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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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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풍토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장공모제 적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사전⋅사후 비교”
와 교장공모제 적용학교와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를 비교하는 “제도 적용 여부 비교”, 그
리고 학교풍토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등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공모제를 적용한 이후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반학교에 비해 교장공모제를
적용한 학교의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 간
협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는 교사 간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변인, 즉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및 학교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장공모제는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및 학교만
족에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교장공모제, 학교풍토, 학교조직효과

Ⅰ. 서 론
교장공모제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제도
로, 개별 단위학교가 교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심
사과정을 거쳐 교장을 선발⋅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문찬수⋅김혜숙, 2011). 교장공모
제의 도입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현행 승진제도 문제점의 보완, 교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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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용방식의 다양화, 젊고 유능한 교장의 발탁, 단위학교의 요구 부응, 교장의 장기간
근무 보장을 통한 책무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박상완, 2010).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제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년간 6차례의 시범운영을 거
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9월부터는 교장 결원 학교의 50% 이상에 이 제
도가 적용됨으로써 이제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승진임용제도와 더불어 교장임용제도의
두 축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1년 현재 총 1,329개 학
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국⋅공립학교 수의 10% 내외를 차지
하는 비중이다(문찬수⋅김혜숙, 2011). 교장공모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교장자격증 없이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
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
방형, 그리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이 그것이다. 2010년부터 전면
적으로 확대⋅실시되는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는 초빙형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교장공모제가 초기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과연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장공모제의 긍정적 효과
로는 공모 교장의 직무수행 능력이 일반교장에 비해 높아 우수한 교장임용이라는 제도
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
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모 교장과의 의
사소통이 원활하다 등의 성과가 거론된다(나민주 외, 2009; 김갑성 외, 2010). 이와 달리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교장공모제 시행학교가 적다, 인사나 재정 면에서 공모 교장의 권
한과 자율성이 제한적이다, 가시적 성과 위주의 학교경영 등으로 인한 교직원의 불만이
높다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박상완, 2010). 또한 2010년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초
빙교장형 중심의 공모제는 교장공모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무효화 시키는 수준에 가
깝다는 평가도 있다(박상완, 2010; 백혜선⋅김성봉, 2010).
교장공모제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개인, 학교, 제도의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 개인 수준에서는 주로 공모 교장의 기본적 자질이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 변수로 설정하는 반면,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 조직의 전반적인
변화를, 그리고 제도 수준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 및 목적에 근거하여 성과를 평가하
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학교 수준의 변수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모 교장 개인의
우수한 자질과 역량이나 제도 수준의 여러 성과들은 최종적으로 단위학교의 변화로 이
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위학교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
체로 학교운영의 자율성⋅민주성⋅투명성, 학교장의 학교 변화 의지, 대외적 성과 향상
노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과 같이 주로 학교운영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장공모제
의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나민주 외, 2008; 김갑성 외, 2010).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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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새롭게 임용된 교
장이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지 그 변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시각을 달리하여 조직의 문화적 관점에서 학교조
직의 내적 특성인 학교풍토를 중심에 두고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
하다시피 긍정적인 학교풍토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동시에 학
교조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Hoy & Miskel, 2005). 이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직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
해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
다.
본 연구는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이후 학교풍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봄으로
써 조직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동일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실시 이전과 이후
를 비교해볼 때 학교풍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와 그
렇지 않은 일반학교의 학교풍토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가 학
교풍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장공모제
가. 추진배경
교장공모제는 경력중심의 승진제도를 보완하고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만
들어진 제도로서, 단위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정 과정을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승진제도는 승진 평정에 따라 교
장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시 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을 임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 여건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유능한 인사를 임용하기
어렵고, 학교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
어 왔다(교육혁신위원회, 2006).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교장 임기제 도입, 교
원 승진제 개선 등의 논의가 지속되었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는 학교장 임용
제도 다양화와 교원의 직급 및 승진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교장공모제가 제안되었
다. 2006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정책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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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혁신위원회, 2006).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범 운영 중
이던 교장초빙⋅공모제를 전환⋅통합하여 2007년 9월 교장공모제 1차 시범운영을 시작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제5차 시범운영이 시행된 이후, 2010년 1월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리 원인의 하나
로 비리유발형 교원인사제도 및 운영의 폐쇄성⋅불투명성을 들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공
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서 “초빙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내세웠다(백혜선⋅
김성봉, 2010). 교육과학기술부의『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에 따르면, 초빙교장형 공
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이상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직 등 교장결
원 예정 학교수 대비 50% 이상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에 428명, 2011
년에 375명을 초빙형 교장공모제로 임용하였다. 교장공모제의 추진과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장공모제 추진과정
시기

내용

2007. 05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

2007. 09

2007년 9월에 실시예정이던 ‘교장초빙⋅공모제 3차 시범운영’을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으로 전환⋅통합 / 제1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55명 임용)

2008. 03

제2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57명 임용)

2008. 09

제3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71명 임용)

2009. 03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108명 임용)

2009. 09

제5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101명 임용)

2009. 10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09. 11

일반학교 교장공모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2010. 03

제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실시(134명 임용)

2010. 03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초빙형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발표

2010. 04

교장공모제 확대실시계획 발표

2010. 09

초빙형 교장공모제 실시(428명 임용)

2010. 10

2011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 교장결원 예정학교의 50%를 공모방식으로 임용; 시⋅도 여건에 따라 10% 범위에
서 조정 가능

2011. 03

교장공모제 실시(375명 임용)

출처: 김갑성 외(2010) 및 문찬수⋅김혜숙(2011)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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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 및 절차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 법 제3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를 법적 근거로
하여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초빙교장 실시 관련 규정』 및 시⋅도교육청별 추
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시범운영의 경우 후보자의 지원 자격 유형에 따라 내부
형, 개방형, 초빙형 등 세 가지 유형1)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
상으로 한 초빙형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교장공모제의 실시 절차는 공모제 대상 학교 선정, 공고 및 서류접수, 심사절차, 교육
감 임용추천의 4가지 단계로 나뉜다. 공모범위는 전국단위이며, 1차 심사는 단위학교 학
교운영위원회가, 2차 심사는 교육청의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하며 교
육감에게 추천한 2인 중 최종 1명을 교과부장관에게 임용⋅추천하는 방식을 거친다. 공
모 교장은 4년 동안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2년마다 시⋅도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
원회에 의해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를 평가받는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단위학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공모제 대상학교를 지정⋅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공모제 대상학교를 가지정한 후 단위학교가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단위학교는 1차 심사 후 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사⋅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
로 심사하고 제출 서류의 표절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 선행연구 분석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제도에 대한 인
식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교장공모제가 시범 적용되기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교장 임용방식의 개선 및 다양화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였다(노종희, 2003; 교육혁신위원회, 2006; 이차영, 2006). 기존의
승진임용제도에서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가산점과 같은 승진요소들은 교장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판별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능력중심의 승진제도 도입’의 목적을 가진 교장공모제를 하나의 대
안으로 제시하면서, 교장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을 갖춘 적격자를 합리적인
1) 내부형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20년 이상(교육전문직 경력 포함)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개방형은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내부형과 개방형은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그 대상학교가 자율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초빙형은
일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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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노종희, 2003).
두 번째로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교장공모제가 시범 적용된
2007년 이후에 수행된 것으로, 교장공모제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인식 연구와 교장공모
제의 효과성을 개인, 학교, 제도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김이경 외
(2008)는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의
쟁점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공모제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 전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었고, 만족도 측면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이 강화되고, 우수한 교장이 추
천되었으며, 교장공모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즉 교장공모
제는 단위학교 구성원의 견해를 교장선발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요구에 민감하고
책무성을 가진 교장 발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나민주 외(2008)의 연구와 김갑성 외(2010)의 연구는 공모제의 효과성을 좀 더 다각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육청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교장의 직무수행 능력 및 학교조직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먼저 나민주 외(2008)의
연구는 동일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특성과 공모제 적용 이후의 특
성을 비교하는 ‘사전⋅사후 비교’와, 공모제를 적용한 학교의 특성과 공모제를 적용하지
않은 학교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는 ‘제도 적용 여부 비교’의 두 가지 방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비교’ 결과, 공모교장이 전임교장에 비해 더 높은 직무수행 수
준을 보였고 시범적용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었다.
‘제도 적용 여부 비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교장공모제 시범적
용 이후 해당 학교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김갑성 외(2010)는 교장공모제
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교특성 및 교장의 인성특성을 포함한 투입 변인, 학교장의
리더십 구현, 직무수행 능력, 학교변화의지, 학교 내 교원변화, 대외적 성과향상 노력,
교육공동체 신뢰구축 등을 포함한 과정 변인, 그리고 교사, 학부모, 교장 개인 차원의
만족도 및 변화인지를 포함한 효과 변인을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병행하여 제도의 성과를 다각도로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연구 결과 학부모와 교
원들은 제도 실시 후 학교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공모제의 유
형별로는 내부형 공모교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연구들이 제도의 효과를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다면, 김성천(2009)과 문
찬수⋅김혜숙(2011)은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학교의 교장 직무수행 수준 및 학교의 변화
를 질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학교 내⋅외부의 참여와 소통이 활성화되고 공
모 교장은 학교의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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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일어났다. 변화의 요인으로는 공모 교장 평가가 변화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한 점,
공모 교장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한 점, 4년 중심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
시하고 학교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처방을 제안한 점, 그리고 교사 간 합의를 통
해 비전을 공유하고 교장의 실천적 리더십과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형성되고 긍정적
인 효과를 만들어낸 점 등이 제시되었다(김성천, 2009; 문찬수⋅김혜숙, 2011).
제도적 수준에서 교장공모제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도 있었는데, 박상완(2010)은 교장
공모제의 취지와 운영 현황을 토대로 교장공모제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가 전체 국⋅공립학교의 5.5%에 불과하고 내부형과 개방
형보다는 초빙형이 더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장공모제의 시범 운영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과 내부형의 비율을 확
대하고 제도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
요하다고 연구자는 제언하였다. 또한 교장공모의 경쟁률을 높이기보다는 교장이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효과성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개인적 특성 및 직무수행 수준의 변화에 초점
을 둔 점, 학교경영의 민주성․자율성․투명성이나 대외적 성과향상 노력 등 학교 운영방식
의 변화에 주목한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새로운 방식에 따라 임용된 교장
을 중심에 두고 학교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는
조직의 문화적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행태나 신념을 나타내는 학교풍토를 중심으로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학교풍토
학교풍토는 한 학교를 다른 학교로부터 구분해 주고 각 학교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일련의 내적 특징이며(Hoy & Miskel, 2005), 구성원들 상호간의 인간관계에
의하여 조성되는 의식적⋅무의식적⋅심리적 유대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서울대교육
연구소, 1994). 단순히 말하여, 인성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풍토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Halpin & Croft, 1963), 학교풍토는 조직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조
직 효과성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풍토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Hoy & Miskel, 2005). 학교풍토를 분석했던 초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Halpin과 Croft(1963)는 학교장과 교사의 행동을 6가지 차원에서 측정하는 조직풍
토기술질문지(OCDQ)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조직을 개방적 학교와 폐쇄적 학교
로 분류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로 Hoy와 Feldman(1987)은, 건강한 조직은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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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원과 노력을 결집하면서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한다고 보고, 학교조직의 건강
성을 제도적 수준, 관리적 수준, 기술적 수준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
이 학교풍토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학교조직의 개방성, 건강성 등을 학교풍토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행동 특성이나 역동적 상호작용을
질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김성식 외, 2008)에서는 학교풍토를 학교의 사회

⋅심리적 환경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학교의 교직 풍토,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 및
교육 여건, 학교의 협력적 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의 교
직풍토로는 학교 교사들의 사기와 열의, 교사들의 성취 압력, 교사 효능감, 교사들의 만
족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 및 교육 여건으로는 학생의 일탈
행동수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협력적 문화로
는 교사 간 교수 관련 협의와 교육활동 관련 협력을 분석하였다(김성식 외, 2008). 이는
학교풍토를 좀 더 확대된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학교풍토는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 학교의 분위기, 학교의 특성 등
학교 구성원의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본 연구는 학교풍토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해 교
사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 혹은 신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교사
간 협력,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 만족 등 네 가지를 설정하였다.
먼저 교사 간 협력은 ‘상호간의 인식과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사로서의
서비스와 적응에 목적을 둔 전문 관계의 정립’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교사 간 협력은 교
사 간의 책임감, 지식, 자료 등을 서로 교환하면서 촉진될 수 있다(Lemlech &
Hertzog-Foliart, 1993, 정혜영, 2002에서 재인용). 교사 간 협력은 학교조직 내부에 불확
실성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복
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 학교구성원은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문제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다(Ham,
2011). 그러나 모든 교사는 평등하다는 전통적인 인식 때문에 교사들은 학교의 내⋅외적
자극 없이 교사 간 협력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학교조직에서의 신뢰를 연구했던 Hoy와 Kupersmith에 따르면, 신뢰는 학교조직의 특
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타인의 말, 약속, 구두 혹은 문서상의 진술이 믿을만한 것인가
에 대해 동료교사 집단이 가진 일반적인 기대’로 정의할 수 있다(Hoy & Kupersmith,
1984, 홍창남 외, 2010에서 재인용). 신뢰 연구는 신뢰의 주체가 교사인 경우와 학부모인
경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 연구는 신뢰가 학교 내 사회적
교환관계를 촉진하고, 교사의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학교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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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높여 준다는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Bryk와 Schneider(2002)가 진행한 교장-교
사 신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구성원 간 높은 신뢰는 교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을 줄여주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교사들은 혁
신적으로 행동하고 학교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한다. 즉 교장은 신뢰를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렇게 형성된 교장-교사의 신뢰는 효과적인 학교 운영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교사 효능감은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
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교사 자신의 신념이다(Tschannen-Moran, 2001).
교사 효능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교사 효능감은 교사들의 교실에서의 행동,
학급 경영에 대한 믿음, 학생의 학업성취, 학생의 성취목표 지향성, 학생의 자기효능감
등과 중요한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전체의 질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종호 외, 2007). 조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교사 효능감은 학교가
학생의 성취에 미치는 상이한 효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Hoy & Miskel, 2005).
마지막으로 교사의 학교 만족은 ‘학교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
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조직론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던 직무만족과는 다른
개념이다(김천기 외, 2009). 직무만족은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관련 욕구의 충족 정도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심리적 상태’인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
은 자신이 일하는 ‘조직’에 대한 만족과는 다른 것이다. 교사들이 학교에 대해 만족감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사의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학교에 대한 자부
심,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천기 외, 2009). 따라서 학교 만족은 교사들
이 자신의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 간 협력,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
등 네 가지 변수는 학교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일련의 신념 혹
은 내적 특성으로 광의의 개념인 학교풍토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학교장의 역할에 따라 이들 요인은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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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모형
본 연구는 두 가지 모형으로 교장공모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교
장공모제 도입에 따른 학교풍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나민주 외(2008)의 연구에서
실시했던 ‘사전⋅사후 비교’와 ‘제도 적용 여부 비교’를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전⋅사후 비교’는 동일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특성과 공모제 적
용 이후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고, ‘제도 적용 여부 비교’는 공모제를 적용한 학교의
특성과 공모제를 적용하지 않은 학교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는 것이다(나민주 외, 2008).
이와 같은 상호 비교를 통해 교장공모제 도입 이후 단위학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가 학교풍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
교풍토의 네 개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풍토에 대한 교
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개인적 특성
에 기인한 효과를 통제한 이후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종속변수로 학교풍
토의 변수인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 만족을 사용하였다. 설
명변수로는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를 설정하였는데,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의 경우 1
로, 도입하지 않은 일반학교의 경우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교사의 배경
변인인 교사의 성별, 직위, 교직경력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장공모제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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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중 2010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여 실행하였
던 16개 초등학교와 교장공모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시점에 새로운 교장이 임
용되었던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당 20명의 교사를 대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의 배포 및 수거는 2월초에서 2월말에 이루어졌다. 회
수된 설문지는 총 520부로 회수율은 81.25%이다. 문항별 결측치가 있는 경우, 해당 문항
만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의 <표 2>는 교사 배경변인별 표집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교사 배경변인별 표집 현황
구분
성별

직위

경력

배경변인

설문응답자
사례수(명)

남
여
기간제교사
교사
부장교사
교감
1년 - 5년미만
5년 – 15년 미만
15년 – 25년 미만
25년 이상

백분율(%)
87
414
2
362
120
10
42
150
144
149

16.7
79.6
0.4
69.6
23.1
1.9
8.1
34.6
27.7
28.7

3. 조사 도구
학교풍토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
교 만족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교사 간 협력, 교사 효능감 및 학교만족은 김성식 외
(2008)가 실시한 한국종단연구2005(Ⅳ)의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교장
에 대한 신뢰는 W. Hoy가 개발한 Omnibus T-Scale2) 중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를 측
정하는 항목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변수에 대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변수 모두 Cronbach’s alpha 계수가 .89 이상으로 측정 요인의 신뢰성이 확보
되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2) W. Hoy의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waynekho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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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문항의 구성, 신뢰도 및 측정도구
영역

학교
풍토

변인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교수관련 효능감
생활지도 효능감
학교만족

문항수
3
8

신뢰도(α)
.90
.90
.87
.88
.88
.89

5
4
7

측정 도구
김성식 외(2008)
Omnibus T-Scale

김성식 외(2008)

Ⅳ. 분석 결과
1. 상관 분석
아래의 <표 4>는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의 주요
변수인 교사 간 협력, 신뢰, 교사 효능감 및 학교 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0.4~0.6으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중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 변수와 학교 만족 변수간의 상관
관계는 .642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교사의 학교 만족은 교사 간의 협력이
나 교사의 효능감보다 학교의 최고 관리자인 교장에 대한 신뢰 정도와 더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공모여부

공모여부

1.00

성별

-.004

1.00

직위

.043

.218**

1.00

교직경력

.002

.012

-.358**

1.00

교사간 협력

.011

.024

.000

.058

1.00

-.076

-.069

.049

.421**

신뢰
효능감
학교만족
**

p<.01, ***p<.001

**

.251

**

.163

**

.131

성별

.042
-.023

직위

**

-.147

-.070

교직경력

교사간
협력

변수

**

.237

.081

**

.523

**

.568

신뢰

효능감

학교만족

1.00
**

1.00

**

.574**

.407
.642

1.00

교장공모제 효과 분석 : 학교풍토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451

2. 사전⋅사후 비교
사전⋅사후 비교 결과, 교사들은 교장공모제를 적용한 이후 학교풍토에 긍정적인 변
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교장에 대한 신뢰의 경우, 공모제 이전 4.29에서 공모제 이후 4.56
으로 타 변수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공모 교장이 교사들에게 더 높은 신
뢰를 받으며, 공모 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외에 교사 간 협력, 교사 효능감 및 학교 만족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교사들은 교
장공모제가 도입된 이후 미약하게나마 이들 변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교장공모제 적용 이전과 이후의 비교 결과
영역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

구분
공모제 이전
공모제 이후
공모제 이전
공모제 이후
공모제 이전
공모제 이후
공모제 이전
공모제 이후

사례수
259
259
258
257

평균

표준편차

4.40

.72115

4.45

.69066

4.29

.80680

4.56

.60161

4.43

.52950

4.50

.52055

4.28

.73767

4.34

.71795

t

유의확률

-1.986

.048

-6.294

.000

-4.152

.000

-2.318

.021

3. 제도 적용 여부 비교
<표 6>은 제도 적용 여부 비교 결과이다.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
감, 학교 만족 등 모든 영역에서 교장공모제 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평균이 높게 나타
났다. 다만, 교사 간 협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네 개
의 변수 중, 교장공모제 학교의 교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평균(4.55)을 보였으며
일반학교와의 평균 차이(0.42)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사전⋅사후 비교 결과와 마찬
가지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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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장공모제 적용학교와 미적용 일반학교의 비교 결과
영역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

구분
일반학교
공모학교
일반학교
공모학교
일반학교
공모학교
일반학교
공모학교

사례수
259
259
257
259

평균

표준편차

4.44

.61397

4.45

.69038

4.13

1.00457

4.55

.60196

4.32

.57607

4.50

.51849

4.15

.75580

4.34

.71554

t

유의확률

-.229

.819

-6.206

.000

-3.994

.000

-3.020

.003

4. 회귀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사후 비교 및 제도 적용 여부 비교 결과,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효과를 배제하고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평균의 차이가 과연 교
장공모제 적용 여부로 인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2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의 개인 배경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
는 ‘공모제 여부’ 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교장공모제 적용여부가 학교풍토에 미치는 순수
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가. 교사 간 협력
<표 7>은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가 교사 간 협력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
형 1은 교사의 배경 변인인 교사의 성별, 직위, 교직경력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이
며, 모형 2는 교사의 배경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가 교사 간 협
력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형 1에서 교사의 배경 변인은 교사 간
협력에 주는 효과가 없었으며, 배경 변인을 통제한 채 공모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서도 마찬가지로 교사 간 협력에 주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장공모
제 적용 여부는 교사 간 협력을 설명해 주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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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모제 여부가 교사 간 협력에 주는 효과
교사 간 협력

모형 1
비표준화계수

모형 2
표준오차

***

.245

성별

.070

직위
교직경력

절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

.246

.081

.071

.081

.017

.065

.016

.065

.051

.033

.051

.033

4.128

4.119

공모제 여부

.021

설명량(R²)

.007

.060
.007

***

p<.001

나. 교장에 대한 신뢰
<표 8>은 공모제 여부가 교장에 대한 신뢰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사의
배경변인을 투입한 모형 1의 경우, 교사의 성별, 직위, 교직경력은 교장에 대한 신뢰에
주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교사의 배경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공
모제 여부가 교장에 대한 신뢰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공모제 여부 변
수의 회귀계수 값은 .446으로 나타났으며, 교장에 대한 신뢰 분산의 6.8%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표 8> 공모제 여부가 교장에 대한 신뢰에 주는 효과
교장에 대한 신뢰

모형 1
비표준화계수

모형 2
표준오차

***

.324

성별

-.138

직위
교직경력

절편

표준오차

***

.315

.108

-.116

.104

-.075

.087

-.097

.084

.049

.044

.042

.042

***

.076

4.667

공모제 여부
설명량(R²)

비표준화계수
4.484

.446
.011

.079

***

p<.001

다. 교사 효능감
<표 9>는 공모제 여부가 교사 효능감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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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변인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교직경력의 회귀계수 값은 .1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배경변인을 통제한 후 공모제 여부의
효과를 분석한 모형 2에 따르면, 교사의 교직경력과 공모제 여부가 교사 효능감에 효과
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효능감 분산의 3.3%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공모제 여부 및 교직경력의 회귀계수 값은 각각 .194와 .130로 나타나 교사 효
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모제 여부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교직경력은 여전히 교사 효능감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공모제 여부와
상관없이 교직경력은 교사 효능감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공모제 여부가 교사 효능감에 주는 효과
교사 효능감
절편

모형 1
비표준화계수
***

4.101

모형 2
표준오차
.198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

4.021

.195

성별

.100

.065

.111

.064

직위

-.088

.053

-.098

.052

***

.026

***

.026

***

.047

교직경력

.133

공모제 여부
설명량(R²)

.130
.194

.081

.114

***

p<.001

라. 학교만족
<표 10>은 공모제 적용 여부가 교사의 학교만족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
형 1의 분석 결과, 교사의 배경 변인은 교사의 학교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공모제
여부를 투입한 모형 2의 분석 결과 공모제 여부는 p<0.01 수준에서 학교만족에 유의미
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제 여부 변수 값이 1점 높아질 때 학교만족 점수
는 0.192점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교사의 배경변인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학교
만족 분산의 1.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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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모제 여부가 교사의 학교만족에 주는 효과
학교만족

모형 1
비표준화계수

모형 2
표준오차

***

.281

성별

-.014

직위
교직경력

절편

표준오차
.280

.093

-.004

.093

-.062

.075

-.072

.074

.061

.038

.058

.038

4.190

**

공모제 여부
설명량(R²)

비표준화계수
***

4.269

.192
.011

.068
.027

**

p<.01, ***p<.001

Ⅴ. 논 의
사전⋅사후 비교에서는 학교풍토의 네 가지 변수인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제도 적용 여부 비교에서는 교
사 간 협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교사의
배경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교장공모제의 적용 여부가 학교풍토에 주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는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에 의미 있는
효과를 주었으나 교사 간 협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
으로,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족 등 네 가지 변수에 대한
값이 5점 만점에 4점대 초반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학년 교사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교장과 교사간의 높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초등학교
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을 다른 학교
급, 다른 지역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교장에 대한 신뢰는 교장공모제가 가져온 주요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사후 비교와 제도 적용 여부 비교, 두 가지 분석 모두에서 교장에 대한 신뢰는 네 가지
학교풍토 변수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공모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값을 나타냈다. 이는 교장공모제가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어, 교사들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임용된 교장을 더욱
신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
다는 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학교조직 효과성에 주는 의미가 크다. 우선, 교장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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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신뢰는 다양한 조
직 맥락에서 성공적인 지도성을 위한 기본적인 특징이며, 높은 가치와 윤리에 바탕을
둔 도덕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이다(Hoy & Miskel, 2005). 즉 교사와 교장간의 신뢰는
교사의 효능감 및 헌신을 높이고, 신뢰관계에 바탕을 둔 교장의 리더십은 교사의 학교
만족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이후 교사 효능감
및 학교만족이 높아졌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신뢰는 구성원 간 협력
과 지식 공유, 비전 공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Tschannen-Moran, 2001; Cook,
Hardin, & Levi, 2005)는 점에서 학교조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교사-교장의 신뢰 수
준이 높은 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이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한다. 교사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장과 함께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상과 책임을 함께 나눔으로써,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홍창남 외, 2010).
둘째, 교사 간 협력의 경우, 분석 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교사 간 협력은 공모제가 도입된 학교에서
다소 높아졌으나, 일반학교의 비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 결
과에서도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는 교사 간 협력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는 교사와 교장 사이의 협력 관계 구축에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Tschannen-Moran, 2001), 교사와 교사 사이의 협력 관계 구축에는 별다
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검
증될 필요가 있으나, 교장공모제가 도입된 학교에서 교사 간 협력에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교장공모제를 적용한 지 6개월이 지
난 학교들이어서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교장공모제가 학교풍토에 주는 효과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 -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지도 모른다 - 교사의 ‘자기 사회화’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추론
이 가능하다. Lortie(1975)에 따르면, 교사들은 개인의 경험을 효과적인 지식의 원천으로
여기며 동료교사의 도움에 대해서도 자신의 특성에 비추어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교사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방법은 없는데, 왜냐하면 그 방법의 가치는 교사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Lortie, 1975). 이와 같은 교사의 자기사회화는 오랜 기
간 동안 형성된 교직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공유와 협력을 통해 학교조직의 효과성
을 높이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Lortie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본 연구에
서 교장공모제 도입이 교사 간 협력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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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문제가 아니라 교직사회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교장공모제가 적용됨에 따라 학교풍토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봄
으로써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사전⋅사후 비교, 교장공모제를 적용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를 비교한 제도 적용 여부 비교, 마지막으로 교장공모제 적용 여부가 학
교풍토에 주는 효과 분석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밝혔다. 연구
결과, 교장공모제가 적용된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만
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전⋅사후 비교, 제도 적용 비교 및 회귀분석에
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교장공모제는 그 제도가 도입된 학교에 긍
정적인 풍토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교장을 임
용하는 제도로, 교장의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영역에 가장 먼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교사의 교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폭으로 높아
졌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교사가 교장을 신뢰한다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동료교사 간 협력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장의 역할은 교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교사의 헌신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
사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리더십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의 조직 문화적인 관점에서 학교풍토를 중심에 두고 교장공모제의 효
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장공모제를 적용한 지 6
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전반적으로 드러내기에
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대상도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 국한되었다는 지역적 제약도 있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효과를 분
석하고,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급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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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Open
competition-based Principal Selection by analyzing
School Climate

Kim, Hyejin(Pusan National University)
Kwak, Gyeong-ryun(Pusan National University)
Hong, Chang-nam(Pusan National University)
Open competition-based principal selection is a revised method to recruit and
employ the school principal.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is new

selection by measuring changes on school climate.

Study methods include

‘Before/After comparison,’ ‘After-effect comparison,’ and linear regression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elect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

cooperation, trust on principal, teacher 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applying the new selection.
significant

difference

in

trust

on

principal,

teacher

Second, there is a
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between schools which adopt a new method and other schools.
Third, the new method is found to be effective on trust on principal, teacher
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except for teacher cooperation.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open competition-based principal selection would be
effective in school organizations.
[Keyword] Open competition-based principal selection, School climate, School
effect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