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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간 의사소통이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층 분석:
서울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1)

김 효 정(서울영신초등학교 교사)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교사 간 의사소통이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여, 학교 조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이론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것이 학교 개

혁의 성공적인 실행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 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HLM을 활용한 2수준 다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개혁

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 조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 둘째, 종속 변인의
학교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특성 및 학교 특성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교사 간
의사소통은 종속 변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교사가 학교 개혁의 가치와 목적에 공감
하는 수준은 교사 간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제어] 학교 개혁,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다층 모형

[

Ⅰ

.

서 론

“계획된 변화 노력이 그 본래 의도대로 학교 조직 내에서 구현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 의식은 오랫동안 교육 행정 연구자와 실천가의 꾸준한 관심사였다
(Gross et al., 1971; Trenkamp, 2007). 우리 나라의 경우도 5 31 교육 개혁 이후 “학교
자율화”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여 왔으나(신재철 외, 2003), 제도 및
정책 중심의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김명한

* 본 연구는 김효정(2011)이 수행한 질문지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일부를 재분석한 것이다.
▣ 접수일(2012. 08. 27), 심사일(2012. 09. 21), 게재확정일(2012. 10.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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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렬,

1997;

진동섭,

2003).

뿐만 아니라, 계획된 개혁안이 동일하게 투입되더라도, 그

것이 실행되는 양상과 최종적인 성과는 학교마다 상이하다(Datnow

& Castellano, 2000).
이러한 상황들은 학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나 정책 자체 뿐만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인 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로 귀결된다. 교사의
행동과 생각은 학교 변화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Fullan, 2001), 계획된 정
책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개인에게 달려 있다(McLaughlin, 1991). 특
히,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그것의 성공적인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
개혁의 목적이 장기적일수록 학교 개선의 증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를 가시
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교사들은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 이 때에 해당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교사의 학교 개혁 실천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바
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Leithwood,

Doris & Blair, 2002).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특성
과 학교 특성 중, 학교와 학교 구성원의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특히 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학교 개혁에 영향을 미친다고

(2005)은

Fullan(2001)은 학
하였으며, 박상완

계획된 변화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학교 내외의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

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학교 개혁에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의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

로 당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 간 의사소통이 학교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 동안 교육 행정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효과는 주로 학
교 조직 효과성에 한정하여 다루어져 왔으며,1) 그것과 학교 개혁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드물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실제로 실행된 학교 개혁 사

례를 바탕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학교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조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의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개혁을 실행하는 중요한 주

체로서의 교사의 위상을 전제로 하되, 학교 개혁 측면에서 교사 간 의사소통이 가지는
의의를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내

교사 간 의사소통이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학교 조

1) 예컨대, 오숙(2008), 이유경 정영수(20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은 직무 만족, 조직 성
과, 조직 몰입 등에 영향을 , 학교 조직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교 특성-예컨대,
학교장 지도성, 학교 문화 및 풍토 등-의 밑바탕이 된다(오숙, 2008). 특히, 최근에는 효과적
이고 공동체적인 학교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로 의사소통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박상완, 2005; 박세훈 이정로, 2005). 자세한 내용은 Ⅱ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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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이론적 의의를 정리하고, 그것이 학교 개혁의 성공적
인 실행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서울

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사업을 연구 사례로 하여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2수준

다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2) 이를 통해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교사 간 의사소통이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보았다.

Ⅱ

.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다양한 학교 특성이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특히 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실증 분석에 앞서, 주요 독립 변인인 의사소통과 종속 변인인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를 다룬 선행 논의를 정리하였다.

1.

의사소통의 개념과 관련 연구

의사소통(意思疏通)의 사전적 의미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뜻으

로서(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254800), 둘 이상의 사람들이 메시지,
생각, 태도를 공유하여 서로 간의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뜻한다(Lewis,
철안,

2005에서

1975,

박병량 주

재인용). 교육 행정에서 의사소통은 학교 교육 및 학교 경영의 기반으로

서, 학교 조직 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박병량 주철안,

성을 위한 특정한 과업, 역할, 권한, 의사소통, 지원 구조를 가지는
한 정의(윤정일 외,

2005). “목표
체제”라는 조직에

달
대

2011: 121), Barnard(1938)가 조직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의사소통을
들었던 점(윤정일 외, 2011: 119-120에서 재인용) 등을 볼 때,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직 목표가 공유되기 어렵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연구의 문제 의식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교 및 교사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다루
어지는 맥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학교 구성원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학교장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학교 조직의 목표 설정,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동기

2) 이하에서는 「자원학교」사업으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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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권한 위임 등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소
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이유경 정영수,

2010).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대상에 따라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 교사와 교사
간 의사소통, 교사와 다른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박소
영 이진숙,

2010;

이은주,

2007).

의사소통 대상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예컨대,

수업 상황의 의사소통, 수업 이외 상황의 의사소통 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
것은 의사소통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 역량으로서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경향
은 국내외 교원 관련 각종 평가 시스템의 평가 지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 구
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김갑성 외,

2010).

경기도 교육 전문직의 인성 전문적 자질 영

역의 평가 지표 중 하나가 인간 관계 및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
스 교육구 공립학교의 교사 평가 내용 중 하나가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이며, 교

장 평가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계 유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전술한 선행 연구를 통해, 학교 구성원 개인 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 기술이 가지는 중

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교육 주체가 다양해질
수록 더욱 강조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학교 조직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 특성으로서의 의사소통이다.

학교 조직의 효과에는 학교장 지도성, 학교 문화 및 풍토, 학교 환경 등 다양한 학교 특
성이 영향을 미친다.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이러한 학교 특성의 밑바탕이 된다(오
숙,

2008).

이것은 의사소통의 기능과 관련되는데, 의사소통은 학교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며, 합리적 의사 결정의 수단이 되며, 지도성 발휘의 수단이 되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기초가 된다(윤정일 외,

166-167). 이와 같은
무 만족, 조직 성과,

2010:

의사소통의 순기능을 전제로 하여,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직
조직 적응성, 조직 몰입, 직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가 수행된 바 있다(오숙,

2008;

이유경 정영수,

2010).

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서 의사소통이 가지는 중요성 역

시 강조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 조직 문화가 매우 중요한데(박은
실,

2002), 효과적인 학교 조직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다(박상완, 2005). 이는 의사소통이 학교 조직 구성원 간

큰 요인 중 하나가 의사소통
관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전반 및 행정 과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에는 공동체적인 학교 조직 문화가 강조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
통 체제 변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개방적인 의사소통
활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다(박상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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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의사소통에 대하여 개인 특성과 조직 특성으로 접근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법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 교사 개개인마다 서로 다

른 값을 가지는 교사 개인 변인이며, 후자의 경우 같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는 모두 같

은 값을 가지는 학교 조직 변인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개혁이 실행되는 해당
학교 조직의 특성 중 하나인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후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개인 대 개인의 현상이지만, 그것은 고립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의사소통은 그것에 참여하는 개인과

그 개인이 소속된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개인과 조직의 특성은 의사소통에 영
향을 미친다(오석홍,

2003).

학교 조직 내 의사소통의 핵심 기능으로는 ① 생산과 규제

기능, ② 혁신 기능, 그리고 ③ 사회화와 유지 기능 등을 들 수 있다(Myers

& Myers,
1982, 박병량 주철안,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할 경우, 학
교 조직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유 부족을 초래하고, 이것은 개인주의적인 교직 문화, 학
교 조직의 효과성 저하, 구성원 간 친밀감 및 소속감 약화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선행 연구의 문제 의식에 따라, 학교 조직 내 의사소통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
에는 차이가 있다. 이유경 정영수(2010)와 오숙(2008)은 의사소통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의사소통의 원활성, 정확성, 수용성, 신속성, 개방성 등에 관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
다. 한국교육종단연구의 3차년도 질문지 조사(김성식 외, 2007)와 Berends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의 내용에 초점을 두어, 학생의 학업 문제, 수업 태도 및 행동, 학
생의 생활 태도 및 생활 지도, 교수 학습 전략 및 접근법, 학교 교육 목표 등에 관하여
동료 교사와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양적 분석은 아니지만, 박상
완(2005)은 의사소통 체제에 초점을 두어 학교 조직 내 주요 의사소통 체제인 학교운영
위원회와 기타 자생 조직을 분석하고,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원인을 논의하였다.
2.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의 개념과 관련 연구

특정 개혁안이 단위 학교에 투입되어 실행될 때, 학교 조직과 학교 구성원 수준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며 조직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예컨

대, 「자원학교」사업이 실행될 때 해당 학교는 학교 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나 학

교 구성원의 역할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학교 구성원 개개인은 「자원학
교」사업과 관련된 연수나 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해당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

로 학급 경영과 수업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서로 영

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은 교사 개인 수준의 변화 중 정의적 측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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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즉 태도의 변화에 있다.
태도(態度)는 사전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외적

표현”, “각종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판단이나 사고가 일관된 일정의 반응 경향”으로 정

의된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9863&categoryId=485). 이러한 정의
에 따르면,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는 교사가 학교 개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
나 감정, 일관된 판단이나 사고 경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사의 학교 개혁 실
행이 가지는 세 측면-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 중 정의적 측면에 해당되
는데,3) 이에 대하여 김효정(2011)은

“교사가

학교 개혁의 목적 및 핵심 가치에 동의하

고, 개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정도”로 정의하였다.4)
학교 개혁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교 개혁을 실행할 때의 정의적 변
화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Fullan(1982)은

학교 변화의 중요한 한 차원으로

개혁 및 학교 개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지적하였으며, 박상완(2009)은 개방형 자율학
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 수준의 주요 변화 중 하나로 핵심 가치의 공유와 같은
심리적 변화를 들었다. 그리고

“Baldridge in Education”이라는

학교 개혁 프로그램을

Trenkamp(2007)는 해당 개혁안을 실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잘 학습할
것이라는 교사의 믿음, 자신이 더 나은 교사가 될 것이라는 교사의 믿음을 주요 변화로
들었다. 개혁이라는 용어 보다는 “혁신”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 ICT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인식된 유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Jones, 2004), 이것
역시 “개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정도”인 정의적 변화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사례로 연구한

3) 교사의 학교 개혁 실행이 가지는 세 가지 측면-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효정(2011: 29-38) 참조.
4)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교사가 학교 개혁을 실행할 때 태도의 변화”와 “학교 구성원(교
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확인한 학교 개혁의 실행 및 성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학교 조직의
특성상, 학교 개혁의 실행 및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개혁과 관련된 주된 학교 구성원인 교사의 자기 보고식 질문지
(teacher-reported questionnaire)를 활용하기도 한다(예: Berends et al., 2002). 이러한 연구에
서는 교수 학습 실제 및 학생 학업 성취도 등의 변화를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그 내용이 정의적 변화 중 학교 개혁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정도(해당 개
혁안이 학교, 학생, 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신념)를 묻는 진술과 유사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는 이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교사 보고식 질문지는 개혁 실행 및 성과와 관련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임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교사 스스로가 해당 개혁의 효과에 대하
여 가지는 개인적인 신념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질문지에서 “선생님의 태도”, “나는 ……느
낀다/ 생각한다” 등을 강조하여 질문하였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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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교사 간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단일한 학교 개혁 사례를 선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개혁안 자체의 속성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원학교」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 질문지 조사 과정, 그리고
투입된 변인에 관하여 정리하였다.5)

1.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인식”은 온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소속된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학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방법론 입장에서 환언하면,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는 교사
개인 수준에서 응답된 것이지만 그것에는 교사 개인 특성 뿐만 아니라 소속된 학교 특
성의 영향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내재된 자료(nested

data)라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

서는 종속 변인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2수준 다층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층 모형은
이와 같은 내재된 자료-학급 내 학생, 학교에 소속된 교사, 학교구에 소속된 학교 등-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 수준 특성과 조직 수준 특성을 고려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화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강상진,

1997).

때문

에 교육 행정 연구에서는 학교 특성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예컨대,

김민희,

2003;

이재덕 허은정,

2008;

서도 다양하게 활용된 바 있다(김효정

2001; Trenkamp, 2007).

홍창남,

2005), 학교 개혁과 관련된 연구에
김민조, 2011; Berends, 2000; Berends et al.,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는 교사 특성 변인, 학교 배경 변인, 학교 과정 변인을 단계

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초 모형에서부터 최종 모형(<모형

1>).

3>)을

구성하였다(<표

그리고 각 단계에서 추가된 변인이 학교 간 변량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설명하

는지, 최종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산출된 교사 특성과 학

교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교사 특성 변인은 교사 개인별로 하나의 값

을 가지는 특성이며, 학교 배경 변인과 학교 과정 변인은 같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라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특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학교 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중 하나인 교사 간 의사소통의 효과를 밝히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

5) 제 Ⅲ장의 내용 중 일부(측정 도구의 개발, 연구 대상, 표집 및 조사 과정 등)는 김효정(2011:
94-10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62

교육행정학연구

특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2개의 사회심리적 변인을 분석 모형에 투입한 이유는 이들의 효과
를 통제한 후 학교 특성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표

<

1>

교사 간 의사소통이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투입 변인

분석 모형

독립 변인
교사 수준

-

기초 모형

<모형 1>

종속 변인

학교 수준

-

성별, 직위, 학력, 총 교육
경력, 교사의 개혁 참여 기
간,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
인적 교수 효능감

<모형 2>

성별, 직위, 학력, 총 교육
경력, 교사의 개혁 참여 기
간,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
인적 교수 효능감

<모형 3>

성별, 직위, 학력, 총 교육
경력, 교사의 개혁 참여 기
간,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
인적 교수 효능감

학교 개혁에 대한 교
사의 태도

-

학교 개혁에 대한 교
사의 태도

총학생수, 저소득층 학생비,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

학교 개혁에 대한 교
사의 태도

총학생수, 저소득층 학생비,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 교
사 간 의사소통

학교 개혁에 대한 교
사의 태도

주) 굵은 글씨는 각 단계에서 추가된 변인임.

최종 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째 학교의 i번째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자료는

HLM 6.0

Y 는 j번
프로그램

으로 분석되었으며, 독립 변인인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는 전체 평균치에 대한
편차 점수(grand-mean

centering)로

변환되어 투입되었다.

교사 수준(1수준) 방정식
Y =  (절편) +  (성별)

+  (직위) +  (학력) +  (총 교육 경력) +  (교사의
개혁 참여 기간) +   (일반적 교수 효능감) +   (개인적 교수 효능감) + r  (교
사 고유 잔차)

학교 수준(2수준) 방정식
  =  (절편) +  (총 학생수)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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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학생비) +
의사소통) + u  (학교 고유 잔차)

 (학교의 개혁 참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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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조사

가. 측정 도구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수준 독립 변인으로

5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직위, 학력,

총 교육 경력, 교사의 개혁 참여 기간)과

2개의

사회심리적 변인(일반적 교수 효능감,

소득층 학생비,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과

1개의

학교 과정 변인(교사 간 의사소통)이,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학교 수준 독립 변인으로

3개의

학교 배경 변인(총 학생수, 저

그리고 종속 변인으로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가 투입되었다(<표

1>).

이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학교 배경 변인은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한 변인이며, 그 이
외의 나머지 변인은 적절한 진술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한 진술문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조사 자료와

Berends et al.(2001)의

3차년도

질문지

질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 문항은 선행 연구 검토 후, 현장 교사 및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측정 문항을 기술하였다. 우선, 현재 「자원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협
조를 바탕으로 교사가 학교 개혁의 가치와 목적에 공감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가장 잘 파
악할 수 있는 진술이 무엇인지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진술문을

20여명의

초 중 고

등학교 교사로부터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수정된 문항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재수정되었다. 그리고 난 후,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14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확인하고,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요인 부하량과

Cronbach

값을

실시하여

나. 연구 대상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자원학교」사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관련 교사 특성 및 학교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업을 학교 개혁 사례로 하여, 학교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원학교」사업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 여건과 학업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선정하여 행 재정적으
로 집중 지원하는 개혁 사업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0). 2006년 「서울특별시좋은학
교만들기자원학교지정및지원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684호), 당
해 년도 7월에는 96개교가 확정 운영되었다. 2006년 96개교, 2007년 151개교, 2008년
189개교, 2009년 220개교, 그리고 2010년에는 264개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2009년부터는 사업 명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
교)」로 변경 운영되었다. 해당 사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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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교수 학습 활동을 비롯한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지원, 교원 능력 개발 및 인사상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이다(김효정,

2011: 76). 본 연구
에서 「자원학교」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자원학교」사업은 학교 개혁의 정의에 부합되는 사례이다. 학교 개혁은 ① 학
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② 학교와 학교 구성원, 교육 행정 기관이 학교 체제
전반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③ 공적 의도적 개입이다(김효정, 2011). 「자원학
교」사업은 그 목적이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구현을 통한 학교 교육의 질 개선
에 있으며(①),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그리고 관련 유관 기관
이(②) 수립한 공적 의도적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변화 노력이다(③).

둘째, 「자원학교」사업은 다른 학교 정책 사업과 비교할 때 그 사례수가 충분하며,

사업 참여 기간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원학교」사업은
로 시작되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한

2010년 9월

당시

다. 참여 학교수의 많고 적음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96개교

264개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
없으나, 다른 연구학교 사업과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사례수이다. 그리고 사업 운영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해
당 사업의 주요 요소가 실행된 정도가 미비하여 그 영향 요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2006년에

시작된 「자원학교」사업은

2010년

쳐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별 지원의 기본 단위도 3년으로 비교적 긴

4년
편이다.
현재

반에 걸

다. 표집 및 조사 과정
표집 대상은

2010년 9월

현재 「자원학교」사업에 참여하는

98개

초등학교 및 해당

학교 교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학교급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하나의 학교급으로 통일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에 비하여 초등학교에서 학교 개혁이 보다 안
정적으로 보급 정착될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김명한 박종렬,

1997).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단일 학교급으로 표집을 제한하여 학교급의 효과를 통제하되, 학교 개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행될 것이라 짐작되는 초등학교급으로 한정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2010년 9월 18일부터 10월 9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총 98개 초등 「자
원학교」 중, 본 질문지 조사에 동의한 53개교, 1,67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6) 이 중 51개교(96.23%), 1,427명(85.31%)의 교사가 응답한 질문지가 회

6) 질문지 조사에 동의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를 배포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조사 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이미 해당 학교 개혁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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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었다. 교사용 질문지

3.

1,427부

중 최종 분석에 활용된 유효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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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부이다.

변인 설명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의 하위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즉 학교의 목적 및 필요

와 개혁 목적의 일관성에 대한 태도(①번, ②번, ③번, ④번), 개혁의 핵심 가치에 동의

하는 정도(⑤번, ⑥번), 그리고 개혁 효과에 대한 신념(⑦번)으로 구성된다. 문항별 요인
부하량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측정하는 7개 문

항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91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질문지가 양호한 측정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

2>

교사의 학교 개혁 태도 측정 문항(예비 조사)
측정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 다음의 각 진술문을 읽고, 「자원학교」사업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와 부합
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자원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하게 느낀다 / 생각한다
① 해당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우리 학교의 교육 목적과 일관된다.
② 해당 사업은 우리 학교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하다.

③ 나는 해당 사업의 주요 목적(소외 계층 및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에 동의한다.
④ 해당 사업을 통해 학습 동기가 부족하거나 가정 배경이 좋지 못 한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이 가능하다.
⑤ 해당 사업 덕분에 우리 학교는 더 좋은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
⑥ 해당 사업 덕분에 내가 더 좋은 교사가 되었다.

⑦ 해당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65
.77
.66
.81
.75
.61
.67

의사소통은 학교 및 학급 경영, 교수 학습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학교 내 교사 간의 대

화 정도이다. 의사소통의 측정을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의
문항과

Berends et al.(2001)가

개발한 문항을 수정하여

3차년도 설문지 중 26번
활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6개

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신뢰도 분석 결과 ③번 문항이 의사소
통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③번 문
항을 포함하였을 때는 전체 신뢰도가

.86인

반면, 이 문항을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90으

태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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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Cronbach



.86의

신뢰도도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③번 문항
을 제외하고 추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

3>

교사 간 의사소통 측정 문항
요인
부하량

측정 문항 내용
선생님 학교 교사들은 아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를 합니까?
거의
없다

←

보통

→

자주
있다

.76
.70
.45
.66
.63
.71

① 학생의 학습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
② 학급 교육과정(혹은 교과별 교육과정)
③ 학교 교육 목표
④ 학급 내 생활 지도
⑤ 학생의 수업 태도 및 행동
⑥ 교수 학습 전략 및 접근법
주) ③ 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응답 결과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변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같다.
표

<

4>

<표 4>와

변인 설명
구 분

변인 설명 및 측정 방법

신뢰도 (  )

독립 변인
교사 수준
(1수준)

성별

더미변인: 남자(0), 여자(1)

-

직위

더미변인: 평교사(0), 보직 교사(1)

-

학력

더미변인: 대학교 졸업(0), 석사 이상(1)

-

총 교육 경력

총 교육 경력을 반올림하여 계산

-

개혁 참여 기간

응답자가 처음 ｢자원학교｣ 사업에 참여한 때부
터 2010년 현재까지의 기간

교수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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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교수 효능감: 교수 행위와 학습 결과 간
의 일반적 관련성에 대한 교사의 신념
개인적 교수 효능감: 교사 자신의 개인적 교수
능력에 대한 믿음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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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교 수준
(2수준)

학교

신뢰도 (  )

변인 설명 및 측정 방법

학교 규모

.90

총학생수

SES

저소득층 학생비

개혁 참여 기간
교사 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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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가 처음 「자원학교」사업에 참여한
때부터 2010년 현재까지의 기간
학교 및 학급 경영, 교수 학습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학교 내 교사 간 대화 정도

종속 변인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

.91

교사가 학교 개혁의 목적 및 핵심 가치에 동의
하고, 개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는 정도

Ⅳ

.

분석 결과

Ⅳ장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경향
성을 우선 파악하였다. 그리고 난 후,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모형인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1.

2수준

다층 모형에

기술 통계 및 상관 관계 분석

가. 기술 통계

28%였다.
교직 경력은 1년에서 44년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 평균은 약 16년이었다. 그
리고 2010년 9월 현재, 개개 교사가 「자원학교」사업에 참여한 기간의 평균은 약 1.78
년이었다. 학교 규모를 대리하는 변인인 총 학생수의 평균은 약 944명이었으며, 저소득
층 학생비의 평균은 약 15%, 그리고 응답 학교가 「자원학교」사업에 참여한 기간의 평
균은 약 2.42년이었다. Likert 총합평정척을 활용하여 측정한 교수 효능감,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교사 간 의사소통은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의 값으로 응답하였다. 구
체적으로 각각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3.96,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3.21,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는 3.89, 그리고 교사 간 의사소통은 4.26으로 산출
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여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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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보직 교사는

20%,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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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질문지 조사 응답 교사 및 학교에 관한 기술 통계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개교)

최소값

최대값

교사 수준
성별(여자)

직위(보직 교사)
학력(석사 이상)
총 교직 경력
교사의 개혁 참여 기간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인적 교수 효능감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1,328
1,328
1,328
1,328
1,328
1,328
1,328
1,328

.84
.20
.28
16.09
1.78
3.96
3.21
3.89

.37
.40
.45
10.05
1.13
.82
.58
.74

0.00
0.00
0.00
1.00
.50
1.00
1.67
1.00

1.00
1.00
1.00
44.00
4.00
5.00
5.00
5.00

51
51
51
51

944.75
14.78
2.42
4.26

481.26
4.65
1.25
.26

231
4.42
.50
3.57

2,682
25.78
4.00
4.68

학교 수준
총 학생수
저소득층 학생비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
교사 간 의사소통
주)

(

)는 1로

입력된 더미 변인임.

나. 상관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 간 대략적인 관계를 상관 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표
표

<

6>

6>, <표 7>).

교사 수준 변인 간 상관 관계

구 분

성별

직위

학력

총
교직경력

교사의
개혁참여
기간

성별
직위

-.311**

학력

-.180**

.325**

총 교직경력

-.129**

.267**

.171**

교사의
개혁참여기간

-.073**

.121**

.122**

.042

일반적 교수
효능감

.018

.003

.02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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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인적
교수
효능감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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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교수
효능감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081**

.102**

.061*

.141**

.125**

.132**

.031

.134**

.057*

.075**

.093**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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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p< .05, ** p< .01

표

<

7>

학교 수준 변인 간 상관 관계

구 분

총 학생수

저소득층 학생비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

교사 간 의사소통

총 학생수
저소득층
학생비

-.367**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

-.470**

.108

교사 간
의사소통

-.157

-.197

-.007
* p< .05, ** p< .01

2.

다층 모형 분석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심리적 변인, 응답 학교의 배경 변인, 그리고 학교
과정 변인인 교사 간 의사소통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각 변인군의 설명량을 비교한 결
과는
표

<

<표 8>과

8>

같다.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 다층 모형 분석 결과
구 분

기초 모형
회귀계수(s.e)

1
회귀계수(s.e)

2
회귀계수(s.e)

3
회귀계수(s.e)

.037(.046)
-.001(.057)
.171(.054)**
.007(.045)
-.000(.003)
-.014(.020)
.468(.027)***
.017(.025)

.048(.041)
-.002(.056)
.168(.054)**
.007(.045)
-.000(.003)
-.024(.023)
.470(.027)***
.017(.024)

.047(.033)
-.029(.057)
.164(.055)**
.018(.046)
-.000(.003)
-.025(.022)
.460(.027)***
.016(.024)

모형

모형

모형

교사 수준 변인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
성별(여자)

직위(보직교사)

학력(석사 이상)
총 교육 경력
교사의 개혁 참여 기간
개인적 교수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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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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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준 변인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
총 학생수
저소득층 학생비

.016(.044)
-.000(.000)***
-.010(.011)

.033(.035)
-.000(.000)**
.003(.008)
.170(.039)***

.057
(154.597)
(.000)
.633
.690
.083

.035
(111.202)
(.000)
.632
.667
.052

교사 간 의사소통
분산
학교 수준

( )
(유의도)


교사 수준
전 체
집단 내 상관(ICC)
누적 설명 분산
학교 수준

R  (추가로

설명된

.184
(343.070)
(.000)
.821
1.005
.183
분산)

교사 수준
전체

.086
(232.163)
(.000)
.632
.718
.120
.533
.230
.286

.690(.158)
.229(-.001)
.313(.028)

.810(.120)
.230(.001)
.336(.023)

* p< .05, ** p< .01, *** p< .001

가. 기초 모형
첫째, 기초 모형은 교사 수준 및 학교 수준 독립 변인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

서 종속 변인의 학교 간 차이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것은 무선 효과 일원 변량 분석
모형(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 model)이라고도 하는데, 다층 모형 설정의
전제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종속 변인(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
의 태도)의 학교 간 변량이 어느 정도이며, 학교 수준 변인이 학교 간 변량 차이를 어떻
게 설명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정한 다층 모형에서는
종속 변인이 교사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값이지만, 거기에는 교사 개인 특성 뿐만 아니
라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 조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초 모형
분석은 이 전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 점수를 집단 내 차이와 집단 간 차이로 구분하여, 집
단 내 상관 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즉 총 변량(     )에 대한 집단 간 변량(  )
비율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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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



   

= 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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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인에 대한 학교 내 분산은

0.821,

학교 간 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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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4였으며, ICC는 0.183으

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가 학교 조직 간 차이보다

는 동일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교사 개인 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만,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의 학교 수준 무선 효과가 유의 수준
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여

“1+(집단의

Muthén과 Muthén은

다층

.001에서 통계적
자료의 ICC에 대하

×ICC”값이 2보다 크면 연구 설계에서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할

평균 크기)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http://www.statmodel.com/discussion/messages/12/18.html?

1344285647).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집단 평균 크기는 26.039이며, 따라서 설계 효
과는 2보다 큰 값(5.216)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르면,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는
학교별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를 학교 수준 특성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모형

1:

기초 모형

+

교사 수준 변인

<모형 1>은 기초 모형에 교사 수준 변인을 투입하여 통제한 모형이다. <표 1>에 제시
된 바와 같이, 기초 모형과 비교할 때 추가로 투입된 교사 개인 변인은 성별, 직위, 학력,
총 교육 경력, 교사의 개혁 참여 기간, 개인적 교수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다. 여
기에서는 기초 모형과 <모형 1>의 학교 조직 수준 분산과 교사 개인 수준 분산을 비교
하여 추가로 투입된 변인의 설명량을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새롭게 투입된 교사 수준
변인은 학교 간 차이의 약 53.3%, 교사 간 차이의 2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모형

2:

모형

1+

학교 배경 변인

<모형 2>는 <모형 1>에 학교 배경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통제한 모형이다. <모형
1>에서 산출된 R 값은 학교 수준 변인의 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값이다. <모형 2>에서
는 학교의 개혁 참여 기간, 총 학생수, 저소득층 학생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이것의 효과
를 통제하였다. <모형 1>과 비교하였을 때, 추가로 투입된 3개의 학교 배경 변인은 종
속 변인의 학교 간 차이를 약 15.8% 정도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모형

3:

모형

2 +

넷째,

교사 간 의사소통

<모형 3>은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서, 교사 수준 변인과 학교 배경 변인을
통제한 후,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교사 간 의사소통을 투입하여 그것의 효과를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 2>와 <모형 3>의 학교 간 변량을 비교하였을 때, 학교 간 변량은 약
0.022 감소하였다. 그리고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값의 학교 간 차이를 약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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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교사 간
의사소통”이라는 학교 조직 특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이 타당하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결과이다.

<모형 3>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속 변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독립 변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 특성은 직위와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였으며, 유의한 학교 특성은
총 학생수와 교사 간 의사소통이었다. 즉, 보직 교사일수록, 그리고 개인적 교수 효능감
이 높을수록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 근무

할수록, 교사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가 학교 개혁의 목적과 취지를 긍정적
으로 생각하고 공감하는 수준은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교사 간 의사소통이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자원학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수준 다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가 학교 개

혁의 가치와 목적에 공감하는 수준은 소속된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교 조직 특

성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사 간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관련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교사 간 의사소통의 효과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학교 교육 및 경영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계획된 변화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그 동안 당위적
으로 강조되어 오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교 개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 개혁은 학교 조직의 변화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
원 개인의 변화를 수반한다. 교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개혁안 실행 이전에 학
습된 신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존 신념을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Veen,

1993).

뿐만 아니라, 교사는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Albaugh,

1997).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보수적 태

도는 학교 개혁의 성공적인 실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교사 개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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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직 문화의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의 변
화가 쉽지 않다.

<표 8>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난점을 교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특성과 학

교 배경 특성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교사 간 의사소통의 정적 효과는 유의했다. 환
언하면, 교사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일수록 새로운 변화나 개혁이 보다 성
공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덧붙여, 학교 개혁과 관련된 교사 간 의사소통은 두 가지 성격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학교 개혁에 한정되지
않은, 학교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서의 의사소통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 개혁 자체에
관한 의사소통이다. 전자는 특정 개혁안이 투입되기 이전부터 해당 학교에 갖추어져 있

는 여건의 성격이라면, 후자는 학교 개혁 실행 과정에서 동반되는 개입이라고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전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특정 개혁이 투입되기 이전부터 교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후자의 접근법
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Fullan(2001)은 변화 내용의 명확성이 개혁
강조한 바 있다. 개혁안의 내용이 복잡할수록,

실행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그것의 명확

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개혁을 실행하는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개혁안 자

체의 구체성과 복잡성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의 목적, 내용 등이 보다 명확하고
명료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노력은 개혁안 자체의 속성을 다소나
마 극복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관한 개인 특성의 효과

첫째,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 특성

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표 8>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속 변인의 학

교 내 변량, 즉 교사 개인 특성으로 설명되는 변량은 약

81.7%로

산출된다. 교육 행정

연구에서 다루어진 다른 구인과 비교할 때 학교 특성으로 설명되는 변량(약

18.3%)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교사 개인 특성
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징적인 점은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 즉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 특성은 교사의 학교 개혁 실천, 즉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 특성

과 다르다는 점이다. 김효정 김민조(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학교 개혁 실천에는

직위, 총 교육 경력, 교사의 학교 개혁 참여 기간,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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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반면 정의적 측면에는 총 교육 경력과 교사의 학교 개혁 참여 기간은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학교 개혁을 경험한 기

간이 길거나, 혹은 특정 개혁안에 참여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학교 개혁에 대하여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극단적으로 학교 개혁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피상적으로만 실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본 연

구의 분석 결과와 김효정 김민조(201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학교 개혁 실행

의 정의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간에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처방은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개혁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해당 개혁안의 취지와 목
적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직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최종 모형인

<모형 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 특성은 직위와 개인적 교수 효능감으로 나타났
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수 효능감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 학교
개혁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De

Mesquita & Drake, 1994).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와 일관되는데, 특히 교사 자신의 개인적 교수 능력에 대

한 믿음인 “개인적 교수 효능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개혁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교사 교육
기관과 교육 행정 조직은 직전 교육이나 현직 교육을 통해 교사의 교수 효능감을 높이고
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효정(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수 효능감은 학
교 개혁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임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특성일
수도 있다는 점을 교육 행정의 연구와 실제에 반영해야 한다(김효정,

2011: 138).

보직 교사 여부 역시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회귀

계수의 크기 차이는 있으나, 직위는 교사의 학교 개혁 실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이 논의된 바 있다(김효정 김민조,

2011).

직위가 교사의 학교 개혁에 대한 태도의 개인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단위 학교 내에서 학교 개혁이 실행되는 과정을 돌
아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혁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공적인 학교
개혁을 위해서는 그것의 실행 과정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특히, 본 연구 사례인 「자원학교」사업에서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이 학교

변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보직 교사일수록 학교 개혁의 목적
과 취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분석 결과는 학교 개혁이 일부 보직 교사에
한정된 “업무”로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혁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공감 수준이 직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조직 내에서 개혁 목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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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성공적인 학교 개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Ⅵ

.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 개혁 실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교사 간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는 교사 개인 특성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소속된 학교 조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 특

히 교사 간 의사소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분석 결과를 통해, 교사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일수록 새로운 학

교 개혁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이 학교 개혁의 성공적인 실행에 주는 실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관리자
는 교사 간 의사소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는 지도성
을 발휘해야 하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사 간 의사소통 경로
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 교육 기관과 교육 행정 조직은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

등을 통해 교사 간 의사소통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사 간 의사소통 및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관한 후속 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의사소통과 여타 학교 특성 간 구조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학교 개혁에 대한 교사의 태도 간 관계

에 초점을 두어 의사소통이 학교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사소통은 학교 조직의 효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타 학교 특성-예컨대, 학교장 지도성, 학교 문화 및 풍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매개 관계 및 간접 효과는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해 검

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 간 의사소통의 특성과 원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별 의사
소통 빈도에 대한 응답을 주요 독립 변인으로 하였다. 그런데, 의사소통에 관한 많은 연

구에서 그것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의 특성과 원칙-예
컨대, 명료성, 일관성, 적시성, 적절성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으나, 후
속되는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 자료 분석도 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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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ract

A S tudy on the Influence of

Teacher Communication on

Teachers' Attitude toward S chool

Reform

(Seoul Youngshin Elementary School)

Kim Hyo-Jeong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eacher communication on school reform and reviewing its theoretical
significance. To this end, the survey was conducted of teachers who have been
involved in school reform program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two-level
multilevel model. Th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s: 1) significant difference exists
among schools regarding teachers’ attitude toward school reform. 2) teacher
communic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school reform, even after controlling both
teacher and school variables that affect intra-school gap.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in a school is influenced by the overall teacher
communication levels within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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