조직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그 관계는 선형적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belson과 Baysinger(1984)는 이러한 통념에 대해 인력불안정성과

조직성과가 단순히 역의 관계가 아니라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는 이론적 가설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력안정성과 조직의 성과

또한 정(+)의 선형 관계가 아니라 역U자형의 비선형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성에 있어 혼선을 가

져올 수 있으므로 실증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직의

관리자들은 인력불안정성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인력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하는, 즉 인력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

력을 경주해왔기 때문이다(Perr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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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lson과 Baysinger(1984) 또한 실제로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

한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제언하였으며, 더불어 이러한 실증 연구가 개인 수준이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의 제언 이후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조직 수준에서

규명하기 위한 실증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주로 사

적 부문의 기업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된 Ongori(2007)의 연구에서는 인력불안정성이 기업의 수익성

(profitability)과 고객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등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 한편 Glebbeek와 Bax(2004)의 연구, Shaw,

Gupta와 Delery(2005)의 연구에서는 인력불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라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

다(Meier & Hicklin, 2007).

다양한 기업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인력안정성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면서, 민간부문에서의 인력안정성의 문제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이자, 조절변수로써 다양하게 연

구되고 있다(Meier & Hicklin, 2007).

이처럼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조직 수준의 대규모 실증 연구

가 민간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진 원인은 조직성과 변수에 대한 조작화가

용이하며, 기업에서는 인력의 이탈이나 진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직

에 따라 그 수치가 매우 다양하게 관측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조직의 경우에는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라는 성과 측정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 부문의 인력안정

성이 높아 이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이와 결합되면

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실증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인력안정성이 조직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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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과 조직 내 사기(morale)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Abbasi & Hollman, 2000) 고려할 때, 공조직에서의 인

력안정성에 대한 실증 연구 또한 기업 등 사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만큼

이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Meier와 Hicklin(2007)

은 조직 유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조직성과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인력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민간부문에 국한되어 이루어져 온 현실

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O’Toole과 Meier(2003),

Meier와 Hicklin(2007)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초로 공조직에 있어

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연구들 중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조직

수준의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한국 교육조직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히고자 했던 전영한과 금현섭(2011)의

연구나 학교장의 관리적 행태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던 강

혜진(2012)의 연구에서 인력안정성을 복수의 독립변수 중 하나로 다루

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교사들의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을 관리안정성을 측

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영한과 금현섭(2011)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인력안정

성이 학교 수준으로 조사(survey)된 학업성취도 결과1)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혜진(2012)의 연구

에서는 교사들의 인력안정성이 학교 수준에서 집계(aggregation)된 학

업성취도 결과2)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주로 사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왔기에 본 주제와 관련하

1) 전영한・금현섭(2011)은 측정하고자 하는 학교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
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의 3차 년도 자료를 이용

하고 있으며,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2007년에 수행된 ‘한국교육의 실태 및

수준 분석: 중학교 연구(Ⅱ)’ 자료를 사용하였다.

2) 강혜진(201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서 ‘한국교육종단연구’의 2차 년도와 3

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점수를 학교 수준으로 집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 4 -

여 공조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공조직에 있어 인력

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Meier와

Hicklin(2007), O’Toole과 Meier(200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

기 힘들다3).

O’Toole과 Meier(2003)는 교사의 인력안정성이 다른 변수들 즉,

관리의 질, 네트워크 행태 등 다른 조직 관리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따

라 성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Meier와

Hicklin(2007)의 연구에서는 업무의 난이도를 조절변수로 하였을 때 업

무난이도가 높은 집단에서만 비선형성이 발견되었다. 이들의 연구가 공

조직에서의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연구했다는 점

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들 연구 모두 두 변수 간의 직접적

인 비선형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공・사 조직 간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지 않다. Meier와 Hicklin(2007)는 본문에서 인적자원제도

의 차이가 존재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인적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이론적

논리를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들의 연

구 역시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과연 그 원인이 조직 기능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공・사 조직 특성의 차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변수

간의 관계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

조직과 사조직이 공존하고 있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이러한 영역에서

의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특히 두 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관계가 공・사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Glebbeek & Bax, 2004; Meier & Hicklin, 2007)를 한국적 맥락

(context)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할 목적으

3) Meier와 Hicklin(2007)의 연구와 O’Toole과 Meier(2003)의 연구 모두 미국 텍사스 주의

공립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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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공・사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공・사 조직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

한 이론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조직의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특히 본 연구가 대상

으로 하고 있는 한국 내 중등교육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정책에 대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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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이

다. 중등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국립・공립・사립학교로 구

분된다(초・중등교육법 제3조).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이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시립학교와 도립학교로 구분된다(초・중
등교육법 제3조 제1, 2호). 또한 사립학교는 ‘법인(국립대학법인은 제

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지칭한다(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는 3,186개의 중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국립중학교는 9개(0.3%), 공립 중학교는 2,536개

(79.6%), 사립 중학교는 641개(20.1%)이다4).

2005년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등교육의 순차적 의무교육화가

전면적 의무교육화로 바뀌면서, 현재는 모든 국민이 6년간의 초등교육과

3년간의 중등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전국 1,717,911명의 학생이 중등교육과정에 있으며, 이

중 17.5%에 해당하는 301,292명의 학생들이 사립 중학교에, 나머지

8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국・공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5). 이 중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그 설립 및 운영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

인지에 따른 구분으로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국립 중학교의 경우 9개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4) 본 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2015. 3. 19)

5)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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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같은 범주, 즉 공조직으로 보고자 한다.

조직 기능, 그리고 수행 업무의 차이는 언제나 공조직과 사조직에 대

한 비교 연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Hvidman & Andersen,

2013). 조직의 기능의 차이가 통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조직 간

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거나, 공・사 조직 중 한 쪽 부문에 속한 대상만으

로 연구를 진행한 후 이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다른 부문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는 자칫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취

급하는 ‘범주 혼동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조직의 기능

을 사전에 통제하였다. 공조직과 사조직의 차이, 즉 공조직성

(publicness)을 나타내는 세 가지 대표적인 차원은 소유권

(ownership), 재원(funding), 그리고 통제(control)이다(Bozeman,

1987). 한국에서의 중등 사학이 준공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

에도 불구하고(김이경, 2014), 한국의 중등교육기관 중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는 공조직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

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유권의 관점에서 국・공립 중학교는 중앙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반면, 사립 중학교는 법인

이나 개인에 의해 설립되고 경영된다. 또한 사립학교는 법령상 자주성이

보장된다(사립학교법 제1조).

둘째, 재원의 측면에서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립・공립・사립학교 모두 서비스 대상자인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0조). 그러나 국・공립

은 학교회계를 설치하고(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중앙정부나 지방정

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반면, 사립학교는 법령상 학교의 경영에 충당

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인정하고 있으며(사립학교법 제6조)

재정결함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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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맥락에서 국・공립 중학교와 사립 중학교 간 공조직성 측면에

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마지막 차원인 통제이다. 사립학교는 이

사회를 운영하며 주요 의사결정이 이러한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

면, 국・공립학교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인력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교원에 대한 인사

제도를 살펴보면, 국・공립 중학교의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한 인사 규정이 법령에 의해 통제되지만, 사립 중학교의 교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주와 고용인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규율된다.

국・공립 중학교와 사립 중학교의 인력안정성은 신규교사의 채용규

모, 기간제 교사 비율, 기존 교사들의 이탈율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공・사 조직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가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적 맥락에서 국・공립 중학교와 사립 중학교

간의 인력안정성에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는 국・공립 중등교원

에 대한 순환보직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는 달

리 한국의 경우 신규교원을 포함한 모든 국공립 교원들에 대해 원칙적으

로 5년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는 ‘교사 순환 전보제

도’를 운영 중이다(김갑성・주현준, 2013). 해당 제도는 한국 내에서도

다른 공조직에서의 순환보직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여타의 공조직

에서의 순환보직제는 직무의 순환이라는 의미에서 조직 내에서의 부서

간의 이동임에 비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순환보직제는 조직 간 이

동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조직의 인력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

조직들이 사조직 또는 비영리조직에 비해 인사제도를 더 공식화하고, 제

약하며, 자율성을 낮춘다는 Feeney와 Rainey(2009)의 연구 결과처럼

공조직과 사조직 간의 인사제도에는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다6).

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력안정성의 조직성과에 대한 효과의 공 사조직에 따른 차이를 연

구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조절효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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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한국교육종단연구

(이하 ‘종단연구’)’의 제1, 3차 년도의 자료이다. 종단 연구에는 학생, 학

부모, 교사, 교장 등 학교 조직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한 자료와

학교 차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인력안정성은

조직 수준으로, 종속 변수로 삼고 있는 조직의 성과는 개인 수준으로 측

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타 통제변수의 경우에도 개인 수준의 변수와 조직

수준의 변수가 함께 사용될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들은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은 학급에, 학급은 학교에, 학교는 학교구에 속해 있으며, 하위 단위

는 상위 단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하위 단위 수준

의 변수와 상위 단위 수준의 변수가 공존하는 형태를 가진 자료를 위계적

(hierarchical) 자료, 내재적(nested) 자료, 또는 다층적(multi-level)

자료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수준의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상관의 문제가 발생하

며(Lee & Heo, 2014), 생태 오류(ecological fallacy) 또는 원자 오

류(atomistic fallacy)가 발생할 수 있다(고유경, 2006)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다수준 모

형(multi-level model)이다(Lee & Heo, 2014). 특히 다수준 모형은

최근 10년 간 교육학 분야에서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조직 수준의 변수를 다루는 데 사용되어 왔다(이무송, 2004).

모형과 마찬가지로 독립변수(인력안정성)와 조절변수(공 사조직 구분)의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샘플을 분리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7) 생태 오류 또는 원자 오류로 인해 개인 수준의 자료가 과대평가 되거나 집단 수준의 자

료가 과소평가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유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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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수준 분석에서는 단순히 종속변수와 집단구분만으로

이루어진 기초모형에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분산 값에 유의미한 차이

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검증하여 다수준 모형의 이용 적합성을 검증하며,

이러한 결과는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고유경, 2006). 이 과정을 통해 다수준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연구 모형에 대해 분석하게 된다. 연구 모

형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수준의 설명 변수만으로 구성된 1레벨 모형, 집

단수준의 설명 변수만으로 구성된 2레벨 모형,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의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통합모형이 존재한다(고유경, 2006). 본 연구

에서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따르되,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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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본 장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첫째,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

토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

여 공조직의 성과, 그리고 공조직의 성과 결정요인과 관련된 일반 이론들

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학교조직의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이

론적 논의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조직의 인력안정성에 대한 이

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인력안정성과 유사 개념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

써, 인력안정성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인

력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방향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위치

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사조직 간의 차이가

조직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며, 인력안정

성과 조직의 성과가 공・사조직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와 관련된 선행연

구들에 대해 검토한다.

제3장 연구 설계 부분에서는 첫째,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

를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들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측정하고자 하는 개

념을 조작화하고, 이를 측정한 방식에 대해 밝힌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을 밝히고, 최종적인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제4장 연구 결과 및 제5장 결론에서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얻어낸 결과를 순차적으로 기술한 후 이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
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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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조직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조직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학교조직의 성과를 논함에 있어

서는 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

겠다8). 본 연구에서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 중 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

론적 논의를 적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공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체계

적인 이론 작업이 수행된 것이 최근의 일이며(Walker, Boyne &

Brewer, 2010), 이러한 이유로 기본적으로 사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론

들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조직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지닌 복수의 이해집단과

관계를 맺고,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 근거한 선호를 표출한다(Davis et

al, 2013; Rainey, 2009).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조직의 가치와 목표

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띄게 되며, 때때로 상반된 가치와 병존 불가능한

목표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Davis et al,

2013; Rainey, 2009).

이로 인해 공조직의 목표는 사조직에 비해 강한 모호성(ambiguity)

을 띄며, 성과에 대한 정의와 측정은 어려워진다(전영한, 2004). 상황이

8) 전영한・금현섭(2011) 또한 학교조직을 ‘공공조직’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
조직과 관련된 이론들을 토대로 논의를 풀어나가고 있다(전영한・금현섭, 2011: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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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contingency theory)은 이러한 공조직 목표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만들어졌다(Walker, Boyne & Brewer, 2010). 공

조직의 관리자들은 “복수의 상충적인 성과차원들 간의 상쇄관계

(trade-offs)(Walker, Boyne & Brewer, 2010: 10)”를 염두에 둔

채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며,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형평성(equity) 등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충동할 수

있는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

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상황이론의 근저에 자리 잡은 생각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공조직의 성과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한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찾아보기 힘든 것 또한 이러한 공조직의 특

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Brewer & Selden, 2000). 이렇듯

공조직에 있어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는 필연적으로 다

양한 가치의 개입이 전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조직의 성과를 단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가치적 측면들을 반영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전영한, 2004). 만약 공조직의 성과를 하나

의 기준으로만 측정한다면 공조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의 일부

가 사장(死藏)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3Es’나 ‘IOO’ 등과 같은 다차원적 측정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9), 또한

공조직의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다양한 독립 변수들이 조직의

다양한 성과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다(Boyne, 2002; 2003; Walker, Boyne & Brewer,

2010).

9) 3Es는 비용의 측면에서 경제성(economy), 기술적 측면과 배분적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

성(efficiency), 목표 달성 측면에 있어서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측정하는 모형이며,

IOO는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 상의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성과 차원들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IOO 모형에 있어 투입은 3Es의 경제

성, 산출은 3Es의 효율성, 결과는 3Es의 효과성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Walker, Boyne

& Brew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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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조직 성과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어떠한 요인들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과적

연구는 조직 연구 및 공공관리 연구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Brewer & Selden, 2000), 성과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

요한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실제로 조직 정책 설계에 유

용한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문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조직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들은 분석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김권식・이광훈, 2014). 개인 수

준에서는 직무만족, 내적 동기,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들 수 있으

며, 조직 및 환경・제도적 수준으로는 조직 구조적 측면(전문화, 계층화,

공식화 등) 및 조직 환경적 측면(불확실성, 고객의 특성 등)의 요인들이

존재한다(김권식・이광훈, 2014).

과연 어떤 요인이 공공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

구의 범위는 조직론 전체를 아우를 만큼 광범위하며, 이를 모두 검토한다

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공공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적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요인들에 대해 개관하기로 한다.

먼저 공공조직 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meta analysis)을 수행했던 Boyne(2003)은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명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자원(resources)

의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공공조직의 성과는 향상 된다10). 둘째, 규제

(regulation)와 공공조직 성과 간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셋째, 조직을

둘러싼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넷째, 조직 규모와 성과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이

며, 조직 구조적 요인, 즉 공식화, 집권화, 전문화 등이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다섯째, 리더십, 인적자원관리(HRM),

10) 자원의 투입이 많은 것이 성과 제고의 충분조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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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전략 등은 관리(management)적 요인에 속하며, 그는 각각의 요인

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공공서비스 성과에 대한 다양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들을11) 광범위하게 소개한 Walker, Boyne 및

Brewer(2010)은 조직 관리와 조직성과 간 관계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가정들과, 이러한 가정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

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상황적 요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공공 관리적 측면의 다양성과 조직성과 차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각의 개별 요인들

이나 복수 요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복합적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였다.

3. 학교조직 성과 결정요인 및 성과 측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한 국가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이다(Caselli, 2005). 이에 따라 이러한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목적으

로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의

축적된 결과물로 교육생산성 함수가 등장하였다. 교육생산성 함수는 동

일한 재원 대비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또는 동일

한 수준의 교육성과를 달성하는 데 최소한의 지출은 얼마인가 등의 재정

적 고민에서 출발하였다(우명숙, 2010). 이러한 교육생산성 함수는 교

육성과를 종속변수로, 교육자원, 학생의 특성, 학교구 및 학교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있다(우명숙, 2010).

교육생산성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육조직을 포

11) Walker, Boyne & Brewer(2010)은 이러한 영향 요인들로 목표모호성, 예산 및 재정관

리, 조직구조, 레드테이프, 네트워킹, 환경관리, 조직 다양성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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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조직 일반에 있어서도 해당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 지목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육자원은 공공서비스 성과 향상과 관련된 가장 단순한 이론

이다(Boyne, 2003). Boyne(2003)이 자원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

한 다수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자원(resources)의 투입량과 조직성과의

다양한 차원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명제를 도출하였다. 반면 더 많

은 자원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러한 명제가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재정지출의 역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거나, 관료들의 자

기이익 추구 행태를 근거로 하여 공조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명제가 성

립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Boyne, 2003).

둘째, 학생의 특성이란 학생 개인의 능력, 태도, 사회경제학적 지위

등을 말하며, 이 또한 기업, 공기업, 관청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

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던 요인들이다.

교육생산성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 중 정책적으로 중요

성이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마지막 요인으로 지목된 학교구 및 학교의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는 언제나 한계가 존재

하며, 개인의 특성 또한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강한 반면, 학

교구 및 학교의 특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화를 꾀할 여지가 많기 때

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듯 최근 학교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조직 수

준의 요인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O’Toole &

Meier, 2003, 전영한・금현섭, 2011). 국내의 경우 전영한과 금현섭

(2011)의 연구가 학교조직 내 조직수준의 변수와 학교의 성과 간의 관

계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다양한 국외 연

구들을 통해 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조직

수준의 요인들을 망라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조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한국 내

학교 조직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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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내었다(전영한・금현섭, 2011).
한편 교육생산성 함수의 종속변수인 교육의 성과로는 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흔하게 활용된다(Meier & O’Toole, 2001). 교육이

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인 학교의 경우에도 여타의 공조직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이들이 학교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

치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가 학교조직의 핵심 성과변수라는 사실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이다(전영한・금현섭, 2011).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통해 학교 조직의 성과를 측정한다고 해도 이

를 어떠한 가치 차원에서 측정할 것인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O’Tool, Meier, Bohte 등의 학자들은 다수의 연구에서 학교 조직의 성

과에 대한 주요 변수를 학업성취도로 측정하면서도, 이를 다양한 각도로

측정함으로써 학교 조직 성과의 다차원성을 보여주고 있다(Meier &

O’Toole, 2001; O’Tool & Meier, 2003).

예를 들어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측정치의 활용이 학교 조

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효과성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라면, 저소득층 학생

의 학업성취도 수준, 유색 인종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대한 측정치를 종속

변수로 활용한 것은 형평성 측면을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Hvidman과 Andersen(2013)의 경우에도 학교 조직의 성과를 효과성

과 형평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덴마

크어와 수학 성적을 활용하고 있다.



- 18 -

제2절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인력안정성의 개념

인력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

라서 인력안정성과 유사한 개념인 직무불안정성(job security) 또는 고

용불안정성, 관리안정성(manag stability) 등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인력안정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직무불안정성 또는 고용불안정은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직무

및 고용상태에 대해 위협을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Greenhalgh & Rosenblatt, 1984). 즉 이는 주관적인 현상으로써

직무불안정성은 자신의 직무 및 고용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약

화되면서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Hunt(1986)은 근로자가 직무를

계속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자신이 대응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인지할 때 직무불안정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인력안정성은 개인의 입장에서의 주관적 현상이라기보다

는 조직의 입장에서의 고용상태를 설명하는 객관적인 개념이다. 물론 이

러한 인력안정성 개념은 직무불안정이나 고용불안정 개념과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진다. 인력안정성이 낮은 조직 내의 개인은 직무불안정이나 고용

불안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 개념은 보는 관점과 주・객관

성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O’Toole과 Meier(2003)의 연구에서는 학교조직에 있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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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의 개념을 관리안정성과 교사안정성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한 관리안정성이란 미국의 교육조직에 있어 최고위 관리자라

고 할 있는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인력안정성의 개념이며, 교사안정성이

란 학교의 일선관리자로써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력안정성의 개념이었

다. 비록 그들이 인력안정성의 하위개념으로써 관리안정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최고관리자 지위에 있는 교육감의 인력안정성을 특징적으

로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언급하였듯이 교

사 또한 넓은 의미의 관리자에 속하므로 관리안정성과 교사안정성 간 구

분의 실익은 해당 연구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그들

의 연구에 고무되어 수행된 전영한과 금현섭(2011)의 연구나 강혜진

(2012)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았듯이, 인력안정성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직무

안정성이나 고용안정성과는 구분된다. 인력안정성은 조직적 차원에서 일

정기간 동안 한 조직 내 구성원이 변하지 않은 채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

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력안정성을 변화시키는 요

인으로는 기존 구성원의 이직(turnover), 조직 간 이루어지는 인적 교

류, 신규 구성원의 채용 등을 들 수 있겠다.

2. 인력안정성 관련 연구 동향

인적자원관리 부문에서는 그동안 리더십, 구성원의 동기체계, 임금

및 보상체계, 선발 및 채용 기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

며(Ban & Ricucci, 2002; O’Toole & Meier, 2003에서 재인용), 인

력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다

(O’Toole & Meier, 2003). 특히 공적 부문에서는 직업공무원제 하에

서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인력과 안정적 지위를 결합시키는 인식이 일반

적으로 통용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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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ole & Meier, 2003).

공적 부문에 비해 사적 부문에서는 이직(turnover)에 대한 연구들

을 중심으로 조직의 인력안정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직으로 인한 결과보다는 이

직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알 수 있다(Meier &

Hicklin, 2007). 이러한 경향은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이직

으로 대표되는 인력의 불안정성은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Meier & Hicklin, 2007).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이직을 최소

화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의 목표가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종사자의 이직 이유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

해 왔으며(Mobley, 1977), 이직의 선행요인(March & Simon,

1958; Price, 1977), 이직 과정(Mobley, 1977)을 밝히는데 주력하였

다. Cotton과 Tuttle(1986)은 이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메타 분석 한 결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외부환경 요인

(실업률, 노동조합유무 등), 직무 요인(보수, 업무성과, 직무만족도 등),

개인특성 요인(연령, 성별, 근속연수)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보았

다.

3.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간 인력안정성의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직과 관련, 학계와 조직 관리자들의 관심은 주로 무엇이 이직을 일어나

게 하는가라는 이직의 원인12)에 맞추어 왔으며, 이직이 결과적으로 조직

12) 이직의 원인 변수들은 주로 개인 수준에서의 요인들이 다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변수

들의 예로는 고용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employee demographics), 직무 만족(job sat-

isfaction), 조직 헌신(organizational commit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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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직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상

대적으로 적었다(Ton & Huckman, 2008). 이직으로 대표되는 인력불

안정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

로 부진했던 이유는 이러한 인력불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 관리(management) 분야에 있어 지배적인 관념이었기

때문이었다(Meier & Hicklin, 2007).

그러나 이러한 관념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은 미흡한 상태이며, 1980

년대 이후 이러한 전통적 관념은 연구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Dalton, Todor & Krackhardt, 1982). 이들의 비판의 요지는 이전

의 전통적 견해가 이직으로 대표되는 인력불안정성의 긍정적 영향을 무

시한 채 부정적인 영향만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력불안정성은

조직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며, 이는 인력안정성 개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볼 수 있다.

특히 Mobley(1982)는 이직의 영향을 조직과 개인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으며, 이 중 이직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 숙련 인력

의 이탈로 인한 신규 인력의 모집, 선발 및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

가, 체류자들의 사기 저하, 생산성 감소 및 서비스 품질의 저하 등을 들

고 있다. 반면 이직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무능한 직

원의 교체, 신규 인력의 충원으로 인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인력안정성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라고 할 수 있는 직무순환13)의 경

우, 직무순환제도 하나만을 조직성과에 대한 독립변수로 보는 실증 연구

들이 드물다. 직무순환은 조직 내 다양한 인적관리 기법 중 하나로, 직무

순환의 독자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무순환에 대한 선

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조직 내 긍정적인

13) 직무순환은 근대화 이후 분업화된 조직 여건 속에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권태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종합적인 능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직무설계 기법이다(신

철우, 2004; 윤대혁・정형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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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윤대혁・정형일, 2006; 신
철우, 2004). 직무순환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함

으로써 인력 배치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시장이라는 외부적 환

경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윤대혁・정형일, 2006). 반
면 직무순환은 신입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외에도 기

존의 조직 내 협력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신규 구성원의 노력과 기존 구

성원들의 새로운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의 적응 비용이 발

생할 수 있다(신철우, 2004). 더 나아가 인력 교체로 인해 업무가 지

연・중지되고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다(신철우, 2004).

앞서 이직과 직무순환이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

향을 동시에 줄 수 있다고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연구들

또한 실증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인력안정성과 조직의 성과 간

의 관계를 조직 수준에서 탐구하는 실증 연구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

화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주로 다양한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에서 조직성과로 다루어진 지표들에는 수

익(profits), 이윤(revenues),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등이

있다(Hancock et al., 2013).

다양한 기업 조직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해 인력안정성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면서, 민간부문에

서의 인력안정성의 문제는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독립변수이자,

조절변수로써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Ongori(2007)의 연구에서는 인력불안정성이 기업의 수익성

(profitability)과 고객 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등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lebbeek와

Bax(2004)의 연구, Shaw, Gupta, Delery(2005)의 연구에서는 인력

불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계라

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다(Meier & Hickl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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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력안정성이 민간부문의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는 동

안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인력에 대한 직무안정성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력안정성이 조

직 생산성(productivity)과 조직 내 사기(morale)를 결정짓는 핵심적

원인이라는 Abbasi와 Hollman(2000)의 지적과 같이, 공공조직에서의

인력안정성에 대해서도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실증 연구의 필요성은 존재

한다. 특히 이미 공공부문이 인간생활 곳곳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

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

Meier와 Hicklin(2007) 또한 조직의 유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인력안정성은 조직성과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조직, 특히 학교 조직에

있어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들 이전에는 O’Toole과 Meier(2003)가 공공관리, 인력안정성 및

조직의 성과를 주요 변수로 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두 연구의

주요한 공통점은 첫째, 민간조직이 아닌 공공조직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는 점, 둘째,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해 검

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직접

적인 비선형적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여타의 관리적 변수 혹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 가운데 인력안정성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

목하고 있다.

4. 공・사 조직의 차이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논쟁은 그 역사가 깊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공공조직성(publicness)에 대한 정의가 발전되어

왔다. 오랜 기간에 걸쳐 소유권(ownership)과 재원 구조(sourc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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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는 조직의 핵심적인 속성, 즉 조직의 목표, 의사결정 과정, 조

직구조 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Perry &

Rainey, 1988).

Perry와 Rainey(1988)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였다. 그러한 기준들에는 앞서

언급한 소유권(ownership), 재원 구조(sources of funding) 외에도

공익(public interest), 공공재(public goods) 등이 포함되었다. 그들

이 공조직과 사조직을 구분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기준은 첫째, 소

유권(ownership), 둘째, 재원 구조(sources of funding),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이다.

한편 그들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으로 공・사 조직을 완벽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하였다(Perry & Rainey, 1988). 실

제 그들이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조직을 유형화한 결과를 살펴

보면 관료조직(Bureau)과 사기업(Private enterprise)을 제외한 나머

지 6가지 조직 유형에서는 소유권, 재원, 통제의 세 가지 기준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Perry & Rainey, 1988). 현실

에서는 하나의 조직 안에 공조직의 특성과 사조직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

는 다양한 조직 형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조직
간의 구분은 종종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소유권,

재원, 통제 측면에서의 공조직과 사조직 간의 차이가 조직의 주요 기능에

작용하며(Perry & Rainey, 1988), 조직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점에서 공・사 조직의 차이는 성과에 있어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력안정성을 포함한 안정성이란 개념은 지난 수십 년 간 공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으며, 공조직의 필수불가결

한 조건이라고 여겨져 왔다(O’Toole & Meier, 2003). 사조직에 있어

서도 인력안정성이 강조되어온 역사가 존재하나, 공조직과 같이 조직에

있어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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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있어서는 인력 구조조정 등이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

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Weber의 관료제적 논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사조직보다는 공조

직에 더 어울리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조직과 공조직과 관련하여 이러한 안정성이 과연 성과에 다

른 영향을 미치는지, 공조직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사조직에서보다 조직

성과에 더 잘 기여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다14). Meier와 Hicklin(2007)은 공공부문에 있어

인적자원제도의 차이로 인해 민간부문에서의 인적안정성과 조직성과 간

의 이론적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들의 연구 역시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과연 그 원인이 공・사 조직의 차이에 있는 것
인지, 아니면 조직 기능의 차이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기

는 어렵다.

14)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의 흐름 이후 기업에서 적용되었던 다양한 기

법들이 공조직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근저에는 공조직과 사조직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

고자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공조직과 사조직 간에는 주요한 차

이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같은 변수들도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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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가설 설정

인력불안정성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알려져 왔다(Meier & Hicklin, 2007). 대표적으로 Ongori(2007)

은 기업의 인력불안정성이 기업의 수익성과 고객 만족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O’Toole과

Meier(2003)는 학교의 교사의 안정성이 학생들의 TAAS 통과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Meier와

Hicklin(2007)의 경우에도 TAAS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이 높은 그룹과

성적이 그룹 중 성적이 낮은 그룹의 경우 교사의 이직률, 즉 인력불안정

성은 학생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력불안정성의 조직성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인력안정성의 조직성

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을 때, 결국

인력안정성은 조직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 간의 연구

의 주류적 입장이다. 반면, 한국에서 이루어진 전영한과 금현섭(2011)

의 연구에서 교사의 인력안정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혜진(2012)의 연구에

서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관 간의 정(+)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조직의 성과를 어떠한 가치의 측면에서 측정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가 존재 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조직의 경우

에도 복수의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다수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는 최근 연구의 동

향에 따라 성과를 효과성의 측면과 형평성의 측면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이 학교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조직의 가장 일반적

인 성과변수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되, 전체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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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를 사용하여 성과의 효과성 측면을,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

취도를 사용하여 성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교사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Meier와 O’Toole(2003)의 연구결과

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도 인력안정성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가설 1. 조직의 인력안정성(교사의 인력안정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1. 교사의 인력안정성이 높을수록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교사의 인력안정성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

도가 높아질 것이다.

인력안정성은 조직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는 선형

적이라는 것이 기존의 통념이다. 그러나 Abelson과 Baysinger(1984)

는 이러한 통념에 대해 인력불안정성과 조직성과가 역U자형의 관계를 가

질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Glebbeek와

Bax(2004)의 연구, Shaw, Gupta와 Delery(2005)의 연구에서는 인

력불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그 결과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적 관계가 아닌 비선형적 관

계라는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었다(Meier & Hicklin, 2007). O’Toole

과 Meier(2003)과 Meier와 Hicklin(2007)도 공조직에 있어 인력안

정성과 조직성과의 비선형적 관계에 다루고 있으며, 다른 설명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일부에서 이러한 비선형적 관계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조직의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는 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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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질 것이다.

인력안정성을 포함한 안정성은 공조직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여겨져 왔으며, 공조직은 이러한 안정성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 여겨져 왔다(O’Toole & Meier, 2003). Weber 또한 공공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 조직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역사적으로도 공조직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에게

는 정년을 보장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조직에 있어서는 인력안정성이 크게 강조되지는 않았으며,

비용 감소를 위한 인력 감축 등 인력안정성을 낮추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안정성은 공조직의 특성에 더욱 적합한 개념이

며, 이로 인해 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탐색적 가

설 설정이 가능하다.

앞서 밝힌 바, Meier와 Hicklin(2007)은 공공부문에 있어 인적자

원제도의 차이로 인해 민간부문에서의 인적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이론

적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조직과 공조직과 관련하

여 이러한 안정성이 과연 성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공조직에 있어서

의 안정성이 사조직에서보다 조직성과에 더 잘 기여하는지에 대해 실증

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설 3.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조직과 사조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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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일선관료조직의 인력안정성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영향의 정도가 서비스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공공 관리,

인력안정성,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O’Toole과 Meier의 2003년 연

구의 성과를 들 수 있다. 이 밖에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력안

정성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직・간접적 증거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국내 연구로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이하 ‘교육종단연구’)’ 제1차,

제3차 자료를 기초로 학교장의 관리직 재임기간과 교사의 현임교 재임기

간이 학업성취도에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

한 연구(강혜진, 2012)와 교육종단연구 제3차 자료와 ‘학교교육의 실태

및 수준 분석: 중학교 연구(Ⅱ)’ 자료를 기초로 학교장의 관리직 재임기

간, 교장의 현임교 재임기간, 교사유지율 모두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전영한・금현섭, 2011)가 병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

(Glebbeek & Bax, 2004; Meier & Hicklin, 2007)를 한국적 맥락

(context)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공・사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공・사 조직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이 원인이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두 변수 간의

관계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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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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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변수

1. 종속변수 : 조직성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조직성과, 즉 본 연구의 대상인 학교 조직의

성과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교육종단연구 자료는 위계적 구

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조직의 인력안정성

이 학교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 차원의 미시적 수준 또는 학

교 차원의 거시적 수준으로 측정이 가능(Hvidman & Anderson,

2013: 47)’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활용하여 미시적 수준

에서 학교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가 과연 학교 조

직의 성과에 대한 측정 변수로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존

재하나, 학업성취도가 학교 조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과변수 중 하나라

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전영한・금현섭, 2011; Hvidman
& Andersen, 2013). 학업 성취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측정한 연구 중

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한 강혜진(2012)은 표본 학생들의 점수를 학

교 수준으로 집계한 후 평균한 값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

적 수준에서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도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Hvidman & Anderson, 2013).

2. 독립변수 : 인력안정성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인력안정성은 두 가지로 측정된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교사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의 측정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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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O’Toole과 Meier(2003)는 교감(superintendent)의 인력안정성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감의 현임 학교구 재직기간을 교사의 인력안정

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학교 내 전체 교사 집단을 100%라고 보았

을 때, 이 학교로부터 이탈한 교사의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을 측정

지표로 사용하였다. 전영한과 금현섭(2011)은 특정 학교 내 교사들이

해당 학교에서 재직한 평균 기간을 교사의 안정성 지표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에서 전영한과 금현섭(2011)처럼 교사의 현임교 평

균 재직기간을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3. 통제변수

조직의 인력안정성(교사의 안정성)에 의한 조직성과(학생의 학업성

취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하여야 한다. 선행연

구들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요소로는 크게

학교와 관련된 변인, 학생 개인의 능력 또는 가정배경과 관련된 변인 등

을 들 수 있다(우명숙, 2010).

1) 학교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관련 변인으

로 자원 및 조직규모를 통제하였다.

교육자원 요인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인적자원

은 학교별 교사들의 평균교직경력과 교사 1인당 학생수, 물적자원은 학

생 1인당 교수학습비로 측정하였다. 자원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는 공조직, 사조직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전영한・금현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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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부 실증 연구 결과들은 자원과 조직성과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나, Summers와 Wolfe(1977)의

연구를 비롯하여 다수의 실증연구에서는 자원이 많을수록 학교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전영한・금현섭, 2011).
본 연구에서 조직규모는 총 교원 수, 즉 총 교사수 및 사무직원 수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Kimberly(1976)에 따르면 조직규모는 물적 수용

능력(physical capacity), 가용 인적자원(personnel available), 투입

(input) 또는 산출(output), 가용 재량자원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 가능

하다.

대다수의 조직 이론 연구에서 조직규모를 조직 구성원 수로 파악하는

바 본 연구에서도 학교조직 내 교사 수과 사무직원 수를 모두 합한 수치

로 조직규모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학생 관련 변인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은 크게 개인의 인

구통계학적・심리・정서적 요인과 교육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

중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별 및 학생 개인이 공부하는 시간을 사용하

였으며,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학교 숙제 및 공부시간을 모두 합한 수

치를 사용하였다15).

15)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는 공부시간을 각 연차에 따라 달리 조사하였다. 먼저 2005년에

는 학원 및 과외를 제외한 학교 숙제 및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만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직접 수치로 기입하게 하였다. 2006년에는 학원 및 과외 시간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였

으며, 2007년에는 이 외 학원과 과외로 인한 숙제 시간도 포함시켰다. 또한 2006년과

2007년에는 ‘전혀 안함, 1시간 이하, 2시간 이하’ 등 범주화시킨 선택지를 제시하여 이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7년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공

통항목인 학교숙제 및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만을 총공부시간에 포함하였으며, 2005년

의 데이터를 2007년 선택지에 맞추어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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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socio-economic status)를 꼽을 수 있다(전영한・금현섭, 2011).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구의 소득으로 측정하지만, 이에 대한 대

리 지표로 어머니의 학력이 이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학

력을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는 변수로 사용하도록 하였

다.

4. 변수의 종합

이상의 변수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측정

종속
변수

조
직 
성
과

효
과
성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시험 표준화 점수의 평균

형
평
성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소득분위 50% 
이하 학생들의 국・영・수 과목 
학업성취도 시험 표준화 점수 평균

독립
변수

인력
안정성

교사의 
안정성 교사의 현임교 평균 재직 기간

통
제
변
수

조
직
수
준

자원 
요인

인적자원 전체 교사의 평균 교사 경력
교사 1인당 학생 수

물적 자원 학생 1인당 교수학습비 지출액
조직 규모 총 교사수 및 사무직원 수의 합

개
인
수
준

학생의 
특성

성별 학생 개인의 성별
공부시간 국・영・수 학교숙제, 공부시간 총합

교육 
환경 
요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모(母)의 학력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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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자료와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활용한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해 작성된 교육종단연구 자료이다. 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전국

2,929개 중학교 중 표본 학교를 비례층화군집 추출하고, 이를 통해 선정

된 150개 중학교의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무작위로 추출된

6,908명을 표본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해당 조사는 총 3단계로 구성되

는데 그 중 1단계는 2005년부터 2010년 총 6년에 걸쳐 매년 실시되었

다. 즉 이 연구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6년간의 추적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창 시절 전반에

걸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종단연구는 학생에 대한 조

사 이외 조사 학생의 부모, 조사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사, 교장, 학교

조직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연구에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에 의한 개인 수준의 조사 자료, 학부모에 의한 개인

및 가구 수준의 조사 자료, 교사 및 교장에 의한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조

사 자료, 학교 조직 수준의 조사 자료 등을 결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대상 기간은 2005년과 2007년으로 한정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데이터 중 2006년 데이터를 제외한 이

유는 조직안정성을 측정하는 주요 변수인 교사들의 평균현임교재직기간

의 데이터를 각 학교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비교한 결과 2006년의 데이

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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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다수준 분석은 일반적으로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으로 구분되며, 기초

모형을 통해 다수준 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한 뒤 개인수준의 변수, 조직수

준의 변수, 개인 및 조직 수준의 변수를 포함한 모형을 순차적으로 분석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교사들의 인력안정성과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 간의 관계를 주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다수준 분석모형을 수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다수준 분석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모형, 인

력안정성과 학업성취도만으로 이루어진 모형(모형 1), 모형 1에 학생 개

인 수준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모형 2), 모형 2에 조직수준의 통제

변수까지 포함한 모형(모형 3), 모형 3을 토대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력안정성의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모

형 4)을 설계하였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은 모형 1에서 모

형 4를 기초로 종속변수만을 수정하여 설계하였다(모형 5 ~ 8).

16) 2005년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의 평균은 3.27년, 최소값은 0.5년, 최대값은 17.14년이다. 또

한 2007년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의 평균은 3. 50년, 최소값은 0.7년, 최대값은 17.3년이다.

반면 2006년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의 평균은 0.74년, 최소값은 0년, 최대값은 4.56년이다.

2006년은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있으며, 상식적으로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이 모든 학

교에서 1년 전후로 하여 크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의 수치 상의 변화는 기존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2006년

에서 2007년으로의 변화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2005년과 2007년의

데이터 분포가 유사하고 2006년 데이터 분포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또한 2006년

데이터를 제외한 이유가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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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모형

다수준 분석은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단순히 종속변수와 집

단구분변수로만 이루어진 기초모형(empty model)에서 시작하는데, 이

를 통해 자료 분석의 기초정보와 다수준 분석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얻

게 된다(고유경, 2006). 기초모형의 귀무가설은 분석 대상이 되는 학교

들 간에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동이

집단 내 변동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민인식・최필선, 2012),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단일 수준에서의 분석

보다 다수준 분석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만으로 이루어진 포함한 모형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다수

준 분석 적합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Yis = β10 + γs + εis ………………………………………(기초 모형)

Yis : 학교s(s=1,2,.....,n)의 학생 i의 학업성취도 점수

(i=1,2,...,N)

γs : 학교 조직 수준에서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εis : 오차항

2) 모형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으로 이루어진 모형

모형 1은 통제변수 없이 조직의 인력안정성과 학업성취도만으로 이

루어진 단순 모형이다. 다른 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Yist = β20 + β21PSs + γs + εis …………………………(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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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s : 학교s(s=1,2,.....,n)의 학생 i의 학업성취도 점수

(i=1,2,...,N)

PSs : 학교 조직의 인력안정성

γs : 학교 조직 수준에서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εis : 오차항

3) 모형 2: 개인수준의 통제변수가 포함된 모형

모형 2는 조직의 인력안정성과 학업성취도로 이루어진 단순 모형(모

형 1)에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개인 수준의 통제변

수로는 학생의 성별, 총공부시간,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가 포함

된다.

Yis = B30 + β31PSs + β32Xis + γs + εis ……… ……(모형 Ⅱ)

Yis : 학교s(s=1,2,.....,n)의 학생 i의 학업성취도 점수

(i=1,2,...,N)

PSs : 학교 조직의 인력안정성

Xis : 학생 수준에서의 통제 변수

γs : 학교 조직 수준에서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εist : 오차항

3) 모형 3: 개인 수준과 조직 수준의 통제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

모형 3은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의 통제변수를 모두 추가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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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 모형이다. 조직수준의 통제변수로는 인적자원의 양적 측면을 나

타내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교사의 평균경력, 물적

자원을 나타내는 학생 1인당 교수학습비가 포함된다.

Yis = B40 + β41PSs + β42Xis + β43Zs + γs + εis …(모형 3)

Yis : 학교s(s=1,2,.....,n)의 학생 i의 학업성취도 점수

(i=1,2,...,N)

PSs : 학교 조직의 인력안정성

Xis : 학생 수준에서의 통제 변수

Zs : 학교 수준에서의 통제 변수

γs : 학교 조직 수준에서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εis : 오차항

4) 모형 4: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성 연구 모형

모형 4는 모형 3에 인력안정성의 제곱항을 포함시킨 모형으로써 인

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Yis = B50 + β51(PSs)2 + β52PSs + β53Xis + β54Zs + γs + εis

……(모형 4)

Yis : 학교s(s=1,2,.....,n)의 학생 i의 학업성취도 점수

(i=1,2,...,N)

PSs : 학교 조직의 인력안정성

Xis : 학생 수준에서의 통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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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 : 학교 수준에서의 통제 변수

γs : 학교 조직 수준에서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εis : 오차항

5) 모형 5: 공 사 조직에 따른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

관계의 차이에 대한 연구 모형

이성화 장성옥 정득 이종석(2014)은 체중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를 분석함에 있어 두 변수 간에 비선형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체중의

2차항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킨 외 연령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연령과 체중을 곱한 항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를 참조하여 공 사조직여부가 가지는 조절효과

를 연구하기 위해 인력안정성과 공 사조직 간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포

함시켰다. 해당 모형을 분석한 이후 공조직과 사조직의 표본을 분리한 분

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Yis = B60 + β61(PSs)2 + β62PSs + β63PPs+ β64(PSs × PPs) + β

65Xis + β65Zs + γs + εis …………………………………………(모형 5)

Yis : 학교s(s=1,2,.....,n)의 학생 i의 학업성취도 점수

(i=1,2,...,N)

PSs : 학교 조직의 인력안정성

PPs : 공 사립을 구분하는 더미변수 (공립학교=0, 사립학교=1)

Xis : 학생 수준에서의 통제 변수

Zs : 학교 수준에서의 통제 변수

γs : 학교 조직 수준에서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εis : 오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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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분석 대상의

특성과 데이터의 정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조직의 성과, 즉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수준의 다양한 변수(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포함)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VIF 및 Tolera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 자료가 가지고 있는 다수준 자료(multilevel data)의 특성을 고려

하고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에 더하여 조직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관계임을 고려

한 모형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가설 1 및 2 검증). 넷째, 조직

안정성과 조직성과간의 관계가 공・사립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한다(가설 3 검증).

제1절 기술 통계 분석

이 연구의 대상인 전국 150개 중학교와 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전

반적인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

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주로 평균과 편차, 왜도와 첨도에 대해 알아봄

으로써 정규성 가정에 대해 고려하고,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변수

의 경우 변형의 과정을 거쳤다.

1. 조직성과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의 성과는 한국 내 공・사립 중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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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업성취도로 측정된다. 조직성과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의

달성 정도는 전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형평성의 달성 정도는 저

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이용하였다17).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는 각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함에 있어 원

점수와 척도점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 학생의 학업성

취도 수준의 변화 및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성한 척도 점수를 활용하였다18).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 점수는 2005년 평균

299.57에서 2007년 평균 511.73으로 상승하였고, 그 상승폭이 학업성

취도 향상의 판단 기준 점수인 200점을 상회하므로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19).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경우 2005년 평균 286.70, 2007년

평균 500.49로 측정되었고, 상승폭이 200점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저

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성취도 수준이 향상되

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양자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2005년, 2007년 모

두 저소득층의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비해 낮

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본 논문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연구 데이터 상으로 2005년 조

사 대상 가구의 중위소득(3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중 2007년에도 중위소득

(350만원)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해 있는 학생을 말하며, 2005년과 2007년

모두 저소득층에 속한 학생은 149개 학교의 1,606명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

업성취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전체 데이터의 일부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해석에 있어 주

의를 요한다.

18) 원점수의 경우 같은 해의 서로 다른 학교에 속해있는 학생들 간의 점수를 비교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 학생의 종적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제약이 존재한다.

19)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 수준에서 동일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 및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수직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2006). 먼저 문항반응이론에 의거하여 각 학교별 국어, 영어, 수학 문

항들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등의 특성 정보를 활용하여 각 학년의 문항 모수를 추

정한 후, 이러한 추정 문항 모수를 이용하여 가상 모집단의 능력 모수가 학년별로 평균

300점(1학년), 400점(2학년), 500점(3학년)이 되도록 변환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이러한 수직척도 상으로 2005년 1학년 학생집단의 평균과 2007년 3학년 학생집

단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200점보다 크면 성취도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반

대의 경우에는 성취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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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통계량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단위: 점)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단위: 점)

2005년 2007년 2005년 2007년

관측치 6,710 6,209 1,573 1,527

평균 299.57 511.73 286.7 500.49

표준편차 51.87 54.03 48.68 48.95

최소값 159 409.67 159 409.67

최대값 510.67 703.67 475.67 685

왜도 0.21 0.33 0.27 0.43

첨도 3.3 2.87 3.48 2.98

<표 2> 조직성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두 가지 종속변수 모두 2005년, 2007년 모두

왜도의 절대값은 3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10 이하 이므로 정규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인력안정성에 대한 기술통계

O’Toole과 Meier(2003), Meier와 Hicklin(2008) 등은 인력안정

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교사유지율, 즉 학교로부터 전출 또는 이직 등을

이유로 조직으로부터 이탈한 교사의 비율을 100에서 뺀 수치를 사용하

고 있는 한편, 강혜진(2012) 등은 관리안정성을 측정하면서 교사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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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통계량

평균현임교 재직기간
(단위: 년)

2005년 2007년

관측치 149 150
평균 3.2 3.4

표준편차 3.72 3.98
최소값 0.5 0.7
최대값 17.14 17.3
왜도 2.2 2.23
첨도 6.83 6.74

<표 3> 인력안정성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당학교 재임기간을 측정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을 인력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선정하였다.

평균현임교재직년수에 대한 기초통계결과는 <표 3>와 같다. 2005년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의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은 3.2년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2007년에는 3.4년을 기록하였다. 평균현임교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학교와 가장 긴 학교 간의 차이는 연도별로 16.64년(2005년), 16.60년

(2007)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현임교재직기간에 대한 왜도와 첨도를 측정한 결과 정규성에 있

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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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1) 개인수준의 통제변수

학생 개인과 관련된 변수인 학생의 성별, 학생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

정하기 위한 어머니 학력, 주당 총 공부시간 모두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

었다.

학생의 성별 및 어머니 학력에 대한 빈도분석표는 다음 <표 4>와 같

다. 학생의 성별의 경우 불변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연도 구분을 하지 않

았다.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존재

하는 변수이나, 한국종단연구 1차 년도인 2005년도에 해당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한 후 2007년에는 이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연도 구분을 하지 않았다.

변수 구분 빈도
수 %

학생의 성별 남성 3,618 52.37
여성 3,290 47.63

합계 6,908 100

어머니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34 1.94
중학교 졸업 494 7.15
고등학교 졸업 4,128 59.76
2년제 대학 졸업 638 9.24
4년제 대학 졸업 1,002 14.50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98 1.42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11 0.16
missing data 403 5.83

합계 6,908 100

<표 4> 성별과 어머니 학력에 대한 빈도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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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2005년) 빈도(2007년)
수 % 수 %

총
공부
시간

3 시간 이하 1,134 32.60 2,826 43.26 
4 시간 이하 369 10.61 622 9.52 
5 시간 이하 230 6.61 503 7.70 
6 시간 이하 332 9.54 569 8.71 
7 시간 이하 187 5.38 307 4.70 
8 시간 이하 121 3.48 234 3.58 
9 시간 이하 215 6.18 260 3.98 
10 시간 이하 120 3.45 188 2.88 
11 시간 이하 119 3.42 141 2.16 
12 시간 이하 127 3.65 169 2.59 
13 시간 이하 69 1.98 119 1.82 
14 시간 이하 78 2.24 72 1.10 
15 시간 이하 118 3.39 103 1.58 
16 시간 이하 49 1.41 58 0.89 
17 시간 이하 47 1.35 73 1.12 

<표 5> 총공부시간에 대한 빈도분석표

총 6,908명의 학생 중 남성은 52.37%, 여성은 47.63%를 차지하

고 있어 양자의 비율은 1 : 0.9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 어머니의 학

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1.94%, 중학교 졸업이 7.15%, 고등

학교 졸업이 59.76%, 2년제 대학 졸업이 9.24%, 4년제 대학 졸업이

14.50%, 석사과정 졸업이 1.42%, 박사과정 졸업이 0.16%를 차지하

였다. 중복응답 또는 무응답으로 처리된 결측치는 403건으로 5.83%를

차지하였다. 학생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59.7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빈도수를 나타내었으며, 가장 작은 빈도수를 나타낸 항

목은 박사과정 졸업이상(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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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2005년) 빈도(2007년)
수 % 수 %

18 시간 이하 46 1.32 54 0.83 
19 시간 이하 32 0.92 43 0.66 
20 시간 이하 17 0.49 40 0.61 
21 시간 이하 43 1.24 36 0.55 
22 시간 이하 12 0.34 9 0.14 
23 시간 이하 4 0.11 14 0.21 
23 시간 초과 10 0.29 93 1.42 
missing data 3,429 49.64 375 5.43 
합계 6,908 100 6,908 100

과목별 공부시간의 경우 2005년 설문과 2007년 설문의 문항 성질

이 다르다. 2005년 문항은 학생 개인이 일주일 동안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2007년에는 이를 9

개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국어, 영어, 수학 공부시간과 관련한 2005년 데이터

측정치를 2007년 범주에 맞추어 작성한 후20) 세 과목의 수치의 평균치

로 ‘총공부시간’이라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총 공부시간은 3

(세 과목의 공부시간이 모두 1시간 이하인 경우)에서 24(세 과목의 공부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인 경우)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2) 조직수준의 통제변수

인력안정성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연구를 위한 조직수준의 통제변

수로는 자원요인으로써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그리고 조직규모가 고려되

20) 과목별 공부시간에 대한 2007년 설문 문항의 범주는 ‘전혀 안함, 1시간 이하, 2시간, 3

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혀 안함으로 구분되는 범주를 1시간 이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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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인적자원의 경우 교사들의 평균경력(인적자원1)과 교사1인당 학생수

(인적자원2)로 측정되었다. 2005년 15.44년이었던 교사들의 평균경력

은 2007년 16.09년으로 변화하였다. 해당 수치가 2년의 격차를 두고

측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평균 경력이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은, 신입 교사의 진입 및 기존 교사들의 이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들의 경력에 있어 최소값과 최대값은 약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학교에 따라 교사들의 경력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교사1인

당 학생수의 경우 각 학교별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 수를 더한

후 이를 총교사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평균은 18.02명으

로 나타났다. 2007년 해당 변수의 평균값은 17.57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매 해 신입생의 수가 감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적자원은 2005년과 2007년의 총 교수학습비 예산을 해당 학교

전체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수학습비’로 측정하였다. 2005년 대

비, 2007년에는 물적자원의 평균적인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점증주의적 시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입예산을 점점 증

가시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만, 2007년 학생 1

인당 교수학습비의 경우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이를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조직규모는 총 교사수로 측정하였다. 2005년 한국 중학교의 평균 교

사수는 40.34명이며, 2007년에는 40.89를 기록하여 2년 사이 조직의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수치

상으로 가장 정규분포에 가까운 변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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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통계량

교사평균 경력
(단위:년)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위:명)

2005년 2007년 2005년 2007년

관측치 150 150 148 150
평균 15.44 16.09 18.02 17.57

표준편차 3.91 4.15 5.46 5.29
최소값 7.63 8.9 3 3.44
최대값 24.56 26.4 25.24 24.71
왜도 0.03 0.37 -1.09 -1.15
첨도 2.16 2.37 3.28 3.31

<표 6> 조직수준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 인적자원

기초
통계량

물적자원 (단위: 만원) 조직규모
(단위: 명)

2005년 2007년 2005년 2007년

관측치 132 138 150 150
평균 27.45 34.27 40.34 40.89

표준편차 34.58 52.44 19.26 19.63
최소값 0.17 0.15 9 9
최대값 179.31 432.47 88 94
왜도 2.72 4.37 0.04 0.06
첨도 10.36 28.11 2.28 2.47

<표 7> 조직수준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 물적자원

및 조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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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통계량

log(물적자원)

2005년 2007년

관측치 132 138
평균 2.88 3.01

표준편차 0.95 1.01
최소값 0.11 0.14
최대값 5.19 6.07
왜도 -0.02 0.12
첨도 3.96 3.83

<표 8> 인력안정성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적자원 변수의 수치들이 정적 첨도가

높은 정적 편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로그로 변환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재시도한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성

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51 -

제2절 다수준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다수준 분석은 집단에 따라 종속변수의 분산값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모형 분석단계와 설명

변수들을 추가하여 각 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

구모형 분석단계로 구분된다(고유경, 2006).

1. 기초모형 분석

다수준 분석의 1단계라고 볼 수 있는 기초모형 분석은 일체의 설명

변수 없이 종속변수와 집단구분변수만으로 이루어진 모형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기초모형을 통해 추정된 집단 내 상관계수(intre-class corre-

lation: ICC)를 통해 개인이 아닌 집단에 따라 종속변수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초모형의 분석결과는 일원

분산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

기초모형 분석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이 결과에서 Between

groups의 MS 값은 집단 간 평균변동이며, Within groups의 MS값은

집단 내 평균변동이다. F검정통계량의 p값이 0.01보다 작다는 사실로부

터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해당

결과를 통해 ICC 값을 구한 결과 약 0.22의 값을 얻었는데, 이는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 변동(variation) 중 약 2.2%가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

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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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S df MS F Prob>F
Between 
groups 6060080.42 149.00 40671.68 2.96 0.00
Within 
groups 175269059.00 12769.00 13726.14

Total 181329140.00 12918.00 14036.94

<표 9> 기초모형 분석 결과

이러한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개인

적 조건 뿐 아니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학생 개인 수준의 변수뿐만 아니

라, 학교 특성을 반영한 집단 수준의 변수를 사용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 분석

1) 분석 1: 가설 1과 2의 검증

가설 1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총 8개로 구성된다. 먼저

조직성과를 효과성 측면에서 측정한 경우로써 첫째, 주요한 독립변수인

인력안정성만을 고려한 모형(모형 1), 둘째, 인력안정성과 개인수준의

통제변수를 고려한 모형(모형 2), 셋째, 인력안정성과 개인 및 조직 수준

의 모든 통제변수를 고려한 모형(모형 3), 마지막으로 인력안정성과 학

생의 학업성취도 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한 모형(모형 4)이다. 이러

한 4개의 모형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조직성

과의 형평성 측면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모형 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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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을 통해 가설 1-1과 가설 2를 검정한 결과,

‘인력안정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효과성)가 향상 될 것’이라는 가설

1-1이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Toole과 Meier의

2003년 연구결과가 데이터 분석 시점의 한국적 맥락에서도 일반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모형 4를 통해서 Abelson과 Baysinger(1984)의 이론과

같이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효과성) 사이에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 2 또한 지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모형 3과 모형 4에서 선

형적 관계와 비선형적 관계가 동시에 발견되었으며, 이 두 관계가 모두

유의도 1% 수준에서 의미가 있음을 볼 때,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는 완만한 역U자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최종적으로는 인정

안정성과 조직성과의 비선형적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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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인력안정성)2 - - - -1.293***
(0.219)

인력안정성 4.216***
(0.563)

1.152***
(0.357)

5.517***
(1.768)

30.456***
(4.592)

성별 - 17.549***
(2.150)

16.645***
(2.249)

16.681***
(2.243)

총공부시간 - 6.705***
(0.101)

5.366***
(0.098)

5.331***
(0.098)

어머
니의 
학력

초졸
이하 - 기준 기준 기준

중졸 - 1.719
(7.767)

8.631
(7.236)

8.944
(7.214)

고졸 - -1.901
(7.046)

11.186*
(6.590)

11.562*
(6.570)

2년제 
대학졸 - 2.328

(7.590)
16.965**
(7.096)

17.424**
(7.075)

4년제 
대학졸 - -0.957

(7.403)
19.170***

(6.947)
19.654***

(6.927)
석사졸 - -1.371

(10.496)
20.336**
(9.679)

20.346**
(9.650)

박사졸 
이상 - 24.393

(22.587)
35.929*
(20.758)

38.540*
(20.699)

인적자원1 - - 29.317***
(1.173)

29.288***
(1.175)

인적자원2 - - -31.326***
(1.180)

-32.444***
(1.189)

물적자원 - - 39.404***
(2.534)

40.884***
(2.539)

조직규모 - - 5.074***
(0.431)

4.515***
(0.442)

_cons 387.363***
(2.915)

335.023***
(7.289)

93.429**
(36.576)

83.406**
(37.280)

* p<0.1, ** p<0.05, *** p<0.01

<표 10> 효과성(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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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의 비선형성을 입증한 모형 4를 기준

으로 통제변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학생의 성별 변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변

수는 더미 변수로 남학생을 0으로 여학생을 1로 코딩하였으므로,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해석

된다.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한 시간으로 측정된 총공부시간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타나내는 변수인 어머니의 학력을 각 범주

별로 더미변수화 하여 모형에 포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전

반적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학업성취도

가 달라진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인적자원은 학교별 교사평균경력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결과 교사평균경력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적지원은 학생 1인당 교수학습비

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결과 학생1인당 교수학습비가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분석 결과, 자원이론이 전반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

적자원의 양적 측면은 교사 1인당 학생수로 측정되었으며,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많다는 것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

을 뜻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자원 이론을 지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조직규모변수의 경우 학교 조직의 크기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경우 모두 기존의 주류 이

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모형 5에서 8는 가설 1-2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설계되었다. 분

석결과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와는 다르게 저소

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는 선형적 관계는 발견되

지 않았으며(모형 7), 비선형적 관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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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모형 8). 이러한 결과는 인력안정성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전체 표본을 임의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인력안정성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화하기

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동일한 모형에서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

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모형 3과 모형 7). 이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

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교사안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Meier와 O’Toole(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하는 결과로써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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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인력안정성)2 - - - -0.841***
(0.207)

인력안정성 0.859
(0.531)

0.391
(0.492)

1.086
(0.880)

14.722***
(3.476)

성별 - 16.845***
(3.981)

17.603***
(4.635)

15.957***
(4.639)

총공부시간 - 7.399***
(0.246)

7.230***
(0.255)

7.195***
(0.254)

어머
니의 
학력

초졸
이하 - 기준 기준 기준

중졸 - -1.134
(11.464)

2.070
(11.853)

2.027
(11.803)

고졸 - -7.852
(10.501)

-3.928
(10.909)

-3.511
(10.864)

2년제 
대학졸 - -2.232

(13.003)
0.430

(13.432)
1.547

(13.379)
4년제 
대학졸 - 2.153

(13.951)
7.519

(14.455)
8.931

(14.400)
석사졸 - -50.649

(42.197)
-31.799
(42.094)

-27.945
(41.931)

박사졸 
이상 - - - -

인적자원1 - - 3.906***
(0.837)

3.659***
(0.839)

인적자원2 - - 10.837***
(3.554)

14.828***
(3.679)

물적자원 - - -1.071
(0.955)

-1.601*
(0.962)

조직규모 - - 0.870***
(0.244)

1.073***
(0.249)

_cons 389.220***
(2.804)

338.536***
(10.936)

228.076***
(29.701)

199.016***
(30.481)

* p<0.1, ** p<0.05, *** p<0.01

<표 11> 형평성(저소득층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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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2: 가설 3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공 사조직에 따라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모형에 공 사

조직 여부와 인력안정성을 곱한 값을 상호작용항으로 포함시켰다. 상호

작용항 부호가 정(+)의 값을 가질 때는 조절변수 값이 증가하면 상호작

용하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커진다(synergistic effect)

고 해석할 수 있으며, 부호가 부(-)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조절변수의 값이 증가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억제된

다(interference effect)는 것을 의미한다(좌현숙, 2014).

모형 5를 분석한 결과 공 사 조직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상호작용항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공조직에서의

인력안정성의 효과가 사조직에서의 인력안정성의 효과보다 더 크다는 사

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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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형 5
회귀계수 표준오차

(인력안정성)2 2.229*** 0.407

인력안정성 48.886*** 5.050

공‧사조직 구분 350.612*** 66.087
인력안정성 × 
공‧사조직 구분 -99.560*** 9.301

성별 16.885*** 2.225

총공부시간 5.236*** 0.098

어머니의 
학력

초졸 이하 9.648 7.158

중졸 12.329* 6.520

고졸 18.161*** 7.021

2년제 대학졸 20.965*** 6.874

4년제 대학졸 21.770** 9.576

석사졸 43.210** 20.544

박사졸 이상 28.740*** 1.174

인적자원1 34.615*** 2.587

인적자원2 -33.153*** 1.186

물적자원 3.435*** 0.454

조직규모 143.437*** 38.979

_cons 199.016*** 30.481
* p<0.1, ** p<0.05, *** p<0.01

<표 12> 공 사조직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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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물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이를 분리한

경우 모집단이 달라지며, 분리한 표본 간에는 회귀계수의 크기에 대한 직

접적인 비교가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분석 결과 공립학교 내에서 인력안정성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과 사립학교 내에서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하고자 한다. <표 13>에서 나타나듯이 공립

학교에서 인력안정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인

력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향상된다. 반면 사립학교에서 인

력안정성은 오히려 조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인력안

정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직

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그 방향 자체가 정반대로 도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인력안정성은 공 사조직에 따라 조

직성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사조직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적

통제가 변화하면서, 조직 내에서 인력안정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진 결과로 보인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한국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외

부 환경, 즉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인력안정성이 조직의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에 차이를 낳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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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공립학교 사립학교

인력안정성 58.934***
(5.009)

-18.326***
(2.432)

성별 17.695***
(2.403)

10.818*
(5.955)

총공부시간 5.327***
(0.109)

4.586***
(0.215)

어머니의 
학력

초졸
이하 기준 기준

중졸 12.633
(7.845)

-7.672
(17.469)

고졸 15.013**
(7.101)

-3.050
(16.328)

2년제 
대학졸

19.672**
(7.669)

9.127
(17.338)

4년제 
대학졸

22.148***
(7.511)

13.287
(16.984)

석사졸 20.865*
(10.798)

16.451
(20.947)

박사졸 
이상

42.505*
(22.250)

34.555
(53.484)

인적자원1 24.972***
(1.302)

56.710***
(2.924)

인적자원2 -33.842***
(1.332)

-27.194***
(3.116)

물적자원 37.346***
(3.339)

28.277***
(3.766)

조직규모 3.544***
(0.478)

-1.341
(2.143)

_cons 185.453***
(42.362)

8.464
(127.821)

* p<0.1, ** p<0.05, *** p<0.01

<표 13>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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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설 검증 결과와 해석

본 연구에서는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

해 한국의 공・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에는 학생의 성별, 총공부시간, 사회경제적지위 등 개인수준의

통제변수와 인적자원, 물적자원, 조직규모 등 조직수준의 통제변수를 포

함하였다. 그 결과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가설 검증결과
(가설 1) 조직의 인력안정성(교사의 인력안정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성과(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

    (가설 1-1) 교사의 인력안정성이 높을수록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O

    (가설 1-2) 교사의 인력안정성이 높을수록 저소득층 학
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X

(가설 2) 조직의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는 역U자형의 비선
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O

(가설 3)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조직
과 사조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O

O 가설지지, X 가설기각, △: 일부지지

<표 14> 가설 검증 결과 종합

첫째, 인력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

1은 조직성과의 효과성 측면을 종속변수로 하는 가설 1-1과 조직성과의

형평성 측면을 종속변수로 하는 가설 1-2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이 중

가설 1-1은 지지된 반면, 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판단했



- 63 -

을 때, 가설 1은 일부 지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인력안정성은 조직성

과의 차원에 따라 그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O’Toole과 Meier(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도 인력안정성은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

향을 미쳤으나,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에는 유의미한 영향

력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인력안정성은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는 비선형적 관계, 즉 역

U자형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 2는 강력하게 지지되었다. 가설 1-1

에서는 정(+)의 선형성이, 가설 2에서 역U자형의 비선형성이 동시에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비선형적

관계가 매우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둘째, 곡선의 변곡점

이 인력안정성 데이터의 분포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우측으로 치우쳐 있

는 경우이다.

추가적으로 인력안정성의 수준을 5년 이하, 5년에서 10년, 10년 이

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0년 이하와 10년 이상 사이에서 회귀계수

의 방향이 (+)에서 (-)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인력

안정성과 조직성과가 이루고 있는 곡선의 변곡점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인력안정성의 영향정이 정(+)에

서 부(-)로 바뀌는 정확한 지점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며,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가 정(+)에서 부(-)로 바뀌는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는 더욱 정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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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안정성
(평균현임교재직기간) 회귀계수 표준오차 방향

5년 이하 31.268 4.308 (+)

5년~10년 이하 52.145 8.848 (+)

10년 이상 -89.967 7.942 (-)

<표 15> 인력안정성의 정도에 따른 분석결과 비교

셋째,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공조직이냐 사조직이

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3는 지지되었으며, 더 나아가 인력안정

성의 영향력의 방향도 반대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Ongori, 2007), 사조직이라고 해서 인력안정성이 높

아질수록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타당성이 부족하

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데이터, 또는 공조직의

인력안정성 자체에 정책적 개입이 최소화 되어 있는 조직의 데이터를 활

용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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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공・사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인력안정성이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

원(KEDI)에서 만든 ‘한국교육종단연구(이하 ‘종단연구’)’의 1, 3차 년도

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직 수준과 개인 수준의 변인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다수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답하고자 했던 주요한 연구 질문은 총 세 가지이다. 첫 번

째 질문은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

이었다. 일반적으로 인력안정성은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대

규모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수준 분석 방법을 통해 조직 수

준의 변수와 개인 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렵

다. 또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인력안정성인 조직의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전영한・금현섭, 2011)은 결과도 존재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에서 인력안정성은 조직의 효과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은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에 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

계가 존재하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Abelson과 Baysinger(1984)의 이

론에 근거한 것으로 국외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

나, 국내에서는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 관계의 비선형성에 대해 주목

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 결과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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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선형적 관계

와 비선형적 관계가 동시에 지지되었다는 점에서 그 변곡점이 인력안정

성 데이터의 분포의 평균치보다 상당히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고 해석되

었다.

세 번째 질문은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공조직이냐

사조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연구 결과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공조직에서 더욱 강력하며, 사조직의 경우 상

대적으로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공립학교의 경우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

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사립학교의 경우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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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의의 및 정책적 함의

1. 이론적 의의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해외에서의 실

증 연구 결과(Glebbeek & Bax, 2004; Meier & Hicklin, 2007)들

이 한국적 맥락(context)에서도 적용되는지, 그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국외 연구들에서는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며, 최근에는 두 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도 발표되었다(Glebbeek & Bax, 2004;

Shaw, Gupta & Delery, 2005; O’Toole & Meier, 2003; Meier

& Hicklin, 2007).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기업, 즉 사조직에 국한되어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공조직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신공공관리(NPM)로 대표되

는 개혁의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에서 인력안정성을 포함한 조직 안정성

이 크게 낮아지는 시점에 있어 과연 이러한 시도들이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반

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력안정성

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외의 연구결과를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는 상태이며, 인력

안정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국적 맥락에서 인력안정

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가정했을 때 그 효과가 기존의 이론들에서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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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정(+)의 관계를 갖는지, 최근 연구 결과에서처럼 이들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 관계인지,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가 공・사조직 구분에 따라 달
라지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증 분석 결과들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대부분 적용 가능함이 밝혀졌다. 먼저 인력안정성은 조직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관계에는 비선형성

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는 분석 자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 분포에 따르면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

지나, 향후 인력안정성의 분포가 달라지면, 그 관계나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공・사 조직에 따라 인력안정성이 조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조직과 사조직

에 따라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가 정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에 있어 인력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영향으로

보이며, 한편으로 두 변수 간의 비선형성을 더욱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

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의 적용범위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대시켜 이를 일반화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공립학교 교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순환근무제

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원칙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사들은 5년에 한 번씩 근무지를 옮겨야 하

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4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제3조에 따르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학

교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계열별 특성(고등학교), 전공, 근무 여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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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거주지 등을 고려한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인사규정 상

순환근무제도의 목적이 ‘학교 교육력 제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이나 제도 개선의 맥락에서는 교사들 간의 형평성, 또는 지역 간 인적자

원의 배분의 문제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된다. 또 정기적 순환근무의 기간

이 왜 5년인가에 대한 근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사의 순환근무제도가

실제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그 기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사들의 인력안정성이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비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공립학교에 있어 인력안정성이 높을

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교사들의 순

환근무제를 현재의 한정된 틀 안에서 논의해서는 본래 정책이 의도했던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순환근무제도가 교사들의 사기와 교육

열의에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들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

더라도 해당 제도는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력

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의 입장 또한 순환근무제를 논함에 있어 또 하

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안정성과 조직

성과가 역U자형 관계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영향력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연구

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교차원에서 인력안정성과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순환근무 기간을

실험적으로 조정하여 기간 조정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또한 동시

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Walker, Boyne 및 Brewer(2010)가 지적하였듯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복합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연구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인력안정성이 저소득층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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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Meier와 O’Toole의 연

구에서 형평성의 또 다른 측면인 유색인종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는 인력안정성의 긍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점차 우리 사회

에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인력안정성의 긍

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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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직의 인력안정성과 조직의 성과로써 조직 일반에

적용 가능한 이론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연구 대상으로 한국의 중

등교육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연구 적용 대상 범위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데이터의 가용성, 성

과 측정의 용이성 등의 이점 때문이었으나, 이로 인해 이론의 일반화 측

면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

진 기관을 대상으로 본 주제와 동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의 생성 년도가 약 10년 전21)이기 때

문에 최신 경향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관찰 기간 또한 2005

년과 2007년으로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으며, 결측치의 존재로 인해 단

년도에서만 관찰된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특성이나 학

생의 특성이 완전히 통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에는 조사과정에서

부터 결측치에 대해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완전성이 확

보된 가운데 좀 더 안정된 분석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인력안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한 좀 더

엄격한 분석이 필요하다. O’Toole과 Meier(2003)의 경우 독립변수인

인력안정성과 종속변수인 조직성과 간에 시간의 격차를 두지 않은 경우

와 시간의 격차를 둔 경우를 동시에 연구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연구결

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경우 가용 데이터 시점의 제약으로 인해 이

를 시도할 수 없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바란

다.

21)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입수하는데 장애가 존재했기 때

문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의 비교적 최신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이후의 학교

데이터에는 인력안정성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72 -

넷째, 본 연구 설계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모두

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조사 자료 범위의 한계라고 볼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 통제한 개인 수준의 변수인 개인의 성별 및 총공부시

간,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조직 수준의 변수인 인적자원, 물적자원,

조직규모 외에 다른 통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인력안정성 및 조직성과에 있어 측정 변수의 다양성이 고려

되지 못하였다. 인력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 또는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외에도 다양할 수 있다. 인력안정성의

측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균현임교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의 교사유지율, 정규 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 등 다양한 측정치

가 사용될 수 있으며, 학교조직의 성과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외에

출석률, 상위권 대학 진학률 등으로 측정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측정치

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여섯째, 효과성 외에 조직의 성과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살펴보고자

했던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연구 결과, 이와 관

련된 가설이 지지 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중요성 및 필

요성을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해결할 데이터를 별도로 설계하여 추

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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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personnel stability on or-

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would contribute to generalize

the existing theories about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factors(Abelson & Baysinger, 1984; Glebbeek & Bax, 2004;

Meier & Hicklin, 2007). This study also paid attention to dif-

ferences of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 about the effect. In



- 81 -

terms of policy, this w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Korean middle schools which were

analyzed in this study.

Personnel stability has remained as an unsolved is-

sue(Watrous, Huffman, & Pritchard, 2006). It will be studied

consistently as long as organizations exist. The existing re-

searches empirically have reported the positive effect of per-

sonnel stability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cently

some studies discovered that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variables is nonlinear(Glebbeek & Bax, 2004; Shaw, Gupta &

Delery, 2005; O’Toole & Meier, 2003; Meier & Hicklin,

2007).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public school, were not

studied in terms of this subject until quite recently, while

private organizations have became objects of the studies for a

long time(O’Toole & Meier, 2003; Meier & Hicklin, 2007).

Abelson and Baysinger’s theory about the nonlinear rela-

tionship of personnel stabi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needed to be analyzed empirically. In reality,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attempts of NPM(New Public

Management) which reduce the stability of public sector im-

prove its performance or not.

Although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study, in

Korea,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es which investigated this

relationship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small amount of

Korean research on this subject(Chun & Kum, 2011;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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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on the other hand, has showed different results with

those of existing studies.

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1)

Assuming that linear relationship of two variables exists as

the traditional theory insists, does personnel s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2) Are there nonlinear re-

lationship between personnel stability and organizational per-

formance? 3) Does publicness of organization moderate the ef-

fect of personnel stability on the performance?

Multi-level analysis was used considering the data which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can be supported

even in the context of Korea. First, personnel sta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assuming the linear rela-

tionship of two factors. Second, nonlinear relationship of two

variables has been discovered. The reason that linearity and

nonlinearity are supported at the same time would be because

the curve is so gentle and the data ranged intensively on the

left side of that curve. Third, personnel stability has more

powerful impact on the public organizations rather than on

the private ones. That is, whether it is public organization or

not moderates the effect of personnel stability. Additionally,

in Korea, the personnel stability of public school influences

positively on student’s score, while it has a negative effect in

private school. This is because external control works differ-

ently according to public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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