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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를 교사효능감이 어
떻게 매개하고 있는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교사효능감이 매개효과에 차이를 보이는 지
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교사공동체로 조직화된 학교
에서 나타나는 가치·규범의 공유와 협동적 풍토는 교사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
다. 교사들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교직에 헌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사효능감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 모두에서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교사효능감을 강화함으로써 교사공동체의 교사몰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집단 수준의 교사효능감이 개인 수준의 교사효능감
보다 더 큰 매개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교사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교사효능감보다는 집
단적 교사효능감의 판단에 강력한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공동체가
단순한 개인의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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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교육의 문제를 경제적 이슈로까지 끌어올
려 교육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저마다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와 같은 국제학력평가에서 지
속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록해 온 핀란드 교육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핀란드 교육에 대한 분석은 그들의 성공 요인을 획기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의 꾸준한 추진, 평등과 협동의 교육철학 등 여러 가지로 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그들의 교육성과 배경에 역량 있는 교사들이 있었다(Malaty, 2006)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흔한 명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육개혁의 성공열쇠로서 교사를 설득하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다.
교사의 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는 교사공동체이
다. 교사공동체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들과 일체감, 소속감, 협동적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모임 또는 집단(Newmann et al., 1989)을 의미하
는데, 교사의 분열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Rosenholtz et al., 1989)으로 밝혀져 전통적인 교사연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교사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Chubb, 1988; Little, 1982), 교사몰입(Firestone & Pennell, 1993;
Kushman, 1988)과 같은 조직 효과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사공동체가 가지
고 있는 가치와 규범의 공유, 구성원들 간의 협력 풍토의 속성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이
고 교직에 헌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료적 통제보다는 교사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 학
교 개선을 추구한다는 최근 교육개혁의 방향과 잘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공동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공동체와 관련한 개념과
모델 탐색(박선형, 2004; 서경혜, 2009; 이경호, 201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연구방법도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서경혜, 2008; 조선경·서영숙, 2010)와 같은 질적 방법에 치우쳐 있어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한 실증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공동체
를 사용한 실증적 연구(Hoy & Woolfolk, 1993; Newmann et al., 1989)에서도 교사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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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로서만 사용하고 있을 뿐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교사 행동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예측변수로 평가되는 교사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사용하
고자 한다. 교사효능감의 이론적 기반인 Bandura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효능감의 주요 정
보원인 성공경험, 대리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는 동료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형
성되는 것들이고 교사공동체는 협력적 풍토를 조장하는 교사 모임이기 때문에 교사공동체
를 교사효능감의 주요한 예측변수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물에서도 교사효
능감은 교사몰입을 설명하는 강력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어(Ashton, 1984;
Bogler & Somech, 2004; Chan et al., 2008) 교사효능감의 투입이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최근 교사
효능감 관련 연구들은 조직 경쟁력 제고 방안이 개인 역량 강조에서 조직 전체의 역량 강
조로 그 초점이 바뀌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의 효능감 연구로 발전해 가는 추
세이다. 특히, 교사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한 개인의 합이 아니라 개인의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어 교사효능감 변수를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나누어 투입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교육개혁의 핵심 주체로서 교사의 행동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하여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교사공동체가 교사몰입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 또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서 교사효능감이 그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
봄으로써 교육행정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공동체는 교사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교사효능감은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개인적 수준의 교사효능감과 집단적 수준의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 차이
를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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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사몰입의 개념
몰입이란 집단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감정적 애착(Kanter, 1968)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 및 관여의 상대적인 강도(Mowday et al., 1982)로 정의된다. Meyer와
Allen(1991)은

몰입은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몰입의 다차원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
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조직에 관여하는 정서적 애착 정도를 의미하고, 지속적 몰입은 구성
원이 조직을 떠날 때 발생할 비용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관된 활동을 유지하려는 정
도를 의미하며, 규범적 몰입은 도덕적 의무감에 기초하여 구성원이 조직에 남아야겠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몰입은 자신이 원해서, 지속적 몰입은 자신의 필요에 의
해서, 규범적 몰입은 의무감에 의해서 조직에 관여하게 되므로 직무에 쏟는 열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정서적 몰입이라고 한다(Meyer & Allen, 1991). 따라서 몰입에 대한 연
구들은 대부분 정서적 몰입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몰입은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다차원적 구성개념으로서 학자마다 연구대
상에 따라 하위차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특히, 다른 조직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학교조직에서 다른 조직에서 사용되는 몰입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Firestone과 Pennell(1993)은 전문적 몰입(professional commitment)의 개념을 제시하고 교
사의 몰입을 학생에 대한 몰입, 교수활동에 대한 몰입, 학교조직에 대한 몰입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서 학생에 대한 몰입은 학생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교
수활동에 대한 몰입은 전문적 교수기술을 발휘함으로써 학생들을 동기화시키는 역할을 하
며 학교조직에 대한 몰입은 학교 내의 다양한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자발적 의지를 말
한다. Kushman(1992)도 교사몰입을 조직몰입과 학생의 학습에 대한 몰입으로 나누면서 조
직몰입은 학교에 대한 충성심과 학교 가치와 목표에 대한 동일시를 의미하고 학습몰입은
학생의 사회적 배경이나 학업수준에 관계없이 학생의 학습을 돕고자 헌신하는 것으로 설
명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 시도들에 기초하여 최근의 교사몰입 연구들은 조직몰입과 직
업몰입으로 나누어 교사의 몰입을 설명하고 있다(김윤전, 2007; 안관영, 2003; Riehl &
Sipple, 1996; Somech & Bogler, 2002). 여기서 조직몰입은 학교조직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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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업몰입은 학생, 교수활동 등 교직 자체에 대한 헌신을 의미한다. 조직몰입과 직업몰
입은 양립 가능하며 두 가지 몰입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몰입(dual commitment)을 보이
는 구성원들의 업무성과가 우수하고 조직 전체에 대한 기여도도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Aranya & Ferris, 1984).

2.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
교사공동체(teacher community)란 학교 내에서 동료교사들과 일체감, 소속감, 협동적 상
호의존 관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교사들의 모임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Newmann et al., 1989). 이러한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둘러싼 교사들 간의 분열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다
(Rosenholtz et al., 1986). 교사공동체에서 형성된 높은 공동체 의식은 학교 임무를 위한 가
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동료교사들이 상호 존중 하에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공동으로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이끈다. 이러한 교사공동체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주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사학습공동체, 전문가학습공동체, 전문가공
동체란 용어가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간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서경
혜, 2009). 서경혜(2009)는 교사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치와
규범의 공유, 교사와 학생의 학습에 중점,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교사전문
성 신장을 위한 협력적 교사집단으로 교사공동체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교사공동체는 학교 효과성의 여러 가지 측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 우선, 교사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Chubb,
1988; Little, 1982; Rosenholtz, 1985). 교사공동체는 교사들이 교수 상황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예를 들면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능력을 포함하여 공유된 기술 문화의 부
족, 교사에 대한 낮은 수준의 존경심,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져가는 교사의
지위, 다양한 역할 제약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을 동료 지원과 개별적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북돋아준다. 또한, 교사공동체로 조직화된 학교에서 나타나는 협동적 풍
토와 학습기회의 제공은 교사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창
남, 2005; Firestone & Pennell, 1993; Kushman, 1992; Louis & Smith, 1991; Rosenholtz,
1989). 교사들은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조직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조직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교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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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교직에 헌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Chubb(1988)은 높은 성취를 하
는 학교는 교사들 간에 학업 목표에 대한 높은 동의와 보다 좋은 팀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을 지지했다.

3. 교사효능감과 교사몰입, 교사공동체의 관계
교사효능감이란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Ashton,
1984) 또는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교수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하는 능력에 대한 교사의 신념(Tschannen-Moran et al., 1998)을 의미한다.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 중의 하나이며 교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끈
기를 가지고 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행동수행이나 성과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좀더 도전감이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좀더 오랫동안 집중하고 지속함으로써 교직 수행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Ashton, 1984; Tschannen-Moran et al., 1998). 이러한 교사의 행동은 학업성취도를 비
롯한 학교 효과성 증대로 연결되어 학교 조직효과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
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효능감 뿐만 아
니라 집단적 차원의 효능감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개
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믿음이라면 집단적 교사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적 교사효능감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
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수행하는 교직원 전체의 지각으로서 학교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
의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어 있다(Goddard et al., 2000).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교사효능감은 학업성취도를 포함하여 교사몰입, 교사 직무만족도
와 같은 교사행동을 가장 일관성 있게 예측하는 변수이다. 학교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개인 수준 변수로서의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조직몰입과 직업몰입 모두에 유의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었다(Ashton, 1984; Bogler & Somech, 2004; Chan et al., 2008;
Rosenholtz & Simpson, 1990). 이러한 개인적 수준의 효능감 연구를 집단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실행한 연구에서도 집단적 교사효능감은 교사몰입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였다
(Prussia & Kinicki, 1996; Riggs & Knight, 1994). 이후 Ware와 Kitsantas(2007)는 26,257명
의 공립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집단적 교사효능감 모두 교사
의 직업몰입에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어냈으며, 특히 임성택(2001)은 교사효능감은 교사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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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효과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다른 직무환경 변인들은 직접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교
사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교사효능감이 교사몰입의 핵
심변수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Bandura(1997)의 사회인지 이론에 의하면,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교사효능감을 결
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자기효능감은 성공경험(mastery experience), 대리경험
(vicarious experience), 사회적 설득(social persuasion), 생리적 상태(affective states)의 정보
원들에 의해 형성되는데,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적 설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설득은 관리자나 동료 또는 교사 능력에 관한 지역사회나 매체의
논의, 상호작용하는 조직 구성원과의 계속되는 사회화로부터 개인이나 집단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거나 약화됨을 의미한다. 동료교사와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교사의 효능감
이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높다는 사실(진규철, 1996; Paterson, 2008; Ross, 1992)은 동료
교사를 통한 사회적 설득이 교사효능감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교사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집단적 교사효능감의 인식 모두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특히 집단적 교사효능감의 판단에 강력한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Ciani et al., 2008). Ciani와 그의 동료들(2008)은 실증 연구를 통해 교사공동
체에 대한 인식은 집단적 교사효능감의 인식에 .60이라는 비교적 높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그들은 성공경험, 대리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의 네 가지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대한 정보원들이 교사공동체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공동체의 주요 속성인 교사 간 협동(Adams & Forsyth, 2006; Demir,
2008)과 반성적 대화(Chan et al., 2008)도 교사효능감에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 연구모형
교사몰입을 설명하는 데 있어 교사공동체는 조직관련 변인으로, 교사효능감은 사회심리
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사공동체는 교사효능감의 정보원인 성공경험, 대리경
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와 일치하기 때문에(Ciani et al., 2008) 교사효능감의 예측변
수로도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사공동체 내에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협동하는
가운데 학교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교사를 통해 대리경험을 하며 계속적인 사회화
와 고민 상담을 통해 사회적 설득과 긍정적 정서를 유지함으로써 자신과 교사 전체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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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공동체는 교사몰입에 대한 예측변수이자
교사효능감에 대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으며 교사효능감은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
를 매개하는 변수가 된다. 특히, 교사공동체는 개인 역량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역량과도
관련되는 개념이므로 교사효능감도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으로 나누어 투입될 필요가 있
다. 여기서 교사효능감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모두 사회인지 이론에서 발달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이론은 집단 수준의 효능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Gibson et
al., 2000).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Ⅱ-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 교사효능감은 개인적 수준과 집단적 수준으로 나누
어 투입하였으며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을 매개하는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그림 Ⅱ-1〕연구 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데이터 중 3차년도 교사 자료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고등학교 졸업시점인 2010년까지 매년 학교경험을 통한 지적 정의적 성장과 발달과정
에 대한 장기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이후에는 대학 진학과 초기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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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연구이다. 교사 설문은 연구 대상이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
사를 대상으로 수업방식, 학생행동, 교장의 지도성 등 교사와 관련된 학교 상황을 묻는 설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전국에서 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에 의해 추출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중 총 2,605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표 Ⅲ-1>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구분
성별

연령

경력

직위

남성
여성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5년 이하
5-10년
11-15년
15-20년
21-25년
26년 이상
부장 교사
평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빈도(명)
854
1,738
513
773
1,042
253
672
348
300
584
404
279
631
1,726
207
4

비율(%)
32.8
66.7
19.7
29.7
40.0
9.7
25.8
13.4
11.5
22.4
15.5
10.7
24.2
66.3
7.9
0.2

합계(%)
2,592(99.5)

2,581(99.1)

2,587(99.3)

2,568(98.6)

* 무응답을 포함하고 있어 총합이 2,605가 되지 않음.

2.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교사몰입(조직몰입, 직업몰입)을 포함하여 교사공동체, 집단적 교
사효능감, 개인적 교사효능감(교수 관련 효능감, 생활지도 관련 효능감) 등 모든 변수를 측
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교사몰입은 조직과 직업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동일시로서 정서적 차
원으로 개념화하였다. 다차원적 개념인 몰입은 몰입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지
만 정서적 차원이 직무에 쏟는 열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Meyer & Allen, 1991) 교
사들의 이직률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근속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보다는 정서적 몰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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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사몰입은 조직몰입과 직업몰입으로 나누
어지며 김윤전(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교사공동체는 동료교
사 간의 일체감, 협동적 상호작용으로 측정되었고 Newmann과 그의 동료들(1989), Hoy와
Woolfolk(1993)이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매개변수로서 집단적 교사효능감은 Goddard
와 그의 동료들(2000)이 개발한 집단적 교사효능감 척도(Collective Teacher Efficacy Scale;
CES)를 한국 교육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한 김아영과 김미진의 연구(2004) 문항을 사용
하였으며, 개인적 교사효능감은 김윤전(2007)과 홍창남(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교
수와 생활지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측정 변수들의 신뢰도는 <표 Ⅲ-2>에서와 같이 모두
적합도가 높아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교사 몰입의 문항 내용과 신뢰도

측정변수

문항 수

예시 문항

신뢰도

교사몰입
- 조직몰입

3

.8537

- 직업몰입

3

나는 우리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맞이한다
교사라는 직업은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자극을
주고 성장하게 한다

교사공동체

3

학교 교육활동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가치와 신
념을 동료교사와 공유한다

.8398

집단적 교사효능감

6

우리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처음
가르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
으로 가르치려 노력할 것이다

.8439

개인적 교사효능감
- 교수 관련 효능감

5

- 생활지도 관련 효능감

4

나는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러
는지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

.8058

.7921
.8115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자료를 분
석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의 배경변인별 분포를 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각 변수
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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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과 개별 요인들의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적용되었다. 넷째, 본 연구의 매개변
수인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ootstrap을 통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
증하였다. 간접효과의 경우 이중매개이기 때문에 Phantom variable 방법(Cheng, 2007;
Rindskopf, 1984)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앞서 측정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
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1. 조직몰입
2. 직업몰입
3. 교사공동체1
4. 교사공동체2
5. 교사공동체3
6. 집단적교사효능감1
7. 집단적교사효능감2
8. 집단적교사효능감3
9. 집단적교사효능감4
10. 집단적교사효능감5
11. 집단적교사효능감6
12. 교수관련개인효능감
13. 생활지도관련개인효능감

1
1
.658
.307
.315
.368
.331
.299
.273
.364
.302
.323
.247
.257

2

3

4

5

6

7

8

1
.243
.244
.229
.256
.224
.215
.297
.264
.245
.235
.233

1
.675
.613
.301
.310
.328
.333
.284
.312
.203
.134

1
.625
.288
.337
.332
.353
.310
.344
.247
.192

1
.321
.379
.368
.373
.330
.367
.218
.162

1
.518
.399
.438
.377
.330
.189
.146

1
.489
.519
.394
.520
.221
.198

1
.579
.469
.505
.265
.199

**p<.01에서 모두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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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적 요인 분석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구조방정식 모형 구축을 위
한 개별 요인들의 단일차원성(undimensionality)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는 실제 측정된 모형이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
가지수가 개발되어 있다. 평가지수 중 어떤 지수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보통 적
합도 지수가 표본 크기에 따라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하며 모형의 간명도를 반영하는
지수가 되어야 한다(배병렬, 2009).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절대적합도 지수인   값은 통계
적 검증이 가능한 유일한 지수이기는 하나 표본 크기의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에도 모형을 기각하는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NFI, IFI, TLI, CFI,
RMSEA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추
천되고 있는 지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형 적합도는 절대적합도 지수인   값 외에
상대적합도 지수인 NFI, IFI, TLI, CFI, RMSEA를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기로 하며,
<표 Ⅳ-2>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잠재변수
교사몰입

교사공동체

집단적
교사효능감

개인적
교사효능감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조직몰입

1.000

표준
요인부하량
.908

직업몰입

.821

교사공동체1
교사공동체2

표준오차

t

p

-

-

-

.724

.033

25.169

.000

1.000

.802

-

-

-

1.048

.822

.026

40.998

.000

교사공동체3

1.035

.774

.026

39.196

.000

집단적교사효능감1

1.000

.582

-

-

-

집단적교사효능감2

1.141

.692

.043

26.771

.000

집단적교사효능감3

1.077

.711

.040

27.255

.000

집단적교사효능감4

1.266

.776

.044

28.733

.000

집단적교사효능감5

1.227

.678

.046

26.429

.000

집단적교사효능감6

1.213

.712

.045

27.268

.000

교수관련 효능감

1.000

.759

-

-

-

생활지도관련 효능감

1.084

.854

.052

20.943

.000

N=2,605,   =535.502, df=59, p=.000, NFI=.961, IFI=.965, TLI=.954, CFI=.965, RMSEA=.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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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수의 수용 수준은 NFI, IFI, TLI, CFI는 .90 이상, RMSEA는 .10 미만(배병렬, 2009)으
로 설정하기로 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절대적합도 지수인   /df=9.076은 통계적으
로 수용할 수 없으나 본 연구의 표본 크기(N=2,605)가 크고, 상대적합도 지수인 NFI=.961,
IFI=.965, TLI=.954, CFI=.965, RMSEA=.056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으므로 종합적인 모형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표 Ⅳ-2>에서 요인 부하량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은 모두 기준값 1.96을 넘고 있고 p값도 모두 .05 이하로 기준 값을
충족하고 있어 모든 측정변수들이 본래 의도한 잠재변수에 잘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 간 관계에 있어서 교사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 확
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도 지수인   /df=9.076로서 통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의
값이 모두 양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모형을 수용할 수 있다.
<표 Ⅳ-3> 연구 모형의 모형적합도

구분

  (df)

NFI

IFI

TLI

CFI

RMSEA

모형적합도

535.502(59)

.961

.965

.954

.965

.056

본 연구모형의 직접효과는 Bootstrapping을 이용해 추정한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으로 측정하였다. 다음 <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경로의 신뢰구간이 0
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를 살펴보면,
교사몰입에 대한 효과는 개인적 교사효능감보다 집단적 교사효능감이 더 큰 영향력을 가
지고 있으며, 교사공동체도 개인적 교사효능감보다는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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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직접효과 분석

Bootstrap Estimate

경로

95% Confidence Interval

추정치

표준오차

lower

upper

1. 교사몰입 ← 교사공동체

.266*

.034

.196

.344

2. 개인적 교사효능감 ← 교사공동체

.200*

.016

.162

.237

3. 집단적 교사효능감 ← 교사공동체

.406*

.019

.363

.458

4. 교사몰입 ← 개인적 교사효능감

.266*

.046

.183

.398

5. 교사몰입 ← 집단적 교사효능감

.544*

.054

.431

.656

N=2,605, number of Bootstrap=2,000

다음으로,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 간 관계에 있어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집단적 교사효능
감의 매개효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간접효과 검증을 하였다. AMOS 프
로그램의 경우 직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중매개 검증을 위해
Phantom변수를 사용하여 Bootstrap을 실행하였다. 두 경로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집단적 교사효능감 모두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 교사효능감의 추정치가 개인적 교사효능감보
다 높아 집단적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5> 간접효과 분석

Bootstrap
Estimate

경로

95%
Confidence
Interval

추정치

표준오차

lower

upper

6. 교사몰입 ← 개인적 교사효능감 ← 교사공동체

.058*

.010

.037

.080

7. 교사몰입 ← 집단적 교사효능감 ← 교사공동체

.221*

.022

.178

.271

N=2,605, number of Bootstrap=2,000

교사몰입에 대한 교사공동체의 인과효과를 표준화 경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 <표 Ⅳ-6>
과 같이 정리하였다. 교사공동체가 교사몰입에 대하여 가지는 총효과는 .443이고 그 중
.216은 직접효과, .227은 교사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간접효과 .227중
.047은 개인적 교사효능감에 의한 간접효과이고 .180은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
로서 집단적 교사효능감의 간접효과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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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교사공동체의 교사몰입에 대한 인과효과 분석

효과 구분

표준화 경로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216
개인적 교사효능감

.047

집단적 교사효능감

.180

총효과

.227
.443

[그림 Ⅳ-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몰입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교사공동체와 교사효능감이
교사몰입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를 분석하고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사공동체는 교사몰입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공
동체로 조직화된 학교에서 나타나는 협동적 풍토와 학습기회의 제공이 교사몰입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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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홍창남, 2005; Firestone & Pennell, 1993; Kushman,
1992; Louis & Smith, 1991; Rosenholtz, 1989)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최근 조명받기 시작한
교사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교사의 전문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과 교직에 헌신하도
록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교사공동체의 주요한 속성인 가치와 규범
의 공유, 교사 간 협력, 반성적 대화, 공동의 문제해결, 공유된 리더십 등은 교직 현실에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과 직
업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위상을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관료적 통제보다는 동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 통제(collegial control)가 교직 사회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라는 학교조직의 특성상 위계, 규칙, 몰인정성 같
은 관료제적 특성이 학교조직에 함께 내재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교사공동체가 보다 활
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행정가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달
걀상자 모양의 구조(egg crate architecture) 속에서 교사 간 적당한 무관심을 특징으로 하
는 교직 문화(Lortie, 1975)는 동료 교사 간 협동적 풍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
이므로 교직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교사효능감은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 모두에서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공동체가 교사몰입에 대하여 가지는 총효과는
.443인데, 그 중 .216은 직접효과, .227은 교사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로 이루
어져 있었다. 즉, 교사공동체가 교사몰입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효과보다 교사효능감을 통
한 간접효과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교사효능감이 교사몰입에 대한 교사공동체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 매개변수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
사공동체가 성공경험, 대리경험, 사회적 설득, 생리적 상태라는 교사효능감의 주요 정보원
과 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Ciani et al., 2008)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협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사공동체 안에서 교사들은 다른 교사와 학교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교사들을 관찰함으로써 대리경험을 하며,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개인 및 학교 차원의 고민을 동료
와 나눌 수 있어 긍정적 정서를 유지함으로써 자신과 학교 전체에 대한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화된 교사효능감은 교수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학교조직과 교직에 헌신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매개변수인 교사효능감을 제고
하기 위한 행정업무 경감,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증진, 자원 제공과 사용에 대한 교장의
조직적 지원,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를 통한 자율성 증대 등을 통해 교사효능감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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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공동체와 교사몰입의 관계에 있어 집단 수준의 교사효능감은 개인 수준의 교
사효능감보다 더 큰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의 총 매개효과
.227 중 .047은 개인적 교사효능감에 의한 것인데 반해 .180은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대부분이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의해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집단 수준의 교사효능감이 구성원 개인이 인지하는 개인적 효능감
의 단순 합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순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는 조직 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사공동체가 교사효능감의 네 가지 주요 정
보원과 일치한다 해도 조직 전체의 역량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집단적 교사효
능감 모두에 유의하지만, 특히 집단적 교사효능감의 판단에 강력한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Ciani et al., 200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공동체가 교사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교사효능감을 강화하는 전략이 보다 요구됨
을 알 수 있다. 사회인지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집단적 교사효능감 강화 전략으로 중요한 것
은 무엇보다 집단적 상호작용의 활성화와 권한부여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
초한 Bandura(1997)도 집단 권한부여(group enablement)에 대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으며,
Goddard와 그의 동료들(2004)도 집단적 교사효능감 강화 전략으로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교사들의 공식적 참여를 제안했다. 이러한 집단 권한부여는 교사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
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여 학교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사 간 경
쟁을 유도하는 정책 속에서 교사를 설득하여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교사가 학
교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 개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최근 교육 개혁의 방향과도 잘 부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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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luence of Teacher Community on Teacher Commitment
: Focusing on the Mediate Effect of Teacher Efficacy

Park, Jung-joo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
community, teacher commitment and teacher efficacy. In this study, teacher efficacy is set up
as mediate variables and input separately by levels(individual and group). The teacher data
was from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05(KELS 2005).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eacher community have influence on teacher
commitment. In the teacher community, teachers share value of school and cooperate each
other. Teachers are immersion in their work by this collaboration and sharing. Secondly,
both self-teacher efficacy and collective teacher efficacy are mediator of relationship of
teacher community and teacher commitment. The more teacher efficacy(self and collective),
the more influence of teacher community on teacher commitment. Thirdly, collective teacher
efficacy's mediate effect is larger than self-teacher efficacy's. This fact explains that teacher
community is powerful resource of collective teacher efficacy and collective teacher efficacy
has synergy effect surpass a simple synthesis of individual's ability. So I propose that
teachers should have group enablement to reinforce collective teacher efficacy.
Key words : teacher community, teacher commitment, self-teacher efficacy, collective teacher
efficacy, mediat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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