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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사의 특성과 훈육유형의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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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학급 규칙 그리
고 규범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사회 및 학교에서 기대하는 바대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
다. 학교 및 학급활동에서 기대되지 않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있게 마련이며, 학교에서의 효과
적인 훈육과 함께 훈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훈육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교사의 특성(성, 연령 및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의 훈육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교사의 훈
육유형을 실증적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원분산분석과 t 검증을 사용하여 교사의 성, 연령 및 
교직경력과 교사의 훈육유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유의한 차이로 타협형과 지원형을 많이 사용하고, 교직경력에 관계없이 민
주형, 타협형, 전제형, 절충형, 지원형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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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학  규칙 그리고 규범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사회  학교에서 기 하

는 바 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학 활동에서 기 되지 않은 문제행동

을 하는 학생은 일반 으로 있게 마련이며, 이럴 때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방 는 

문제행동 발생 시 효과 으로 지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훈육이 요구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통한 지식만 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학생들 

 교사들과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행동은 왜 해서는 안 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

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앞으로 건 한 사회인이 되기 한 비과정의 기능도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합리 이고 효과 으로 훈육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65.1%가 수업시간에 학  학생의 1/3 정도만 집

하거나 거의 아무도 집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이종태 외, 2000), 교수-학습지도 측면

에서 소수의 우수 학생(10～20%)을 제외한 부분 학생들(80～90%)이 ‘수업 시간에 잠자기’, 

‘만화책 보기’, ‘잡담이나 장난하기’, ‘교실 안  돌아다니기’, ‘휴 폰․호출기 사용’ 등으로 

정상 인 수업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업의 무 심이 확산되고 있다(한재갑, 2001)는 

최근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학생 훈육에 한 학계의 심과 함께 훈육에 한 실제  

연구를 해보려는 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훈육에 한 연구는 하 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 

에서도 재 우리나라 교사들이 성, 연령  교직경력에 따라 어떤 훈육유형으로 학생들

을 훈육하고 있는가의 실태를 악하는 연구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특성에 따른 반 인 훈

육방식을 악하는 데 도움을 뿐만 아니라 훈육연구의 토  마련에 있어서도 도움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훈육에 한 체계 이고 실증 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계에 한 연구는 국외에서 다양하게 이루

어져왔다. 그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으로,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통제 심이라고 나타난다(Martin & Baldwin, 1994; Martin & Yin, 1997; 

Minor et al., 2000).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통제 심이라고 

나타난다(Onwuegbuzie et al., 2000; Martin & Shoho, 2000). 그리고 교사의 교직경력과 훈

육유형의 계는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더 통제 심이라고 나타난다(Swanson et al., 1990; 

Martin & Shoho, 2000).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인 연구결과들과 반 되는 연구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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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사의 훈육유형의 종류

즉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은 아무런 상 이 없다는 연구(Onwuegbuzie et al., 2000)도 있고, 

임교사일수록 통제 심이라는 연구(Martin & Yin, 1997)도 있으며, 교직경력이 간에 해

당하는 교사가 통제 심이라는 연구(Laut, 1999)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의 훈육유형이 어

떻게 나타나는가를 실증 으로 알아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가 시

행되기 해서는 교사의 훈육유형을 어떻게 실증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선

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교사의 훈육유형을 실증 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과 교사의 훈육유형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훈육유형
교사의 훈육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학자들에 따른 교사의 여

러 훈육유형을 학생에 한 교사의 이 부정 인가 정 인가를 기 으로 하여 정리하

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섯 가지 분류로 크게 구분되는 훈육유형 에서 표 인 훈육유

형을 하나씩 선정하여 근하 다. 표 인 훈육유형을 하나씩 선정하는 기 으로는 포

성(같은 분류로 구분되는 다른 훈육유형들의 특징을 포함할 수 있는 특성)과 친숙성(일반

으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개념  특성)을 용하 다.

이러한 포 성과 친숙성을 기 으로 하여, 학생에 한 교사의 이 매우 정 임을 



104  아시아교육연구 7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특징으로 하는 민주형, 단호형, 리드형, 교섭자형 에서는 민주형을 선정하 고, 학생에 

한 교사의 이 조  정 임을 특징으로 하는 감성코치형, 지원형 에서는 지원형을 

선정하 으며, 학생에 한 교사의 이 보통임을 특징으로 하는 상호주의자형, 타 형 

에서는 타 형을 선정하 다. 한, 학생에 한 교사의 이 조  부정 임을 특징으로 

하는 비개입주의자형, 허용형, 단호하지 못한형, 방임형, 포기형 에서는 방임형을 선정하

고, 학생에 한 교사의 이 매우 부정 임을 특징으로 하는 개입주의자형, 제형, 

형, 보스형, 비 형, 무시형, 강요형 에서는 제형을 선정하 다. 그리고 이 게 이론  

배경에서 선정된 다섯 가지 교사의 훈육유형을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2. 교사의 특성과 훈육유형의 관계
교사의 특성과 교사의 훈육유형의 계, 즉 구체 으로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과 교

사의 훈육유형이 어떤 계가 있는지에 해 문헌연구를 토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를 살펴보면, Onwuegbuzie 등(2000)은 교사의 훈육유

형을 개입주의자, 비개입주의자, 상호주의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를 연구하 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는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반 되는 연구결과도 있다. Minor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여교사들이 남교사들에 비해 효과 인 교사의 특성으로서 학 경 과 행동 리를 

덜 요시하고 학생 심성에 더 높은 비 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여교사들에 비해 남교사들이 더 개입주의자라고 하 다.

한, Martin과 Yin(1997)은 남교사와 여교사 간의 학 경  유형에 한 연구를 하 는데, 

규칙 의식(rule consciousness), 완벽성(perfectionism), 우월성(dominance), 방심(abstractedness), 

변화에 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그리고 감정 리(impression management) 등의 모든 

하 척도에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개입주의자라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이선 (2004)의 

연구에 의하면, 유의도 p<.01 수 에서 훈육유형이 교사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남교사는 강요형, 타 형, 지원형, 교섭형, 포기형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교사는 교섭형, 타 형, 강요형, 지원형, 포기형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계를 살펴보면, Martin과 Shoho(2000)는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학 경 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388명의 교사들을 상으로 

연구하 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생 리 부문에서 유의한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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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통제 이 된다는 것이 밝 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Onwuegbuzie 등(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즉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통제 심의 개입주의자가 

되고, 교직경력이 을수록 더욱 학생 심의 비개입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

상숙(2002)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의 훈육유형이 권 이고 연령이 낮

을수록 민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계를 살펴보면, Laut(1999)는 교사의 교직경력

에 따라 학 경 의 유형(개입주의자, 비개입주의자, 상호주의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연구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직경력을 크게 세 가지 수 으로 구분하 을 때 교직

경력이 가운데에 치하는 교사들이 가장 개입주의자로 나타났다. 한 Martin과 

Baldwin(1993, 1994)은 학생들에 한 교사 권한의 정도를 기 으로 비개입주의자(non- 

interventionist), 개입주의자(interventionist), 그리고 상호주의자(interactionalist)로 교사의 유

형을 구분하고,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3년 이상)와 임교사(3년 미만) 간의 학 경  유형에 

한 차이 여부를 조사하 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교사들이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들보다 

학생훈육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로 더 개입주의자라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리고 Swanson 등

(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임교사들이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들보다 덜 지시 이고 강요 인 

방식으로 학생들과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내

심이 있고, 학생들과 책임감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고, 타임아웃 방법을 사용하고, 학생들

에게 벌을 주는 등 반 으로 통제 심의 개입주의자 특징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는 연구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을 알 수 있고,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계는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반 으로 통제

심의 훈육유형이 된다는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계는 

연구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표집
표집 상은 등학교 교사이다. 구체 으로, 교사의 특성과 훈육유형과의 련성을 알아보

기 해, 먼  부산의 A 학교와 B 학교 학원에 재학 에 있는 교사들이 근무하는 13개 

학교에서 교사 60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 하 다. 이 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479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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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분 명(%) 계

성
남 85(17.7)

479명(100%)여 356(74.3)
무응답 38 (7.9)

연령

30세 이하 122(25.5)

479명(100%)

31-35세 69(14.4)
35-40세 77(16.1)
41-45세 78(16.3)
46-50세 44 (9.2)
51-55세 36 (7.5)
56세 이상 12 (2.5)

무응답 41 (8.6)

교직 경력

5년 이하 113(23.6)

479명(100%)

6-10년 82(17.1)
11-15년 51(10.6)
16-20년 80(16.7)
21-25년 47 (9.8)
26-30년 38 (7.9)
31년 이상 22 (4.6)

무응답 46 (9.6)

<표 2> 교사 표집의 특성

회수율이 80%를 보 다. 회수된 교사용 설문지는 무성의한 응답이 없어서 479부를 모두 자

료처리 하 다. 표집으로 선정된 교사들의 구체 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조사도구
교사의 특성과 훈육유형을 분석하기 한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 다. 먼 , 교사

의 특성으로는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을 체크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교사의 훈육유형

으로는 문헌연구를 토 로 하여 교사의 훈육유형에 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

하 다. 질문지의 문항반응은 7  Likert 척도로 하 다. 훈육유형에 한 질문지의 내용 구

성은 다음과 같이 하 다.

먼 , 훈육유형으로는 이론  배경에서 밝혔듯이 련 문헌에 한 고찰과 이론  검토를 

거쳐 (1) 민주형, (2) 지원형, (3) 타 형, (4) 방임형, (5) 제형으로 나 었고, 각 훈육유형의 

하 요소를 구성하 다 즉, 민주형의 구성요소로서는 학생의 참여, 학생행동의 책임감 고무, 

평등한 처, 객  처, 일  처를 바탕으로 9개의 문항을 구성하 고, 지원형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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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유형

훈육유형의
구성 요소 문항 번호 세부 사항

민
주
형

학생의 참여
행동의 책임감 고무
평등한 대처
객관적 대처
일관적 대처
상황고려

1,4,10,15,
20,25,30, 
35,40,45

학급규칙의 설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가?
학생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키는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평등하게 대처하는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학급규칙에 따라 대처하는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하는가?

지
원
형

설득
대화
도움 제공
헌신
배려

2,6,9,11,
14,19,24,
34,39,44

학생이 문제행동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헌신하는가?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타
협
형

조건 제시
보상의 빈번한 사용
거래적 반응

3,5,12,17,
22,27,32,
37,42

학생의 행동통제를 위해 조건을 제시하는가?
학생의 행동통제를 위해 보상을 빈번히 사용하는가?
학생의 행동에 대해 거래적 반응을 보이는가?

방
임
형

무관심
방관적 태도
비적극성
무기대

7,8,16,21,
26,29,31,
36,41,46,
47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무관심한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학생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가?
학생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가?

전
제
형

독단적 결정
행동의 강요
빈번한 통제
엄격함
기분에 따른 대응
벌의 빈번한 사용

13,18,23,
28,33,38,
43

학급규칙의 설정에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는가?
학생의 행동을 강요하는가?
학생들에게 통제방식을 자주 사용하는가?
학생들을 엄격하게 대하는가?
교사의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똑같은 행동을 달리 대하는가?
학생의 행동통제를 위해 벌을 빈번히 사용하는가?

<표 3> 교사의 훈육유형 질문지 내용 구성

성요소로서는 설득, 화, 도움 제공, 헌신, 배려를 바탕으로 10개의 문항을 구성하 으며, 

타 형의 구성요소로서는 조건 제시, 보상의 빈번한 사용, 거래  반응을 바탕으로 9개의 문

항을 구성하 다. 한 방임형의 구성요소로서는 무 심, 방  태도, 비 극성, 무기 를 

바탕으로 11개의 문항을 구성하 고, 제형의 구성요소로서는 독단  결정, 행동의 강요, 

빈번한 통제, 엄격함, 기분에 따른 응, 벌의 빈번한 사용을 바탕으로 7개의 문항을 구성하

다. 그리고 각 훈육유형을 표하는 문항을 만들기 해 등학교 교사 3명에게 안면타당

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의 훈육유형을 알아보기 한 질문지를 

만들었는데, 구체 으로 훈육유형에 한 질문지 내용은 <표 3>과 같이 구성하 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한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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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유형을 실증 으로 분류하기 해 교사가 지각한 교사의 훈육유형의 문항들에 

한 체신뢰도 검증을 하여 신뢰도가 매우 낮은 18개의 문항을 제거하 고, 총 47개의 문

항  신뢰도가 낮은 18개의 문항을 제거한 29개의 문항으로 요인분석을 하 다. 요인의 수

를 결정하기 하여 고유치 1.0 이상, 스크리 검증, 요인의 해석 가능성 등 세 개의 기 을 

용하 다. 그 결과, 고유치 1.0 이상의 요인이 7개 추출되었는데, 스크리 검사 결과 요인 5

부터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서 구성요인의 수를 5개와 6개로 하는 경우를 모두 살

펴보았다. 구성요인의 수를 5개로 할 경우에는 모든 문항이 .3 이상의 부하량을 보 으나, 6

개로 할 경우에는 문항들이 흩어졌고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에서도 별 특징을 보이지 않

았다. 따라서 합한 요인의 수를 5개로 결정하여, 직교회 을 하 다. 그리고 요인분석 결

과 나타난 5개의 각 훈육유형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다른 것을 같은 문항 수의 값으로 환산

하 다. 여기에서 7  Likert 척도 수를 합한 가장 높은 수를 보이는 훈육유형을 교사가 

지각하는 훈육유형으로 결정하 고, 가장 높은 수를 보이는 동 의 훈육유형이 두 개 이

상일 때에는 자료처리에서 제외하 다.

한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에 따라 훈육유형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기 하여 t 

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 다. 먼 , 교사의 성에 따른 훈육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t 검증을 하 고, 교사의 연령에 따른 훈육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그리고 교직경력에 

따른 훈육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하 다. 그리고 모든 자료처리는 

SPSSWIN 11.0을 사용하여 처리하 다.

Ⅳ. 연구결과

교사의 훈육유형의 실증  분류와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의 특성과 훈육유형의 계 분석

에 한 구체 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훈육유형의 분류
1) 요인의 결정  명명

교사가 지각한 교사의 훈육유형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은 5개로 분류되

었고, 5개 요인이 설명해 주는 체 변량은 51.48%로 나타남으로써 이론  구인이 경험 으

로 타당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결정  요인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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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15 .648
10 .638
1 .585
4 .577
35 .557
20 .546
30 .531
25 .514
45 .830
40 .826
42 .810
44 .790
39 .780
23 .678
33 .660
13 .614
18 .595
38 .544
28 .498
37 .755
12 .688
17 .631
32 .621
3 .594
5 .484
9 .755
19 .695
24 .619
11 .564

고유치 3.453 3.355 2.955 2.778 2.389
설명변량(%) 11.906 11.570 10.191 9.579 8.236
누적변량(%) 11.906 23.476 33.667 43.246 51.482
신뢰도 계수 .7604 .8764 .7101 .7458 .7399

<표 4> 교사가 지각한 훈육유형의 요인분석 결과

첫째, 요인 1은 8개 문항(문항번호 15, 10, 1, 4, 35, 20, 30, 25)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8

개 문항이 부하된 요인 1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주로 학생의 행동에 

한 책임감을 고무시키거나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학생들의 행동에 일 되고 

평등하게 하거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이해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

서 요인명을 ‘민주형’이라고 명명하 다.

둘째, 요인 2는 5개 문항(문항번호 45, 40, 42, 44, 39)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5개 문항이 

부하된 요인 2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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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르거나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거나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거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교사의 훈육유형에 민주형, 타 형, 지원형이 두루 결합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요인명

을 ‘ 충형’이라고 명명하 다.

셋째, 요인 3은 6개 문항(문항번호 23, 33, 13, 18, 38, 28)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6개 문

항이 부하된 요인 3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주로 학생의 행동을 통제

하거나 학생의 문제행동에 해 야단 는 벌을 주거나 학생의 행동에 해 지시하거나 학

생이 해도 되는 행동보다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강조하거나 독단 인 결정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요인명을 ‘ 제형’이라고 명명하 다.

넷째, 요인 4는 6개 문항(문항번호 37, 12, 17, 32, 3, 5)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6개의 문

항이 부하된 요인 4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주로 빈번한 보상 제공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특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학생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학생들

과 거래  반응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요인명을 ‘타 형’이라고 명명하 다.

다섯째, 요인 5는 4개 문항(문항번호 9, 19, 24, 11)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4개의 문항이 

부하된 요인 5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주로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 

심을 갖거나 화를 통해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문제행동에 해 타이르거나 학생들에게 

배려하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요인명을 ‘지원형’이라고 명명하 다.

2) 훈육유형에 한 최종 선정된 문항의 신뢰도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의 훈육유형에 한 최종 선정된 문항의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교사가 지각한 교사의 훈육유형은 다섯 가지 훈육유형, 즉 민주형, 타

형, 지원형, 제형, 충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 으로 구안된 다섯 가지 훈

육유형의 범주, 즉 민주형, 타 형, 지원형, 방임형, 제형 에서 민주형, 타 형, 지원형, 

제형이 실증 으로 검증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방임형은 실증 으로 검증되지 않으며, 

‘ 충형’이라는 훈육유형이 실증 으로 한 가지 더 존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밝 진 민주형, 타 형, 지원형, 제형의 각 훈육유형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문

헌연구를 통해 이론 으로 구안된 각 훈육유형의 구성요소의 특성이 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민주형은 문제행동에 한 평등한 처, 일 된 처, 학생의 책임감 고무, 상황을 고

려한 처의 특성이 포함되었고, 타 형은 학생행동에 한 보상의 빈번한 사용, 거래  반응, 

조건 제시의 특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원형은 학생행동에 한 설득과 심, 문제행동에 

한 타이름, 화의 기회 마련, 학생에 한 배려의 특성이 포함되었고, 제형은 학생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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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문항-전체
검사 간 상관

요인 1 민주형 (신뢰도 α=.7604)
15 나는 평소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6.20 .96 .5382
10 나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아듣도록 설명해준다. 5.87 1.06 .5101
1 나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이유를 들어보고 조치를 취한다. 5.97 .99 .4629
4 나는 학생의 행동을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타이른다. 5.46 1.12 .4644
35 나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떤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를 설명해준다. 5.93 1.24 .4426
20 나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똑같이 대한다. 4.83 1.33 .4162
30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이 대한다. 5.54 1.47 .4138
25 나는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5.95 1.03 .4916

요인 2 절충형 (신뢰도 α=.8764)
45 나는 학급의 어떤 일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5.29 1.80 .7377
40 나는 평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5.42 1.82 .7533
42 나는 학생들의 수업분위기가 좋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준다. 4.75 1.81 .7225
44 나는 학생이 지각하면 다음부터 지각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3.85 1.83 .6715
39 나는 학생이 싸움을 하면 다음부터 싸우지 않도록 타이른다. 3.37 1.72 .6477

요인 3 전제형 (신뢰도 α=.7101)
23 나는 수업시간에 조용히 할 것을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한다. 5.01 1.31 .4682
33 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하면 야단치거나 벌세운다. 5.46 1.20 .5381
13 나는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강조한다. 5.79 1.17 .5230
18 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해준다. 5.18 1.16 .4311
38 나는 학생이 청소 안하고 도망가면 야단치거나 벌세운다. 5.15 1.38 .3857
28 나는 학급의 일들을 직접 결정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4.53 1.47 .3435

요인 4 타협형 (신뢰도 α=.7458)
37 나는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준다. 5.13 1.21 .5771
12 나는 학생들이 말을 잘 들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도록 해준다. 5.34 1.16 .5564
17 나는 학생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학생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5.18 1.12 .5268
32 나는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어준다. 5.07 1.30 .4171
3 나는 학생이 과제를 완성하면 학생이 원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5.44 1.27 .4447
5 나는 학급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에게는 보너스 점수 또는 보상을 준다. 5.71 1.26 .3987

요인 5 지원형 (신뢰도 α=.7399)
9 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루해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 5.36 1.48 .5293
19 나는 학생이 말썽을 일으키면 그 학생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대한다. 5.41 1.25 .6432
24 나는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대화를 통해 도움을 주려고 한다. 5.22 1.25 .5234
11 나는 수업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다음부터 꼭 가져오라고 설득한다. 5.74 1.28 .4494

전체신뢰도 α=.8599

<표 5> 교사가 지각한 훈육유형의 최종 선정된 문항

한 벌의 빈번한 사용, 행동의 강요와 지시, 교사의 독단 인 결정의 특성이 포함되었다.

이에 비해, 충형의 훈육유형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민주형, 타 형, 지원형의 특성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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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유형 성별 N M SD t
민주형 남 85 44.88 5.78 -1.53여 356 45.94 5.72
절충형 남 85 21.76 7.17 -1.24여 356 22.87 7.48
전제형 남 85 30.70 5.10 -.94여 356 31.27 4.93
타협형 남 85 29.94 5.17 -4.19***

여 356 32.36 4.68
지원형 남 85 20.47 4.24 -3.36**

여 356 22.03 3.73
N=44l, **p<.01, ***p<.001

<표 6>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

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감 있는 행동의 강조, 올바른 행동을 한 조건 제시, 

학생의 문제행동에 한 타이름과 설득  도움제공의 특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충형은 

그 특성만으로 볼 때 모든 교사들이 일반 으로 두루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특정한 훈

육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겠으나,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충형의 의미를 부여하 다. 한, 이를 통해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훈육

유형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사가 지각하는 교사의 훈육유형에도 충형이 실증 으로 존재한

다는 을 알 수 있다.

2. 교사의 특성과 훈육유형의 관계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과 교사의 훈육유형과의 련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교사들은 

어떤 훈육유형을 많이 사용하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사의 훈육유형 분류에서 살펴보

았듯이, 기본 으로 교사들은 민주형(38.1%), 지원형(28.6%), 타 형(14.3%), 제형(12.7%), 

충형(6.3%) 순으로 훈육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 으로,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과 교사의 훈육유형 간의 련성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련성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훈육유형이 타 형일 때는 유의도 p<.001 수 에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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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유형 연령별 N M SD F

민주형
30세 이하 122 45.68 5.30

3.71*31-40세 146 44.90 5.67
41-50세 122 46.08 6.03
51세 이상 48 47.97 5.48

절충형
30세 이하 122 23.21 6.38

.5831-40세 146 22.05 7.56
41-50세 122 22.69 7.76
51세 이상 48 23.04 8.78

전제형
30세 이하 122 31.36 4.69

2.5631-40세 146 30.43 5.02
41-50세 122 31.41 4.86
51세 이상 48 32.58 5.41

타협형
30세 이하 122 32.10 4.54

.2331-40세 146 31.65 4.99
41-50세 122 32.06 4.98
51세 이상 48 32.00 5.11

지원형
30세 이하 122 21.55 3.68

3.73*31-40세 146 21.18 4.10
41-50세 122 22.27 3.67
51세 이상 48 23.04 3.57

N=438, *p<.05

<표 7>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

이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타 이고, 교사의 훈육유형이 지원형일 때는 유의도 p<.01 수

에서 유의한 차이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지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교사와 여교

사 각각의 평균 수를 바탕으로 훈육유형을 살펴보면, 남교사는 민주형(44.88), 제형(30.70), 

타 형(29.94), 충형(21.76), 지원형(20.47)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교사는 민주형(45.94), 타 형(32.36), 제형(31.27), 충형(22.87), 지원형(22.03)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유의한 차이로 타 형과 지원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 으로는 여교사와 남교사 모두 민주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민주형에 이어 여교사는 타 형을, 남교사는 제형을 많이 사용하고, 이어서 남

교사와 여교사 모두 충형, 지원형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련성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훈

육유형이 민주형일 때는 유의도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51세 이상의 교사가 가장 민주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1-50세, 3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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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I) 연령별(J) 평균차(I-J) 평균오차 p
민주형 31-40세

30세 이하
41-50세
51세 이상

-.77
-1.17
-3.07

.69

.69

.94
.74
.41
.01

지원형 31-40세
30세 이하
41-50세
51세 이상

-.37
-1.08
-1.85

.46

.46

.63
.88
.14
.03

* 여백 계상,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분만 나타내었음.

<표 8>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사후검증*

31-40세 순으로 민주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의 훈육유형이 지원형일 때도 유의도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1세 이상의 교사가 가장 지원형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1-50세, 30세 이하, 31-40세 순으로 지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련성에 있어서 교사의 연령 간의 차이를 좀 더 정확하

게 알아보기 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이를 통해, 교사의 훈

육유형이 민주형일 때에 교사의 연령이 31-40세와 51세 이상 간에는 유의도 .05 수 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고, 교사의 훈육유형이 지원형일 때에도 교사의 연령이 31-40세와 51세 이상 

간에는 유의도 .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연령별 평균 수를 바탕으로 훈육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30세 이하의 교사는 

민주형(45.68), 타 형(32.10), 제형(31.36), 충형(23.21), 지원형(21.55)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1-40세의 교사는 민주형(44.90), 타 형(31.65), 제형(30.43), 

충형(22.05), 지원형(21.18)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41-50세의 

교사는 민주형(46.08), 타 형(32.06), 제형(31.41), 충형(22.69), 지원형(22.27)의 순으로 훈육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51세 이상의 교사는 민주형(47.97), 제형(32.58), 타

형(32.00), 충형(23.04), 지원형(23.04)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사의 연령은 51세 이상, 41-50세, 30세 이하, 31-40세 순으로 

민주형과 지원형을 유의한 차이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51세 이상의 교사

들만 민주형, 제형, 타 형, 출형  지원형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연령의 교사들은 모두 민주형, 타 형, 제형, 충형, 지원형의 순으로 훈육유

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사의 교직경력과 훈육유형

교사의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련성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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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유형 경력별 N M SD F

민주형
5년 이하 113 45.38 5.49

2.64*6-15년 133 45.08 5.68
16-25년 127 45.86 5.88
26년 이상 60 47.48 5.63

절충형
5년 이하 113 23.43 6.65

1.496-15년 133 21.59 7.58
16-25년 127 22.88 7.51
26년 이상 60 23.23 7.95

전제형
5년 이하 113 31.50 4.56

2.84*6-15년 133 30.21 5.21
16-25년 127 31.40 4.95
26년 이상 60 32.23 4.94

타협형
5년 이하 113 32.38 4.55

1.086-15년 133 31.55 4.62
16-25년 127 31.60 5.12
26년 이상 60 32.53 5.31

지원형
5년 이하 113 21.53 3.85

3.02*6-15년 133 21.10 3.71
16-25년 127 22.20 4.00
26년 이상 60 22.63 3.69

N=433, *p<.05

<표 9> 교사의 교직경력과 훈육유형

의 훈육유형이 민주형일 때는 유의도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이 26년 이상의 교사가 가장 민주형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6-25년, 5

년 이하, 6-15년 순으로 민주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의 훈육유형이 제형일 때

에 유의도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이 26년 이상

의 교사가 가장 제 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년 이하, 16-25년, 6-15년 순으로 

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의 훈육유형이 지원형일 때도 유의도 p<.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직경력이 26년 이상의 교사가 가장 지원형인 것

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6-25년, 5년 이하, 6-15년 순으로 지원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사의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련성에 있어서 교사의 교직경력 간의 차이를 좀 더 정

확하게 알아보기 해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교사의 교직경력별 평균 수를 바탕으로 훈육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교직경력이 5

년 이하의 교사는 민주형(45.38), 타 형(32.38), 제형(31.50), 충형(23.40), 지원형(21.53)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직경력이 6-15년의 교사는 민주형

(45.08), 타 형(31.55), 제형(30.21), 충형(21.59), 지원형(21.10)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



116  아시아교육연구 7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직경력이 16-25년의 교사는 민주형(45.86), 타 형(31.60), 제

형(31.40), 충형(22.88), 지원형(22.20)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직경력이 26년 이상의 교사는 민주형(47.48), 타 형(32.53), 제형(32.23), 충형(23.23), 지

원형(22.63)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직경력이 26년 이상, 16-25년, 5년 이하, 6-15년 순으

로 민주형과 지원형을 유의한 차이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교사들은 교직

경력에 차이 없이, 민주형, 타 형, 제형, 충형, 지원형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론에서 밝 진 교사의 특성(성, 연령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련성에 한 주요 결

과를 바탕으로, 논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에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유의한 차이로 타 형과 지

원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교사와 남교사 모두 민주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민주형에 이어 여교사는 타 형을, 남교사는 제형을 많이 사용하고, 이어서 남

교사와 여교사 모두 충형, 지원형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교사의 성에 따라 모든 훈육유형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

지만, Onwuegbuzie 등(2000)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을 알려 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제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inor 등(2000)의 연구  

Martin과 Yin(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다. 이 듯, 교사의 성과 훈육유형의 계는 연

구에 따라 공통 과 차이 이 나타난다는 을 알 수 있으므로, 구체 으로 어떤 차이에 의

해 연구결과가 달리 나타나는가에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계에서 교사의 연령이 51세 이상, 41-50세, 30세 이하, 

31-40세 순으로 민주형과 지원형을 유의한 차이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Martin과 Shoho(2000)의 연구  Onwuegbuzie 등(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

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통제 심이 된다는 결과와 달리, 오히려 연령이 최고로 많은 교사들

이 다른 연령의 교사들보다 민주형과 지원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을 알려 다. 한, 51세 

이상의 교사들은 민주형, 제형, 타 형, 출형  지원형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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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연령의 교사들은 모두 민주형, 타 형, 제형, 충형, 지원형의 순으로 훈육유형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형과 타 형의 순서만 다를 뿐 교사의 연령에 상 없이 비

슷한 훈육유형을 사용한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특히 그 이유가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다른 나라의 교직문화와 우리나라의 교직문

화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인지, 즉 문화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이와 비슷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셋째,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계에서 교사의 교직경력이 26년 이상, 16-25년, 5년 이하, 

6-15년 순으로 민주형과 지원형을 유의한 차이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결과는 Martin과 Shoho(2000)의 연구  Onwuegbuzie 등(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

의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통제 심이 된다는 결과와 달리, 오히려 교직경력이 최고로 높은 

교사들이 다른 연령의 교사들보다 민주형과 지원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을 알려 다. 한, 

교사들은 교직경력에 상 없이, 민주형, 타 형, 제형, 충형, 지원형의 순으로 훈육유형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Laut(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교직경력이 가운데에 있

는 교사가 통제 심이 된다는 결과와도 다르다는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의 교사의 연령과 훈육유형의 계와 마찬가지로, 국외문헌에서 인용한 선행연구와 다른 결

과이므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학

부모들의 교육에 한 심과 교육열이 높은 문화에서는 등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이 높

아도 권 으로 학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유형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넷째, 지원형은 학생들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설득, 화, 헌신, 도움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

하는 훈육유형이고,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효과가 있는 훈육유형이기 때문에 일반 으로 

교사들에게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성, 연령  교직경력과 

훈육유형의 련성에서 반 으로 지원형이 가장 게 나타나는 훈육유형이라는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선 (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학교 장의 많은 교사들

이 학생들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생에게 도움을 주거나 화하려 하거나 설득하려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교사들이 일반 으로 강조하는 사항, 즉 

교사의 잡무 과다로 인한 시간부족, 교사들에 한 사회  불신으로 인한 교사들의 사기

하, 교사들에 한 학생들의 무례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와 련된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학교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해서는 학생들을 가

르치는 지 에 있는 교사들이 먼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

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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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discipline style

2)Kim, Dal Hy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ctu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characteristics and discipline style. To accomplish this purpose, 600 teachers of 21 elementary 

schools were sampled. As a tool of investigation, questionnaires about teacher's discipline 

style and discipline effectiveness had made by researcher of this study were used. And as 

processing of data, factor analysis and one-way ANOVA, Scheffe-test, and t-test were us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When the judgers were teachers themselves, teacher's discipline style was actually identified 

as five, in other words, democratic, compromiser, supporter, autocracy, and mixer.

And in the relation between teacher's sexes, ages, and careers and teacher's discipline style, 

female teachers used discipline style of supporter and compromiser more than male teachers. 

And teachers who have much ages and careers used discipline style of democratic and 

supporter.

Key words: discipline, discipline style, teacher' character, misbehavior.

*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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