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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와 학생 지도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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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 연구는 초등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를 밝히려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1)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의
차이, 2) 학교규모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3) 학교풍토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
도관의 비교, 4)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1) 대규모 학교일수록 폐쇄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어 학교 경영의
경직화가 초래되고 있다. 2) 소규모 학교보다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더 보호 감
독적인 지도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규모는 학교풍토 및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 다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학교 규모와 학교풍토간의 상호작용이 교사의 학생 지
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장의 행정적 행위가 개방적일 때 교사의 학
생 지도관은 더욱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학교
규모의 적정화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Ⅰ. 서론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
어 국가 차원에서의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
가오는 미래의 환경 변화가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진전되면서 학교 교육의 변화 양상
은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인 ‘시키고 받는’ 타율적인 교육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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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율적인 학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의 해소
방안과 동시에 도․농간의 학교 규모의 적정화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대규모 학교 현상과 농․어촌에서의 학교 축소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편향된 학교 규모는 재정의 비효율화, 관료적인 행
정체제, 비민주적인 학교 경영 등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한다. 이
러한 학교 경영의 비효율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의 물리적 환경인 학교 규모(school size)가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학교 규모가 조직 구성원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심리학적 측면에서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점차 논의되고 있다.(공은배외,1984: 유윤석,1987: 노
민구,1989: 유낙주,1995) 한편,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간의 인간관계와 환
경지각에 의해 조직 나름대로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갖는 학교풍토가 형성된다는
연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학교 규모별 과업 수행 과정에서 교사, 교감, 교장
간에 어떠한 형태의 풍토가 바람직한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사가 학생을 적절히 지도․통제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
간으로 사회화 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 지도관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
변인을 교사의 개인적 혹은 인성적 차원과 학교의 조직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참여에 관한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학교 조직
은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생활지도에 관련된 학생 관리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Hoy와 Miskel, 2001) 이에 일선 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학교풍토와
학생 지도관은 학교규모를 적정화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
교 규모에 따라 교사, 교감, 교장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학교 특유의 풍토가 형성되
며, 나아가 이 풍토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단위 학교에서의 중요한
연구과제는 적정 수준의 학교 규모에서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풍토와 학생 지도관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1) 학교 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의 차이, 2) 학
교 규모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3) 학교풍토에 따라 교사의 학생 지도관

- 104 -

박영만․김희규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와 학생 지도관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비교, 4) 학교 규모에 따른 학교풍토과 교사의 학생 지도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 규모
조직의 규모는 조직의 외부적 발생 요인으로서 기술 및 환경 등과 함께 조직 형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산업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학교규
모는 대규모화․과밀화되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규모는 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축소되
어 왔다.
공은배(1985)는 학교규모가 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의 학업성취나 정의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미하고, 조직
규모에 관한 개념정의도 다양하다. 학교규모에 관련된 연구물은 대부분 조직 구성원
의 직무 만족, 사기, 생산성, 응집성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규모 조직은 소규모 조
직에 비해 다른 통제 구조를 갖는다고 하였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와 생산
성은 낮아지고 결근율, 이직율, 사고율은 높아진다. 반대로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원들
의 사기와 생산성은 높아지고 결근율, 이직율, 사고율은 낮아진다. 그러나 Meltzer와
Salter은 조직규모와 생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만족감은 중간 크기의 규모
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높다고 하였다.(오석홍, 1984)
조직이론에서 조직규모의 판단기준, 즉 판단의 지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판단
지표로서 조직 구성원의 수가 있고, 경제적 차원의 판단지표로서 그 조직의 전체 자산이
나 매출액, 혹은 판매고 등을 들 수 있다.(Draft와 Steers, 1986) 이 두가 지표 중에 조
직구조 연구와 관련된 규모판단의 지표는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수이다.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수는 다른 규모 판단의 지표들과 서로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증가는 조직 구조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Pugh(1969)는 조직 규모를 고용원의 수, 순자산, 모조직(parent organization)의 3가
지 측면에서 구분하고, Kimberly(1976)는 조직의 구성원, 조직의 투입이나 산출, 조직
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Child(1973)는 조직 규모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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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기준으로 전체 비고용인의 수, 운영 장소의 수, 매출고 등의 지표로 보며 이
지표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끝에 피고용인의 수를 조직 규모로 삼아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직 규모의 분류 기준을 ‘종업원의 수’로 파악하고
있기에 학교규모의 분류 기준도 ‘학교 구성원의 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수에 따라 학교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학
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교사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Chase(1951)는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좋고 약 20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Hodge와
Johnson(1970)은 조직의 의사결정 시 조직 구성원이 10-20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결정을 지도자 혼자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국의 경우 학생수가 700-800정도가 적절한 학교규
모로 암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김윤태(1984)는
12-27학급을 적정 규모라 하였으며, 김세기(1996)는 적정 학교규모를 18-24학급으로
보았으며, 또한 공은배(1985)는 초등학교의 적정 규모는 750-1250명으로 설정하고 이
를 학급수로 환산하면 16-26학급으로 보았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1985)의 자료에 의
하면 36학급을 대규모 학교로 12학급 이하를 소규모 학교로 설정하였다. 학급 수에
따라 학교규모를 대규모 학교, 적정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로 구분하고 있지만 학교규
모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일치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조직 연구와 관련된 학교규모의 지표도 조직 구성원의 수, 곧 전교 학
생수로 나타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다른 조직과는 달리 일정한 인
원수를 기준으로 학급이라는 하위조직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전교 학생 수 대신에 학
교규모를 보다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학급 수이다. 물론 초등학교
의 경우는 지역간에 학급인원의 편차가 있지만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학급
당 인원수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학급수가 학교규모 판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규모에 대한 大, 中, 小 규모 학교의 구분이 법령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6학급이하, 50인
이하로 규정한 학교 급별 학급당 학생수의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교육감이 자체 학생
수용계획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33 조에서
는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을 정하여 보직 교사는 11 학급 이하 2 인, 17 학급 이
하 4 인, 35 학급 이하 6인, 36 학급 이상은 12 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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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학교규모를 한 학교의 학급 수로 정의하고 학급 수를 학교규모 판단
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즉 관련문헌과 관계법규를 준거로 소규모 학교(S)는 12 학급
이하, 중간규모 학교(M)는 13 학급-35 학급, 대규모 학교(L)는 36 학급 이상으로 설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2. 학교 풍토
학교풍토(School Climate)는 학교조직의 일반적인 환경 또는 분위기에 대한 교사들
의 인식이며(Hoy와 Mikel, 2001) 학교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인식
(Ashforth, 1985)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풍토는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가지는 그
학교 고유의 개성이며, 학교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원인 교장, 교
감, 교사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의 심리적 분위기를 말한다. 따라서 학
교풍토는 학교를 구별해주는 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간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학교풍토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Halpin과 Croft(1963)가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사 그
리고 교사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64 개 문항의 ‘조직풍토기
술질문지(Organizational Climate Description Questionnaire, OCDQ)’를 제작하고 부터
였다. 이들은 처음 만들어진 OCDQ를 71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교사집단의 행동적 특징을 장애성, 친밀성, 일탈성, 사기
등 4가지 하위 요인 군으로 범주화하고, 교장의 행동적 특징을 생산적, 냉담성, 배려,
추진성 등의 4가지로 범주화 한 후, 교장과 교사 집단의 이러한 행동적 특징들이 상
호 작용하여 단위 학교의 독특한 학교풍토, 말하자면 개방, 자율, 통제, 친밀, 친권, 폐
쇄의 6가지 풍토를 형성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최초의 OCDQ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학교 수준별 풍
토의 연구가 요구되면서, 초등학교용 풍토척도(OCDQ-RE)를 제작하였고, Kottkamp,
Mulhern, Hoy(1987)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풍토척도(OCDQ-RS)를 제작하였다.
가장 최근 Hoy, Tarter, Kottkamp(1991)는 초등학교용 질문지(OCDQ-RE)를 수정 개
발하였다. 이 척도의 제작자들은 교사에 대한 교장의 행정적 행동을 지원적, 지시적,
제한적 행동 등 3가지 하위 요인 군으로 범주화하고, 교사들의 상호 교류적 행동을
집단적, 친밀적, 일탈적 행동 등의 3가지 하위 요인 군으로 범주화하여 이들 6 가지
하위 요인 군들이 상호 작용하여 학교의 전체적인 풍토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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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교장의 행동과 교사들의 행동을 각각 그 개방성의 정도에 따
라 개방과 폐쇄로 양분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결합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과 교사들
의 행동이 모두 개방적인 개방풍토, 교장의 행동은 폐쇄적이지만 교사들의 행동은 개
방적인 몰입풍토, 교장의 행동은 개방적이지만 교사들의 행동은 폐쇄적인 일탈풍토,
그리고 교장과 교사들의 행동은 개방적인 폐쇄풍토의 4가지 학교풍토 유형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개방풍토의 학교는 교장이 교사들을 잘 도와주고 친절하며 직무수행에서 교사가 독
립적 그리고 전문적 판단을 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관료적 요구나 부담을
주지 않는다. 교장의 이러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교사들은 또한 개방적이어서 서로
친밀하고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에 대해서도 헌신적이고 잘 도와주며
관대하다. 폐쇄풍토의 학교는 개방풍토의 교장, 교사들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적
특징을 보이는 학교이다. 몰입풍토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서로 협동하여 목적을 달성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학생들에게도 헌신적인데 반하여, 교장은 이런 교사들을 지
원하지 않고, 감시하며 관료적 직무에서 생겨나는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도 않
는다. 반대로 일탈풍토의 학교장은 교사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잡무를 되도록 줄이려
고 노력하지만, 교사들은 교장이나 동료교사들에게 무관심하고, 학생들에게 열의를 보
이지 않으며, 업무처리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학교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OCDQ가 제작된 이래, 많은 연구들은 학교풍토
와 관련이 있는 다른 학교변인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Davis(1975)은 조직 규모가 커
질수록 통제와 위계를 강조하여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대면적 접촉이 줄어들어 폐쇄적
인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응집력이
강하고 개방적인 풍토가 조성된다고 하였다.(권기욱, 1985)
이와 같이 학교규모가 증가할수록 교직원간의 인간관계는 나빠지며 폐쇄적인 풍토
를 형성하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구성원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으로 개방적 풍토가 형
성된다는 것은 학교규모와 학교풍토간에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도 있다.
Appleberry와 Hoy(1969)의 연구는 학교풍토가 개방적일수록 교사들의 학생 지도관은
더욱 인본주의형으로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Day(1973)는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개방적 학교풍토와 폐쇄적 학교풍토 사이에는 교사의 학생 지도관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inojosa(1974)의 연구결과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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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학생 지도관
학생지도가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주제인 동
시에 또한 지배적 동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 이래, Willower, Eidell, Hoy(1973)는 한
조직으로서의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학생통제 유형을 설명하고 탐색하였다. 특히 이
들은 학생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생 지도관(Pupil Control
Ideology)을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Willower와

동료들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Gilbert와

Levinson(1957)의 연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정신병원의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
도를 통제 이데올로기로 파악하고, 이것을 ‘보호감독형’과 ‘인본주의형’으로 구분한
Gilbert와 Levinson의 모형을 학교 상황에 적용하여, Willower와 동료들은 학생 지도
에 대하여 교사가 지니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신념을 ‘보호감독형’과 ‘인본주의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학생지도에서 ‘보호감독
형’의 교사는 학생들의 통제와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학생들이 책임감이 없는 존재이
기 때문에 훈육의 대상이라고 보며, 학생을 대할 때는 인정에 얽매이지 않는 교사의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권위행사가 필요하며, 또한 학생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감독형’의 교사는 학생을 오로지 도덕적 관점에서 파악하
고, 학교를 전제적 조직으로 간주한다.
다른 한편, ‘인본주의형’ 학생 지도관을 지배적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교사는 학생
과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학생들의 행동을 윤
리적 도덕적 관점에서보다는 심리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학생들은 자기규제나 자기결
정을 통해 자기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존재라는 신념을 가진 인본주의적 교
사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개인적 또는 인간적이어야 한다고 보고, 학급 분위기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교사의 학생 지도관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Willower와 동료들(1973)이 학
생 지도관 척도(Pupil Control Ideology Form, PCI)를 제작한 이래, 교사의 학생 지도
관을 형성하는 원인변인 혹은 관련변인을 교사의 개인적 또는 인성적 차원과 학교의 조
직적 차원에서 찾아보려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 관련이 있는 인성적 특징으로 교사의 통제소재, 독단적 태도, 전통주의, 진취적
인 태도, 냉담성, 불안, 직무만족 등의 요인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교사의 통제
소재, 체벌에 대한 태도, 비공식 집단의 학생 지도관에 대한 인식, 전통적 가족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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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 정도 등의 변인들은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인 반면, 교사
의 온정적 태도, 학생권리에 대한 인지 정도,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은 교
사의 학생 지도관과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
다.(Packard, 198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언제나 일관된 결과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
니다. 더욱이 연구자에 따라 그 상관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어서, 교사의 학
생 지도관과 인성요인간의 관계는 아직도 불확실하다.(Leppert와 Hoy, 1972)
교사의 학생 지도관이 학교의 조직적 차원의 특징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규
명하려는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조직 차원의 특징으로
보통 학교풍토, 학교수준, 학교규모와 위치,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 또는 인종, 학교
가 위한 지역사회의 인구밀도, 학교의 환경에 대하여 교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 등
을 들고 있다. 예컨데, Docking(1985)의 연구는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에서, 그리고
소규모 학교보다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더 보호 감독적인 학생 지도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교사의 경력에 따라 부임 초에는 인도적인 성향의 학생 지도관을 보이
다가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 보호 감독적인 성향으로 변하고, 그리고 경력이 더 쌓이
게

되면

다시

인도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Hoy와

Jalovick,1979), 교사의 실제적인 학생통제 형태(pupil control behavior)와 학생 지도관
관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Templin, 1978; Lunenberg,1991), 그리고 교사의 체벌이나
정학 처벌을 받은 학생의 수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Bogacki,1981; Horowitz, 1980) 등이 있다.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물도 드물지만 찾아 볼 수 있다. 최현특
(1988)은 학생통제에서 보호 감독적인 경향을 보이는 교사들은 학생생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임성택(1993)은 교사의 효능감과 학
생 지도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조남근(1991)과 성기훈(1993)은 학교조직의 풍토
또는 조직의 구조변인과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의 관계, 그리고 교사의 학생통제 형태
와 학생의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락주(1995)의 연구도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배은
주(1993)는 교사가 어떤 규범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문화기술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관은 교사 개인의 인성적 차원보다는 학교 조직적 차
원에서의 학교규모와 환경적 풍토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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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천 지역에 소재 한 초등학교 20개교 교사 450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다. 질문지를 배부하여 412매를 회수(91%)하였으며, 그 중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9매를 제외하고 403매를 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1>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별

小(S)
12학급 이하

中(M)
13-35학급

大(L)
36학급 이상

계

초등학교

9

6

5

20

인 원 수

71

155

177

403

회수율(%)

95.5

90.7

84.9

90.36

학 교

2. 측정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학교풍토는 OCDQ-RE를, 그리고 교
사의 학생 지도관은 PCI 척도를 각각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교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OCDQ-RE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장과 교
사,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교사간에 일어날 수 있는 42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각 사항에 대하여 교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응하면 1점, ‘가끔 발생하면’ 2
점, ‘자주 발생하면’ 3점, 그리고 ‘매우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하면 4점을 부여하는 방
식으로 채점하도록 제작하였다. OCDQ-RE의 42개 문항은 6개의 하위 요인군, 즉 교
장의 지원적 행동을 평가하는 9개, 지시적 행동을 판단하는 문항 9개, 제한적 행동에
5개 문항, 그리고 교사의 단체적 행동을 알아보는 문항 8개, 친밀적 행동을 진단하는
문항 7개, 일탈적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 4개로 구성되어 있다.
OCDQ-RE의 매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의 풍토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OCDQRE의 6개 하위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요인별로 합산하여 점수 화 한 다음,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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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요인별 점수들을 평균 500점에 표준편차 100점인 표준점수로 전환하도록 되
어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풍토를 유형화하는 기준이 되는 교장의 개방성과 교사의
개방성 점수는 이렇게 표준화된 각 요인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교장의 개방성=<지원적 행동 점수+(1000-지시적 행동 점수)+
(1000-제한적 행동 점수)>/3
교사의 개방성=<단체적 행동 점수+친밀적 행동 점수+
(1000-일탈적 행동 점수)>/3
이와 같은 방정식에 의해 산출된 교장의 개방성과 교사의 개방성 점수를 이용하여
Hoy와 동료들(1996)은 교장과 교사의 개방성이 모두 평균(500점)보다 1표준편차(100
점)높은 학교의 풍토를 개방적인 것으로, 교장과 교사의 개방성이 모두 평균(500점)보
다 1표준편차(100점) 낮은 학교의 풍토를 폐쇄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별 초등학교 각각의 교장의 개방성과 교사의 개방성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연구대상 학교들 전체의 교장 개방성 점수의 평균(500점)
과 표준편차(100점), 교사 개방성 점수의 평균(500점)과 표준편차(90점)를 기준으로 하
여 연구대상 학교의 풍토를 구분하였다. 즉 교장의 개방성 점수와 교사의 개방성 점
수가 각각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600, 590) 학교를 개방풍토의 학교로, 그리고 평
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400, 410) 학교를 폐쇄풍토의 학교로 구분하고, 이를 OCDQRE의 분석 단위와 동일하게 개별 교사가 아닌 개별 학교를 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
PCI 척도는 학생통제와 관련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교사들이 동감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5단계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각 문항에 대해 교사가 ‘전혀 동감하지 않으면’ 1점, ‘동감하지 않으며’ 2점, ‘모르
면’ 3점, ‘동감하면’ 4점, ‘전체적으로 동감하면’ 5점을 부여한다. 그리하여 한 교사의
PCI 점수는 20개 문항 각각에 대해 반응 점수의 총합이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PCI 점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PCI 점수
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학생통제에서 보호감독적인 성향을 지닌 교사로 보고, 반대로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 교사는 인본적인 성향의 학생 지도관을 가진 교사로
판단하였다. Willower, Eidell, Hoy(1973)에 의하면, 이 척도의 반분 신뢰도 계수는 .95
였으며, 이 연구에서 PCI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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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이 연구는 1)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의 차이, 2) 학교규모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3) 학교풍토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비교, 4)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변인과 교사의 학생 지도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
한 연구목적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의 차이
학교규모에 따라 OCDQ-RE로 측정한 학교풍토간의 차이 검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폐쇄적인 학교풍토에서만 대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간에 5% 수준에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보다 더 폐쇄적인 풍토를 보
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통제와 위계를 강조하여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대면적 접촉이
줄어들어 폐쇄적인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한 Davis(1975)의 연구와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규모가 작을수록 응집력이 강하고 개방적인 풍토가 조성된다고 한 권기욱
(1985)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인천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일반적인 연구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학교규모별 학교풍토 변인의 차이
풍토유형

규 모

N

M

SD

F

개방풍토

小(S)
中(M)
大(L)

71
155
177

2.12
2.07
2.06

.52
.55
.56

1.26

폐쇄풍토

小(S)
中(M)
大(L)

71
155
177

2.34
2.46
2.57

.43
.44
.39

4.5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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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규모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교사의 학생 지도관은 학교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검증 결과는 <표 3>
과 같다. 교사의 보호 감독적인 지도관은 대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간에 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소규모 학교에 근
무하는 교사보다 보다 더 학생들의 통제와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규모에 따라 소규모 학교보다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더 보호감독적인
학생 지도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Docking(198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교사의 학생 지도관에는 학교조직 차원과 교사 개개인의 인성적 차원이 동시에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볼 수 있다.
<표 3> 학교규모별 전체 학생 지도관의 차이
지도유형

규 모

N

M

SD

F

인본주의형

小(S)
中(M)
大(L)

71
155
177

2.07
2.05
2.04

.38
.34
.36

2.08

보호감독형

小(S)
中(M)
大(L)

71
155
177

2.13
2.12
2.24

.33
.34
.30

5.72

**

* p<.05
** p<.01

3. 학교풍토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학교풍토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비교는 교장의 행정적 행동과 교사의 집단
적 행동을 고려하여 학교 전체 풍토를 개방과 폐쇄풍토로 구분하여 교사들의 PCI 점
수를 비교하였다. 학교풍토를 형성하는 교장의 행정적 행동과 교사들의 집단적 상호
작용 행동 가운데 어떠한 차원이 더 교사의 학생 지도관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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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풍토에 따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풍토유형

N

M

SD

개방풍토

3개교(76명)

60.12

7.12

폐쇄 풍토

4개교(83명)

61.49

8.67

t
1.08

우선 교장의 행동과 교사의 행동의 개방성 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개방 학교풍토와
폐쇄 학교풍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 지도관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와 같이 교사들은 학교풍토에 관계없이 유사한 학생 지도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개방적인 학교풍토일수록 교사의 학생 지도관이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표 5> 교장․교사의 행동에 따른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풍 토 유 형

N

M

SD

교장행동의 개방성

5개교(146명)

62.09

7.35

교장행동의 폐쇄성

6개교(175명)

63.78

7.76

교사행동의 개방성

5개교(184명)

62.43

7.54

교사행동의 폐쇄성

6개교(167명)

62.01

8.42

t
**

3.57

1.04
**p<.01
교장의 행정적 행동만으로 학교풍토를 개방 및 폐쇄풍토로 나누어 교사의 PCI 점수
를 비교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교장이 개방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학교풍토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장이 폐쇄적인 행
정행위를 하는 학교풍토에 근무하는 교사들보다 더욱 인본주의적인 학생 지도관을 보
이고 있다.
또한 교사의 행동만으로 학교풍토를 개방 및 폐쇄풍토로 나누어 교사의 PCI 점수를
비교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풍토의 분류방식에 관계없이 폐쇄풍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는 개방풍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더 인본주의적인 성향의 학생 지도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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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간의 관계
학교규모별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과의 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대규모 학교에서는 폐쇄풍토의 유형별로 학생 지도관의 평균점수
가 각각 3.38과 3.21로 폐쇄풍토에서보다 개방풍토에서 더 높았으며 그 유의정도는
<표 6> 학교규모별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의 차이
규 모

풍토유형

N

M

SD

t

小(S)

개방풍토
폐쇄풍토

31
40

3.27
3.20

0.34
0.35

1.56

中(M)

개방풍토
폐쇄풍토

76
79

3.26
3.15

0.25
0.37

1.87

大(L)

개방풍토
폐쇄풍토

82
95

3.38
3.21

0.27
0.28

2.30*

*p<.05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교풍토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학생 지도관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중규모 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소․중규모 학교에서는 학교풍토가 학생 지도관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이면서 개방풍토일 때 PCI 점수는 높게 나타나며, 중규모이면서
폐쇄풍토일 때 PCI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학교→폐쇄풍토→보호
감독적으로 되고, 소규모 학교→개방풍토→인본주의적 지도 성향이라는 견해에 비추
어 보았을 때 대규모 학교에서도 개방적 풍토가 조성되면 교사의 학생 지도관도 인본
주적인 지도 성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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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규모가 학교풍토와 교사의 학생 지도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연구이다. 학교규모는 학교경영 및 교수 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조직 차원 및 구성원 개개
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조직의 일반적인
성격 토대 위에서 학교규모에 따라 독특한 사회 심리적 풍토가 조성되지만 현재의 제
한된 교육체제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과 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학생지도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의 규모가 조직 차원의
풍토와 인성적 차원의 학생 지도관에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OCDQ-RE로 측정한 학교풍토간의 차이 검증의 결과 폐쇄적
인 학교풍토에서만 대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간에 5%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규모 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교보다 더 폐쇄적인 풍토를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학생 지도관은 학교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검증 결과
교사의 보호 감독적인 지도관은 대규모 학교와 다른 학교간에 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보다 더 학생들의 통제와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선 교장의 행동과 교사의 행동의 개방성 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개방 학교
풍토와 폐쇄 학교풍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 지도관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장의 행정적 행동만으로 학교풍토를 개방 및 폐쇄풍토로
나누어 교사의 PCI 점수를 비교한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교장이 개방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학교풍토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장이 폐쇄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학교풍토에 근무하는 교사들보다 더욱 인도적인 학생 지도관을 보이
고 있다.
넷째,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교풍토 유형에 따라 교사들의 학생 지도관은 달라진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중규모 학교에서는 학교풍토가 학생 지도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학교이면서 개방풍토일 때 PCI 점수는 높
게 나타나며, 중규모이면서 폐쇄풍토일 때 PCI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
규모 학교→폐쇄풍토→보호 감독적으로 되고, 소규모 학교→개방풍토→인본주의적 지
도 성향이라는 견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규모 학교에서도 개방적 풍토가 조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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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지도관도 인본주의적인 지도 성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특히 교장의 행정적
행위가 개방적일 때 교사의 학생 지도관은 더욱 인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교사들의 학생 지도관은 교사 개개인의 인성성향보다는
주로 학교풍토, 특히 교장의 행정적 행위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교풍토는 교사들의 상호 교류적 행동보다는 교장의 지도적 행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학교규모의 적
정화 연구와 동시에 학교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관료적 행정체제의 특수
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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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hool Climate and
Pupil Control Ideology with the School Size

Park, Young-Man
Kim, Hee-Kyu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chool climate and pupil control ideology by the school size in the elementary
school. For this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ly,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the school size and the school climate
type?(Classification of two school climate type: open climate/ closed climate)
Secondly, what relationship is there between school size and teacher's pupil
control ideology?(Classification of two pupil control ideology type: custodial
orientation/ humanistic orientation)
Thirdly,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the school climate and teacher's pupil
control ideology?
Fourdly, Secondly, what relationship is there between school size, the school
climate and teacher's pupil control ideology?
As the research method to resolve these issues of study, both the descriptive
study and the research study through the questionnaire method were used in
combination.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s a result of inquiring into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teacher's awareness of the school climate type with the school size, it was
shown that closed climate type of school climate according to the large size
of scho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perc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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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 was shown that the teacher's custodial orientation of PCI according to the
large size of scho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1 percent level.
3) The school climate and the degree teacher's pupil control ideology according
to the large size of schoo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perc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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