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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이 연구의 목적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
개로 교사 헌신에 미치는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교사 헌신 제고를 위한 학교구성원들 간의 성

공적인 학교조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장의 변혁적 리
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 헌신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와 교사 헌신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부장교사
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사 헌신에 미치는 총효과가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장
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유기적 협조를 이루려는 자발성 상호작용인 동학년 팀워크가 없

으면 극대화된 교사 헌신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동학년
교사들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동학년 팀워크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 조직의 행
정력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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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교육의 효과는 학생의 질, 학부모의 열성과 협조, 교육행정가의 행정적인 지원,

교육시설과 설비, 교육재정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학교교육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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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인이 바로 교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핵심 아

섭 외,

2013: 201).

젠다로 설정하고 교직사회의 전문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조동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

되고, 그 성패가 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면서 교사 헌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성낙돈,

2007: 320;

이영희,

2005: 29-30).

교사들이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데 다양한 개인적, 조직적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행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교장의 리더십이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신영철․고재천,

2013; 정인순, 2014; 홍창남, 2006; Nguuni, Sleegers, & Denessen,
2006; Ross & Gray, 2006a․b). 다양한 교장의 리더십 유형 중 최근 변화, 성장, 불확실성
의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장의 리더십으로 변혁적 리
더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선행연구 분석결과에서도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을 인식하고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며 조직의 비전에 구성원들을 관여시켜 조직에 대한
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교장의 리더십인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 헌신의 중요
한 선행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권동택,

2007;

박상완․윤미숙,

2007; 성낙돈, 2008; 신재
흡, 2008; 이정로, 2006; 이진원, 2010; 조규태, 2009; Barber, 2006; Dee, Henkin, &
Singleton, 2006; Park, 2003).
전통적으로 교육리더십은 주로 학교장의 리더십에 초점이 맞추어져 그 개념이 규정되
어 왔으나(Cranston,

EhRich, & Billot, 2003; Grubbs et al., 2002),

중앙집권적인 학교구

조에서 자율성과 참여적 의사결정을 기본 요소로 하는 단위학교 경영체제로 변화하면서

(김갑성 외, 2011: 48), 학교 내에서 리더십 역할과 책임은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분
산되고 있다(Pont, Nusche, & Moorman, 2008). 교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이 학교 구성
원들에게 분산되는 방향으로 단위학교의 지배구조가 변화하면서 중간 관리자로서 부장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권동택,

2006; 이윤식, 2008; Brooks,
2013; Brown, Rutherford, & Boyle, 2000; Gurr & Drysdale, 2013; Weller, 2001; White,
2000), 학교 효과성의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부장교사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다(Busher
& Harris, 2000; Sonia, 2006).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더불어 학교 리더십 영향력의
또 다른 출처로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에 관심을 두었다. 학년은 학생의 교육지도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학교에서 가장 큰 교수·학습단위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구상·

전개하고, 학급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다(박병량․주철안,

2000: 447).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별조직보다 학년조직이 보다 활성화되어 있어

학년 부장을 중심으로 한 동학년 조직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주체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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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박남기․김선미,

3

2006: 9).

또한 리더십이 구성원인 교사의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를 완충하거나 촉
진하는 매개변인으로 동학년 팀워크에 주목하였다. 학교개선이나 학교효과 증진을 위해
학교조직 구성원 간의 협력은 중요한 변인이며(Lavié,

2006: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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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사 헌신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교사 헌신 제고를 위해 교장이 변혁적 리더
십을 발휘함에 있어 구성원 간 협력증진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성낙돈,
남,

2005; Ross & Gray, 2006b).

2008;

홍창

팀워크가 우월한 성취를 산출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

로 자주 간주되면서 학교에서도 팀 기반 구조가 점차적으로 더 매력적인 것이 되고 있
다(박영숙,

2007: 172; Naquin & Tynan, 2003).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총체적 학교 개
혁(comprehensive school reform)에서도 성공적인 학교 개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협력
적 문화 개발이 제시되고 있으며(Waldron & Mcleskey, 2010), 학교 내 교사 협력이 학
교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교사의 전문적 성장에 기여하며, 교사의 직무 수행 및 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Kougioumtzis & Patriksson,
2009; Santamaria & Thousand, 2004). 교사 간 협력은 교사연구회, 교과교사협의회, 동
학년 교사협의회, 교사학습공동체, 학교공동체, 온라인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사들의 다양한 협력 행위 중 초등학교 조직에서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경영활동의 중핵이며 기본 단위인 동학년 조직의 팀워크
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가 교사 헌

신 제고를 위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장의 변혁
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팀워크, 교사 헌신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각각 이
루어져오고 있으며, 리더십과 헌신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Darling-Hammond

Richardson, 2009; Hausman & Goldring, 2001; Sergiovanni & Starratt, 2008)에서는

&

구

성원의 헌신 제고를 위해 협력과 팀워크의 매개 역할이 규범적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을
뿐 실증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터하여 이
연구는 학교조직에서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동학년 팀워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네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학교구성원들 간의

성공적인 학교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동학년을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조직에서 학년 부장교사 리더십과 동학년 팀워크의 투입이 리더
십과 교사 헌신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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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

이론적 배경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고차원의 이상과 가치를 지향하여 구성원들이 미래 지향적인 비전에
헌신하도록 동기부여시킴으로써 구성원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리더십으로

(Burns, 1979; Bass, 1985)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욱 강조되
고 있다(Jung, Chow, & Wu, 2003; Owens & Valesky, 2012).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
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정의되어 왔지만, 학교조직에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학교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태도·신념과 조직 문화를 변혁시켜 기
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 유발하는 한편, 구성원들의 욕구와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욕구를 자극하여 효과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장
의 리더로서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창걸,

2003; 성낙돈, 2008; 이윤식, 2006;
Antonakis, Avolio, & Sivasubramaniam, 2003; Bass & Riggio, 2006; Hoy & Miskel,
2013; Nemanich & Keller, 2007). 특히 학교조직은 이완조직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학교
조직에서의 변혁적 리더십은 권한위임과 도덕적인 측면 같은 민주적인 요소의 강조를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윤정일,

2004: 20).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변인은 학자에 따라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비전 제

시, 협동문화 조성, 솔선수범, 카리스마, 성과 기대, 영감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김상돈․김현진,

2011; 김창걸, 2003; 박현정 외, 2006; 서정화, 2013; Antonakis, Avolio,
& Sivasubramaniam, 2003; Bass & Riggio, 2006; Geijsel et al, 2003; Hoy & Miskel,
2013; Kouzes & Posner, 2002; Leithwood & Janzi, 2000; Nemanich & Keller, 2007;
Thoonen et al, 2011).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교장의 변혁
적 리더십의 하위 변인 중 공통성이 많은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비전 제시, 협동문화
조성 등을 하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개별적 배려는 교장이 구성원의 욕구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며, 구성원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구성원이 학습 하는 것을 돕고, 구성원을 육성하고 현
명한 충고를 해 주는 등의 행위로(김창걸, 2003: 451-452), 교장이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인 관심, 코칭, 개인 상담 및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수반한다(Nguni, Sleegers, &
Denesen, 2006: 149). 지적 자극은 학교조직 구성원들에게 감정적인 자극에 의한 즉각적
인 행위 변화보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상상력, 신념과 가치관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학교조직 구성원들을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지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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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98).

5

비전 제시는 비전을 확인하고 명확히 표현하

는 것으로 지도자가 학교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미래의 비
전을 개발‧확인‧고무하는 행위이다(Yu,

Leithwood, & Jantzi, 2002: 373).

협동문화 조성은

규범, 가치, 신념 및 기본가정을 확립하기 위해 교사 간의 협동과 단결, 민주적인 의사
결정, 열린 의사소통에 힘쓰는 교장의 행동이다(이성은․권순교,
2.

2006)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부장교사는 중간 리더로서 교육체제 및 학교의 변화와 재구조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조직 구조 내에서 실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Weller,

Bennett et al., 2003: 3).

2001;

이러한 부장교사 리더십은 부장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관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작용하는 통합적인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김현수․이윤식,

2014).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여러 학자들(김강문, 2006; 김현수․이윤식, 2014; 정현수, 2007; Cranston, 2009; Gurr &
Drysdale, 2013; Hernandez, 2013; Sonia, 2006; White, 2000)의 견해를 종합하여 학년 부
장교사의 리더십을 학교경영과 학년경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학년
교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기술과 영향력으로 정의한다.

부장교사는 학교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업무 부장, 학년 부장, 학과 부장 또는 두 가

지 이상의 부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발휘 대상은 교직원, 학생, 학

부모, 지역사회 등이며, 영역은 학년경영, 업무경영, 동료장학, 수업지원, 동료교사관계,
학부모관계, 수업, 생활지도 등으로 다양할 수 있고, 특성 또한 교수, 관리, 관계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강석봉․박대휘․주철안,

2013;

박남기․김선미,

2006).

그러나 이 연구는 학년 부장교사가 동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년 경영, 동료장학, 수

업지원, 조정, 동료교사 관계 등의 영역에서 발휘하는 리더십으로 제한하여 국·내외 선
행연구들(김강문,

2006; 김학렬, 2010; 김현수․이윤식, 2014; 김희규, 2013; 이병진, 2003;
이용현, 2012; 정현수, 2007; 추승희․고재천, 2013; 황영란, 2011; Brooks, 2013; Busher,
2005; Day & Harris, 2003; Dinham, 2007; Gunter & Fitzerald, 2007; Gurr & Drysdale,
2013; Katzengerger & Moller, 2001; Lewthwaite, 2006)을 기반으로 학년 부장교사의 리
더십의 속성을 목표지향성, 공동체성, 과업지향성, 전문성 등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지향성은 학년 부장교사가 학년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분명한 목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동학년 구성원들을 고무·진작시키는 부장교사 리더십의 속성이다(정광희 외,

2008: 51). 과업주도성은 학년
뛰어들며, 목표의 성취를 위해

부장교사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하고 새로운 영역에
적극적으로 과업을 주도해 나가는 속성을 의미한다(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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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2007).

공동체성은 학년 부장교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동학년 구성원들

과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그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관계적 속성이다

(강석봉․박대휘․주철안, 2013; Busher, 2005). 전문성은 교과, 교수·학습, 행정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전문적 지식과 숙련성, 구성원들에 관한 이해 능력, 정보처리능력, 구성원
들의 동기유발, 팀워크 형성 능력 등 교육활동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학년 부장교사
리더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의미한다(권기욱,
2009; 박병량․주철안, 2005; Sonia, 2006).
3.

동학년 팀워크

교사들은 학년 또는 교과 수준에 의해 교수 팀으로 조직된다. 팀의 성공은 상당부분

팀워크 기술에 의존하는 구성요소의 프로세스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Park,

Egley, 2005: 465).

이윤식(2010:

4)은

Henkin, &

교사 팀워크를 팀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각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정하보․이정열(2012:

254)은

각 팀 구성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 구성원

사이에 인간관계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사용하여 유기적 협조를 이루려는 자발적 상
호작용으로 규정하였다.

Park, Henkin과 Egley(2005: 466)는 교사 팀워크를 원하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팀 구성원들의 협력 행동으로 의사소통, 팀 지향, 팀 리더십, 모니터
링, 피드백, 지원행동, 조정, 신뢰 등과 같은 행동 지표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팀 프로세
스 기술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교사 팀워크는 공동목표 달성 지향, 협력적 행동 강조,
개방적 의사소통 중시, 타협 및 조정, 개인의 책임 완수,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는 등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학년 팀워크를 동학년 구성원들이 학교경영목
표와 학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 협조를 이루려는 자발적 상호작용으로 정의
한다.

팀워크의 하위 변인은 학자에 따라 의사소통, 조정·통합, 지원행동, 공유·피드백, 신뢰,

팀지향, 팀 리더십, 갈등관리, 협력, 정서관리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김연선,

2009; 심덕섭․양동민, 2008; 윤정헌, 2001; 윤지영, 2011; 이영민, 2006; 정하보, 2012; 최윤
미, 2011; Marks, Matheiu, & Zaccaro, 2001; Sheng, Tian, & Chen, 2010; Smith-jentsch
et al, 2001; Werner & Lester, 2001). 이 연구에서는 팀워크의 구성 요인을 규정한 여러
학자들 가운데 공통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Park, Henkin과 Egley(2005)가 제시한
구성 요인인 의사소통, 조정, 지원 행동, 피드백, 팀 지향, 팀 리더십, 신뢰 등을 동학년
팀워크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의사소통은 규정된 방식으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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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교환과정으로 정보의 수신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다(Salas,

Burke, & Cannon-Bowers, 2000: 343).

조정은 팀 동료를 위해 상호의존적인

과업의 순서와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으로 목표 달성에 팀 구성원이 기여하도록 속도와
순서를 조절하기 위한 행동이며 상호조율과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동기화하고 자극하는
관리를 의미한다(Marks,

Mathieu, & Zaccaro, 2001: 367-368). 지원 행동은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과업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며 추구할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기술로 팀 구성원 간의 작업 호환성의 정도를 의미한다(Park, Henkin,
& Egley, 2005: 465). 피드백은 정보의 제공, 탐색, 수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 제공
피드백은 팀 구성원의 성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 탐색 피드백은 성취에
관한 지침이나 정보 요청이고, 수신 피드백은 성취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정보를 수용
하는 것이다(Park, Henkin, & Egley, 2005: 465). 팀 지향은 팀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작하려는 성향으로 개별 구성원의 목표를 초월한 팀 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다(Salas,

Sims, & Burke, 2005: 561).

팀 리더십은 팀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일하는 마음과 기술의 정도이다(박태현,

2012: 6-7).

신

뢰는 상대교사가 관대하고 믿음직하며 능력 있고 정직하며 개방적이라는 확신을 바탕으
로 상대에게 기꺼이 방어벽을 내리려는 교사의 의지로 팀 내의 관계에 대한 확신의 표
현이다(윤현진․장형심,
4.

2012: 331;

이쌍철․홍창남,

2013).

교사 헌신

교사 헌신은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성낙돈,

2008;

이영희,

2005).

즉 교사 헌신의 개념 정의는 헌신의 본질

을 밝히려는 노력과 대상에 따라 개념의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다. 헌신의 본질을 밝히
려는 학자들(김희규,

2012; 노종희, 2004; 박균열, 2009; 신동한, 2008; 이용호․김상돈․김현
진, 2012; Nguni, Sleegers, & Denesen, 2006)은 헌신의 개념적 속성 자체에 주목하여 그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들은 헌신을 교사들이 학교조
직과 교장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신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학교조직에 일체감을 가
지고 조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와 학교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열망을
나타내 보이는 형태로 정의하고, 가치인식, 동일시, 관여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고 하였
다. 헌신의 대상을 구분하려는 학자들(박현정 외,

Dannetta, 2002; Nir, 2002; Park, 2005)은

2006;

성낙돈,

2008;

홍창남,

2005;

헌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그 대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 헌신을 교사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가치 있다고 여기는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갖는 심리적 유대의 정도로 정의한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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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의 하위 요인을 학생, 수업, 학교조직, 교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헌신의 본질을 밝
힌 학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각 하위 요인별 세부 요인을 가치인식, 동일시, 관여의 차
원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헌신은 ‘무엇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기에 그것이 부여될 특정한 초점, 즉 대상을 갖기

마련이며, 규범적인 차원에서 볼 때, 조직, 학생, 수업, 교직 등의 각각의 대상에 대한

교사 헌신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교사 헌신은 재직 학교의
특성과 교사 개인의 목표에 따라 상충 될 수도 있다(고남숙,

2006; 전승환,
2013; 홍세영, 2012; 홍창남, 2005)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선행연구(김희규, 2012; 노종
희, 2004; 박균열, 2009; 박인심, 2006; 박현정 외, 2006; 성낙돈, 2007·2008; 신동한, 2008;
윤정일, 2004; 이영희, 2005; 이용호․김상돈․김현진, 2012; 이윤식․이상미, 2009; 홍창남,
2005; Collie, Shapka & Perry, 2011; Dannetta, 2002; Nir, 2002; Park, 2005; Razak,
Darmawan & Keeves; 2010)를 바탕으로 교사 헌신을 교사가 학교조직, 수업, 학생, 교
직자체에 대하여 열정과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직, 학생, 수업, 교직을 헌신
의 하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5.

2013;

박인심,

변인 간의 관계

첫째,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동학년 팀워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Avolio와

Yammarino(2002), Dionne 외(2004)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팀워크에 대한 이해를 강화
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팀에 기대 이상의 성취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많은 실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Thoonen외(2011)는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들에게 전문적 발달
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의욕을 자극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학년 팀워크를 직접적인 변인으로 설정한 연구
는 아니지만,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들 간의 협력과 협력을 핵심요인으로 하는
교사공동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혁동, 2013; 김효정․이길재․이정미,
2013; 정우진, 2009)들이 발표되었다.
둘째, 교사 헌신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교사 헌신의 결정요인으로 리더십
행위가 강조되어 왔으며,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권동택,
2007; 박상완․윤미숙, 2007; 성낙돈, 2008; 손소빈, 2002; 신재흡, 2008; 이성은․곽영지,
2005; 이정로, 2006; 이진원, 2010; 조규태, 2009; Barber, 2006; Nguuni, Sleegers, &
Denessen, 2006; Ross & Gray, 2006b)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셋째,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과 동학년 팀워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장교사의 리
더십이 동학년 조직의 응집성, 동료애와 팀워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윤석태, 2013;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

이화선․고재천,

2001;

9

임종수,

2008; 정역윤, 2012; 추승희․고재천, 2013), 학습공동체의 협
력을 이끌어 낸다는 선행연구(Harris & Lambert, 2003)의 결과들은 학년 부장교사의 리
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학년 부장교사 리더십과 교사 헌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조직에 있어서
부장교사의 역할과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부장교사의 리더십과 교사 헌신 간
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 외 분야에서는 이미 중간
관리자나 팀장의 리더십이 구성원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는 연구들(곽용섭,

2006; 여운승·나영아, 2011; 이규태·박혜원, 2012; 이유진․정재삼, 2013;
이헌철․채순화, 2011; 지경이․김정원, 2010; 차동옥․강대석, 2006; 표용태, 2007)이 지속적으
로 발표되고 있으며, 학교 조직에서도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과 교사 헌신 간에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손현숙, 2009; 이종숙, 2002; 황나겸, 2012)이 발표되고
있다.
다섯째, 동학년 팀워크와 교사 헌신 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김희규․전상훈,
2011; 박정주, 2011; Celep, 2000; Conley, Fauske, & Pounder, 2004)은 팀워크와 팀워크
의 하위 변인이 교사 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팀워크, 헌신 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Sergiovanni와
Starratt(2008: 371)는 교사를 지원하는 교장과 상호 지원하는 교사들 간에 협동하는 관
계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교사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리더십,
팀워크, 헌신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성낙돈(2008), 위은주(2013),
정광희 외(2007), Darling-Hammond와 Richardson(2009), Hausman과 Goldring(2001) 등
의 연구결과는 리더십이 개인수준의 만족, 몰입, 성과 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팀 단위에서도 팀 성과나 그의 선행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응집력 같은 유효성
관련 변수들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서는 구성원의 헌신을 제고하기 위해 리더십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 팀워크를 함께 갖
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리더십과 헌신의 관계에서 팀워크 과정의 매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을
독립변인으로,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변인으로, 교사 헌신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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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

연구 방법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

사 헌신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사 헌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선행연
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그림 1]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관계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표집대상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다. 교

사의 성별과 지역적 안배,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68
개 학교에 1,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1,136부였으며, 회수된 설문
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54부를 제외한 1,082부를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의
배경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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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의 배경 분석 결과
구분

빈도(%)

275(25.4)
807(74.6)
875(80.9)
207(19.1)
180(16.6)
218(20.1)
409(37.8)
275(25.4)

남

성별

여
일반교사

직위

업무 부장교사*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교육경력

*

11

계(%)

1,082(100)
1,082(100)

1,082(100)

학년 부장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업무 부장교사의 역할만을 담당

3.

측정도구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측정도구는 이성은․권순교(2006)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으며,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측정도구는 김현수․이윤식(2014)이 초등학교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동학년 팀워크 측정
도구는

Park, Henkin과 Egley(2005)가

교사 팀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우

리나라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교사 헌신 설문지는 한국교육개
발원에서 표준화검사를 거쳐 개발한 박현정 외(2006)의 초등학교용 교사 헌신 검사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들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

22문
항, 학년 부장교사 리더십 31문항, 동학년 팀워크 21문항, 교사 헌신 24문항으로 총 98
문항을 최종 설문지로 활용하였다. 각 변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2>
와 같다.
여 요인분석 후 이론적 구조에 맞지 않는 문항을 제거하고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4.

자료 처리 및 분석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구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간접효과 시 제시되지
않은

p값을

구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 분석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각각

SPSS Win 21.0
p<.05, p<.01, p<.001

Amos 18.0
분석하였다.

프로그램과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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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인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분석
구분

문항내용

개별적 의견 경청, 권한 위임, 교사들의 입장 이해, 현장에서의 어려움
배려 파악, 개인적 문제에 대한 관심, 동등한 대우
전문성 공유 기회 제공, 새로운 교수방법 활용 유도, 교수방법의
지적
발전 유도, 교사들의 혁신과 성실 기대, 교사들의 창의적 사고 기
교장의 자극
대, 교육현장에 대한 문제의식 고취
변혁적
교사들이 비전을 갖도록 안내, 교사․학생․학부모와 비전 공유, 학
리더십 비전
교 비전 설정, 교사들의 학교 교육목표 수용 유도, 비전의 의미를
제시
학교경영 전반에 반영, 미래지향적 목표 추구
협동문화 다양한 친목 활동을 통한 교류 확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학교
조성 운영, 학교 전체의 연합된 분위기 중시, 교사들 간의 협동 중시
목표
학년 교육목표 설정․공유 노력, 학년 교육목표 실행․달성 조력
지향성

과업 수행계획에 대한 주도적 자세, 과업에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과업
학년
수행하는 자세, 과업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 과업 수행을 위한 개
부장 주도성
선과 도전적 시도
교사의
상호조력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과 협력 유도, 구성원과의 원
리더십 공동체성
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전문성

교육 및 행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 보유, 전문성 공유를 통한 동
료 지원

의사소통 정기적 협의․의견 교환, 전달․협의 사안에 대한 이해 여부 확인
조정

효과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구성원, 상호 격려․협력적 과업 수행

지원행동 팀 구성원을 위한 수행 지원, 조력 방안에 대한 숙고
피드백
동학년
팀
지향
팀워크
팀
리더십
신뢰

조직

학생
교사
헌신
수업

교직

정보 제공, 정보 활용

제반 업무 수행에 참여, 소속감, 팀 목표에 우선순위 부여

구성원이 팀을 위해 능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새로운 일을 시도
할 때 격려, 구성원의 요구 존중

구성원 간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확신, 구성원의 전문성에 대한
확신
학교조직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느끼는 일체감의 정도, 조직의 목
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 조직이 교사로서의 삶에 중
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학생들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적 호감의 정도,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삶에 중요
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수업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느끼는 호감의 정도, 수업을 잘 하기
위하여 노력하려는 의지, 수업이 교사로서의 삶에 중요하다고 인
식하는 정도
교직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느끼는 일체감의 정도, 교직의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 교직이 교사로서의 삶에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정도

문항수 신뢰도

6 .859
6 .819
.933
6 .878
4 .842
6 .908
8 .925

.964

9 .921
8 .899
3
3
3
3
3

.726
.779
.745
.748
.754 .907

3 .806
3 .870
6 .954
6 .964
.975
6 .951
6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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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관계

<표 3>과 같다. 동학년 팀워크에 대한 지
각과 교사 헌신에 대한 지각과는 r=.652(p<.01),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지각과
교사 헌신에 대한 지각 간에는 r=.647(p<.01),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에 대한 지각과 동
학년 팀워크에 대한 지각 간에는 r=.611(p<.01)의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동학년 팀워크에 대한 지각 간에는 r=.514(p<.01), 교장의 변혁
적 리더십과 교사 헌신에 대한 지각 간에는 r=.444(p<.01),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지각과 학년 부장교사 리더십에 대한 지각 간에는 r=.427(p<.01)의 다소 높은 정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알아보기 위한

<표 3>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는

변인 간의 상관관계(N=1,082)

변인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1
.652**

1

1
.427**
.514**
.444**

1
.611**
.647**

** p<.01
2.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가설
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4>와

<표

같이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값은 충족시키

지 못하였다. 그러나 χ2는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으

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성태제,

2007: 334-335). χ2를 제외한 절대 적합도 지수는 GFI는 .941, AGFI는 .924, RMR은
.030, RMSEA는 .055로 모두 수용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대적합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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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NFI는 .957, IFI는 .966, CFI는 .966, TLI는 .961로

모든 지수가 수용수준보다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어 연구모형이 적합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

절대
적합도
지수

상대
적합도
지수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χ2(p)
자유도(df)

연구모형

수용수준

620.172(p<.001)
146
.941
.924
.030
.055
.957
.966
.966
.961

GFI
AGFI
RMR
RMSEA
NFI
IFI
CFI
TLI

p>.05
.90이상
.90이상
.05이하
.10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우수
우수
우수
적합
우수
우수
우수
우수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구조관계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구조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함
[그림 2]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구조관계 모형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

<표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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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집중타당도 분석 결과, 표준화 추정치는 교장

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이 모두 기준치인

.5를

초과하였으며,

C.R.값도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

워크, 교사 헌신이 모두 기준치인

1.965를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개념신뢰도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899),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948), 동학년 팀워크
(.890), 교사 헌신(.930)이 기준치인 .7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분산추출도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692),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819), 동학년 팀워크(.538), 교사 헌신(.768)
이 기준치인 .5를 모두 초과하였기 때문에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의 집중 타당도 분석 결과
표준화
추정치

개념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개별적 배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지적 자극 ←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비전 제시 ←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협동문화 조성 ←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목표지향성 ←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과업주도성 ←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공동체성 ←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전문성 ←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의사소통 ← 동학년 팀워크
조정 ← 동학년 팀워크
지원 행동 ← 동학년 팀워크
피드백 ← 동학년 팀워크
팀 지향 ← 동학년 팀워크
팀 리더십 ← 동학년 팀워크
신뢰 ←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조직 헌신 ← 교사 헌신
학생 헌신 ← 교사 헌신
수업 헌신 ← 교사 헌신
교직 헌신 ← 교사 헌신

<표 6>에

C.R.

870
.796
.752
.778

29.577
25.343
27.057

.867
.905
.892
.902

41.788
46.228
44.677

.699
.704
.656
.584
.693
.684
.772

23.127
23.314
21.540
18.953
22.899
22.595

.832
.894
.886
.837

37.007
36.498
33.378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

.899

.692

.948

.819

.890

.538

.930

.768

의하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에 미치는 효과(.347,

p<.001),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에 미치는 효과(.532,

장교사의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효과(.336,
에 미치는 효과(.485,

p<.001)는

p<.001),

p<.001),

학년 부

동학년 팀워크가 교사 헌신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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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잠재변인 간의 구조 분석 결과

구조경로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 동학년 팀워크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 교사 헌신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 동학년 팀워크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 교사 헌신
동학년 팀워크 → 교사 헌신

4.

표준화추정치

.347
.040
.532
.336
.485

C.R.

p

10.975
1.278
16.616
9.578
11.159

.000
.201
.000
.000
.000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가

·

교사 헌신에 미치는 직 간접 영향 분석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가 교사 헌신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7>과

같다.

·

연구 모형의 직 간접효과 분석
구조경로

총효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347***
→동학년 팀워크
(p=.000)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040
→교사 헌신
(p=.201)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208***
→동학년 팀워크
(
p=.000)
→교사 헌신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532***
→동학년 팀워크
(p=.000)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336***
→교사 헌신
(p=.000)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594***
→동학년 팀워크
(p=.000)
→교사 헌신
동학년 팀워크
.485***
→교사 헌신
(p=.000)
동학년 팀워크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347***
(p=.000)
.040
(p=.201)
.040
.168**
(p=.201)
.532***
(p=.000)
.336***
(p=.000)
.336***
.258**
(p=.000)
.485***
(p=.000)
2
2
R =.578, 교사 헌신의 R =.611

간접효과
표준오차

p

-

-

-

-

.025

.002

-

-

-

-

.036

.002

-

-

** p<.01, *** p<.001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347,

p<.001)는

유

의하였으나,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에 미치는 직접효과(.532,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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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직
접효과(.336,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년 팀워크가 교사 헌신에 직접적으
로 미치는 효과(.485, p<.0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동학년 팀워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
치는 효과(.168, p<.01)와 총효과(.208, p<.0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부장교사
의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 동학년 팀워크를 통하여 교사 헌신에 간접
적으로 미치는 효과(.258, p<.01)와 총효과(.594, p<.001) 모두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표본추출을 통해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추청치의 편향 및 표준오차를 제공하며 모수의 신뢰구간 등을 제공한다. 부트스트래핑
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랩

95%

신뢰구간이

다고 할 수 있다.

0을

p값이

각각

.002로

나타나 유의하며, 부트스트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도 수준

p<.05에서

유의하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에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57.8%,

동학년 팀워크가 교사 헌신에 미치는 효과의 설명력은

61.1%로

나타났

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학년 팀워

크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하여 교사 헌신에 미치는 총효과가 직접효과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사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보다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사헌신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
로 교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장의 변혁적 리

더십과 교사 헌신의 두 변인을 중심관계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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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기 위해서 교장은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료교사들 간의 협력 문화 형성
에 주목할 것을 주로 제언하고 있다(성낙돈,

2008;

홍창남,

2005; Ross & Gray, 2006b).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 헌신의 관계에

서 협력이나 팀워크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 연
구와의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변혁적 리더십이 참여적 의사결정을 매개로 교사
헌신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관계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온 성낙돈(2008)의 연구, 변
혁적 리더십과 교사 헌신의 관계에서 집단적 교사 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검증된

Gray(2006a)의

Ross와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개 변인으로 협력이나 팀워크

를 직접적으로 설정한 연구는 아니나, 성낙돈(2008)의 연구의 참여적 의사결정은 이 연
구의 팀워크의 핵심 요인이고,

Ross와 Gray(2006a)의

집단적 효능감은 팀이 효과적이라

는 집단적 믿음이기에 이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교사 헌신과 관련된 직접적
인 연구는 아니지만 변혁적 리더십이 협동문화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직무만족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정우진(2009)의 연구,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팔로워십과
컬리그십을 매개로 학교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란(2014)의 연구

등의 유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비록 팀워크를 매개변인으로
직접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도자들이 교사 헌신과 관련하여 팀 프로세스에 대한
만족과 팀워크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조직 설계에 대해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과 교사 헌신의 관계에서 동학년 팀워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동학년 팀워크, 교사 헌신 간의 관계가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크지 않고 총효과만 증가시키는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학년 부장교

사의 리더십과 교사 헌신 간의 관계에서 동학년 팀워크의 매개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학년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과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에 정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검증된 윤석태(2013), 장선희(2014), 장형진

(2014),

정역윤(2012)의 연구, 초등학교에서 동학년 조직 효과성이 하나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한 학년 부장교사의 다양한 능력과 관심에 의해 강화된다는 이화선·고재천

(2001)의

연구,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과 교사 헌신 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타난 손현숙(2009), 이종숙(2002), 황나겸(2012)의 연구 결과 등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

한다. 또한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이 일반조직에서 헌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성원의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여운승․나영아(2011), 이규태․박혜원

(2012),

지경이․김정원(2010), 차동옥․강대석(2006), 표용태(2007)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

다고 볼 수 있다.

동학년 구성원 간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교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
공해 주기 때문에 교사 간 높은 협력 관계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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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감소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정서적 지지를 통해 교사들의 정서
적 소진을 낮추고 교사 헌신을 높인다(이쌍철․홍창남,

Parkay, 2012).

2013; Bryk & Schneider, 2002;

그러나 교사들이 협력한다 하더라도 협력활동이 그들의 전문성을 증진시

키고 학교 공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송경오․허은정,

2011).

이러한 맥락에서 동학년 내 교사들이 공유된 교

육목표를 향하여 협력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화선․고재천,

2001: 25-26).

셋째,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동학년 팀워크를 매개로 교

사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총효과
보다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미치는 총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
는 학교조직에서 최고 관리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는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교사 헌신을 높이기 위해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함을 시사
한다.

학교 경영의 중핵적인 역할은 학년 경영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학년 경영의 효과성은

학년 부장교사의 전문적 지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교조직에서 부장교사는 중간 관

리자의 위치에서 동료 교사들의 리더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부장교사로서의 교육리더십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통해 보다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부장교
사는 자신의 리더십을 관리·계발함으로써 동학년 팀워크와 동학년 교사의 헌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동학년 팀워크와 교사 헌신의 제고를 위한 학년 부장교사의 역할

과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학년 부장교사의 리더십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하면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
년 부장교사의 리더십이 교사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동학년 팀워크가 매개변
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창남․정바울(2012)과

Hargreaves와

Fullan(2012)은 학교 개혁을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교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 곧바로 학교조직의 성과로 이어지
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교사 개인의 인적 자본의 생성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를 공동의 것으로 만들거나 사회 자본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동학년 팀
워크와 같은 교사문화의 속성이 리더십과 교사 헌신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한
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동학년 팀워크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동학년 조직이 잘 운영되고 친밀
도가 높기 때문에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의 노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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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교육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류방란․이혜영․최윤선(2002)의 연구 결과
가 이를 뒷받침한다.

교사의 헌신은 교사들의 핵심적인 업무 활동인 교수·학습 활동의 본질적인 개선과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가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협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학년 안에서 교사들

은 다른 교사와 학교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을 관찰함으로
써 대리경험을 한다. 또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회화되고, 개인 및 학
교 차원의 고민을 동료와 나눌 수 있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한다(박정주,

2011: 206).

이

처럼 팀워크는 의사소통, 학습, 신뢰, 협력적 문화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확립·공유하게
함으로써 학생, 수업, 교직, 학교조직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교사 헌신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얻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은 동학년 팀워크와 교사 헌신을 높이기 위한 변혁적 리더십 역량을 키워

야 하며, 동학년 팀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부장교사와 리더십 역할을 공유하는 유동
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학년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이러한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수업 외에 과다하게 부과되는 행정업무
를 경감하는 대책 등 제도적인 배려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입안자와 학교 관리자는 부장교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능력개발 활동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직교사
의 임면권이 있는 학교의 관리자는 리더십을 갖춘 교사를 부장교사로 임명함으로써 동
학년 팀워크와 교사 헌신의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조직의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동료교사들과의 교육활동 등 교사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사들의 인

식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학년 교사 집단의 가치와
규범의 공유, 교사 간 협력, 반성적 대화, 공동의 문제해결, 공유된 리더십 발휘 등을 통

해 교직 현실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헌신을 높이려는 구성원들의 자각이 요청되며, 동료교사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나 합의과정 등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운영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는 인천과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연구대

상을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팀워크 행동과 교사
헌신이 일어나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방법을 통합한 연구 등 보다 다각적인 연구방법과 분석기
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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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Teamwork on the Relationship
among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ade-Head Teacher's Leadership and Teacher's
Commitment in Same Grade Teachers

(Incheon Chuckhyun Elementary School)
S ik (Incheon National University)

Nam, Hae Jin
Lee, Yu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structural relationship and impacts between the extent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and each variable from the relationships
amongst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ade-head teacher’s leadership,
teamwork of teachers from the same grade and teacher’s commitment.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these procedur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llowing analysis upon direct/indirect effects among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ade-head teacher’s leadership, teamwork of
teachers from the same grade and teacher’s commitment,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id not cause directly significant effect on teacher’s commitment while it
greatly inflict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 through a medium of teamwork of teachers
from the same grade. Grade-head teacher’s leadership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eamwork of teachers from the same grade. In addition, teamwork of teachers
from the same grade put significant effects on teacher’s commitment. Therefore, the
total effects of grade-head teacher’s leadership on teacher’s commitment were
positively delivered.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supports of school
should be focused in a direction improves the teamwork of teachers from the same
grade throug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among the teachers from the same
grades based upon the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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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Grade-head

teacher’s

leadership, Teamwork of teachers from the same grade, Teacher’s
commi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